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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미디어콘텐츠 육성방안 연구

요 약 문



 연구과제 : 개인미디어 콘텐츠 육성 방안 연구

o 개인 미디어 콘텐츠 이용층 확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93.6%는 모바일로 시청하고, 일평균 시청시간은 52.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의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일평균 이용시간은 무려 90.5분으로 전

체 평균(52.4분)보다 약 40분가량 높게 나타났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시청자 층이 

10~20대에서 30~40대로 이용자층이 확장되고 있다. 

이용자층이 확대되면서 소구 대상에 맞게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장르도 다양하고 세분화

되면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o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 배경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확산하게 된 배경은 양방향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개인 단말

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되었기 때문

이다. 

특히 저렴해진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전문 인력을 갖춘 방송사만이 가능했던 콘텐츠 

제작과 편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적 진입 장벽이 완화된 것이 결정적이

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적극적 시스

템 구축과 크리에이터 지원을 통해 제약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o 개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 필요성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국내 영상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

고 있다.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 플랫폼이 제한된 국내 영상 산업에서 개인 미디어 콘

텐츠는 방송 콘텐츠와 차별화된 포맷과 소재로 콘텐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 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 방송 산업이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소수 스타 연예인만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미디어 콘텐츠는 창작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팬덤

과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구 수단을 찾고 있는 브랜드와 협업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바야흐로 대중화되는 단계를 지나 질적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이르

고 있다.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단

계를 지나 크리에이터가 IP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을 성숙시키기 위해 보

다 전문적인 고품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정책 설

계가 필요하다.  

이용자에 대한 소구력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글로벌로 유통될 수 있

는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국내 개인 창작자들이 만든 콘텐츠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o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정의 특성

개인 미디어는 콘텐츠 기획과 제작, 그리고 유통이나 송출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특성을 지닌다.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통해 수용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o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 

크리에이터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들은 다양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시청 연령, 시청 지속, 누적 시간, 국가 통계, 디바이스, 기간별 수

익, 커뮤니티 속성 등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관심과 매칭시킬 수 있고, 브랜드 

광고 및 제품 커머스와 연결시킬 수 있다. 

o MCN의 크리에이터 지원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관리하며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배급하는 MCN은 광고판매, 크로

스 프로모션, 채널 제휴, 브랜드 협업 등을 위한 이른바 중개회사로서,  MCN은 크리에이

터를 위해 제작지원을 하고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MCN의 크리에이터 지원에는 영상 제작 교육 및 데이터 분석, 광고주 연결, 부가 사업 개

발, 홍보 및 브랜딩, 마케팅 등 수익화 지원, 해외 진출, 저작권 및 세무 문제 등 법적 지

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MCN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관심과 취향에 맞춰 

콘텐츠를 큐레이션한다. 

MCN은 크리에이터들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창작자로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해결해준다. 

o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이용현황 

온라인 동영상의 이용 플랫폼은 유튜브 82.4%, 네이버TV 42%, 페이스북 26%, 인스타그램 

17.2%였으나, 10대~20대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아프리카TV는 실시간방송 이용플랫폼에서 23.6%, 게임 장르에서는 28.3%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 이용률은 24.4%로 TV콘텐츠 49.5%보다 낮았지만, 13~24세 계층은 유

튜브 이용이 86%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유튜브 이용시간은 프라임 시간대로 분

류되는 오후 8시부터 밤 11시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o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관계

동영상 플랫폼의 수익모델은 광고기반의 오픈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라이브방송 플랫폼에 최적화된 후원 아이템 서비스인 사이버머니 제도로 구분된다.  

(유튜브 ) 크리에이터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플랫폼이며 최근 수익을 분배하는 기준을 강

화하고, 저작권 관련 교육과 오디오 라이브러리 운영 서비스에 주력하는 중이다.

(아프리카TV) 콘텐츠 내용, 방송 시간 등에 따라 파트너 BJ, 베스트 BJ, 일반(신입) BJ의 

세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며, 파트너 BJ에게 광고수익 배분, 저작권 관리, 크로스 플랫폼 

프로모션 교육 등 MCN 전문 기업에 버금가는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 ) ‘뷰스타’라는 뷰티 창작자들을 집중 양성하며 뷰티 콘텐츠를 텍스트, 영상, 

이미지 등으로 확대하고, 브랜드와의 협업기회, 샘플 및 신제품 협찬, 다양한 교육지원 

등 뷰티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콘텐츠 전송방식에 따라 아프리카TV형 라이브 스트리머와 유튜브형 콘텐츠 크리에이터

들로 특화되고 있으며, 창작에 집중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마케팅에 특화된 커머스 

전문 크리에이터, 즉 인플루언서로 분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주력 플랫폼은 유튜브이고, 커머스 크리에이터는 인스타그램, 페이

스북 등 SNS 플랫폼에 좀 더 주력하는 특징을 보인다. 



o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

(유튜브) ‘크리에이터 페이지’라는 온라인 아카데미 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독

자수에 따라 크리에이터 등급과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데, 구독자가 10만이상인 ‘실버’ 

등급부터는 전담 파트너 관리자를 배정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제휴를 중개한다. 그 외에 

콘텐츠 기획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인 ‘유튜브 콘텐츠 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크리에이

터들이 오프라인에서 팬들과 만나는 ‘유튜브 팬페스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프리카TV)주로 육성하는 장르는 인디음악 분야이며, 그 외에도 여행, 마술, 국악 등 장

르의 창작자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머를 위한 정기후원 제도 ‘구독하

기’ 서비스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작자 지원을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2018년부터 자사 플랫폼에 우선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뷰스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검색데이터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랩’ 서비스와 연동하여, 뷰스타들에게 다음 콘텐츠의 기획방향을 제시하고 다

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뷰스타들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o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증가  

아프리카TV(PC기반)를 필두로, 판도라TV, 유튜브, 카카오,  비고 라이브, 트위치, V앱 등

이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50.9%)가 아프리카TV(23.6%)보다 약 2배 이

상 높아, 국내 라이브 서비스는 유튜브 중심으로 개편되는 양상이다. 

모바일 라이브 콘텐츠는 생생한 현장감이 더욱 강조되며, 편집이 수월해지면서 콘텐츠의 

양과 창작자도 더 많아지고 있다. 장르 특성에 따라 이용자와의 소통이 중시되는 장르는 

PC형 라이브 플랫폼로, 그렇지 않은 장르는 모바일 라이브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은 크게 공공기관에서 실행하는 교육과 민간영역(MCN)에서 실행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o 공공기관의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공공기관의 1인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은 예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며, 유료 프로그램도 일부 존재한다. 유료 프로그램은 감면 혜택이나 환급 시스템

이 적용된다. 



13개 공공기관 중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5개(한국콘

텐츠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천콘텐츠코리아랩, 부산콘텐츠코리아

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육은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기본/고급/에디

터/국제공동캠프와 같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콘텐

츠진흥원은 가장 활발하게 교육을 제공하며, 5개 지역에서 기본, 심화, 전문스텝, 글로벌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제공하고 있다.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은 창업 연계된 프로그램 제공

과 뷰티 크리에이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취·창업과 연계된 가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

내용은 창업 관련 회계/법률/경영/자금 등에 대한 교육, 영상제작과 창업에 대한 1:1 맞춤

형 멘토링, 창업지원금 지급(4000만원 심사 후 차등지급), 성공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o 민간기관의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민간 영역에서 실시하는 크리에이터 교육은 MCN 업체들이 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며 소속 

크리에이터나 키즈(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트레져헌터는 ‘미디어크리에이터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자사의 교육시스템이 학점 

취득과 연계하고 있었으며, 레페리는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었다. 

MCN업체들은 외부 공공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맺거나 자사의 교육체계를 수익으로 연결

시키고 있었다. MCN업체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에 집중되어 있으며, 트레져헌터의 ‘키버 아카데미’, 미디어자몽의 ‘키즈 크리에이터 

아카데미’가 대표적이었다.  

  본 연구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요구 사항,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등에 관

해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부 지원 분야와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o 응답자의 특성

구독자수 10만 미만의 크리에이터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72.5%가 구독자 수

가 5만 명 미만이었으며, 구독자는 주로 10대가 45%, 20대가 40.8%를 차지했다. 남성보다 

여성 크리에이터가 많았고, 연령대는 20대>30대>1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업 크리

에이터보다는 부업 혹은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o 채널 운영 방식

운영 장르는 한 가지 장르만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는 41.7%, 두 가지 이상의 장르를 제작

하는 크리에이터가 58%로 나타났다. 1순위 제작 장르는 라이프>뷰티>게임>엔터테인먼트>

푸드/먹방>키즈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널 개설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였지만, 본격 업로드

는 18개월 정도로 밝혀졌다. 동영상 업로드 주기는 주 1회는 35.8%, 주 2-3회는 33.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89.2%가 유튜브를 주 이용 플랫폼으로 사용하며, 수익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익숙함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만 수익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89.2%가 혼자서 제작하고, 주로 집에서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었다. 평균 제

작시간은 약 12시간, 편집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 제작 비용

은 10만원 미만이 88.3%이며, 주로 일상에서 소재를 발굴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o 크리에이터와 MCN의 관계

크리에이터들은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나 폰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MCN

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심층적인 정보나 구독자 수 확대,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MCN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지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독자 수가 5만 이하일 때는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가 모두 가져가지만, 5만 명이 넘

어가면 MCN과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MCN으로부터 추가 수익을 기대하지 

못할 경우 MCN을 떠날 유인이 될 수 있었다. 

o 크리에이터의 애로 사항

(영상 제작) 전문적인 영상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전문적인 영

상을 만들 수 있는 제작시설 및 접근성이 높은 스튜디오는 예약이 어려운 현실이다.  

(낮은 수익) 구독자 수가 10만 미만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수익이 저조해 직업으로서의 안

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수익 확대를 위해서는 구독자 확장이 필수적인데, 콘텐츠 마

케팅에 있어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작비 지원 필요)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제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제작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고품질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만족도도 컸다. 

(지속적인 번역 지원 및 저작권 교육) 크리에이터들은 해외 진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였고, 자막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MCN에 소속되지 않은 크리

에이터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 및 폰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단계별, 장르별 교육 요구) 현재의 크리에이터 교육 지원 사업은 예비 크리에이터를 대

상으로 하고 분야별, 장르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교육 효과가 

크지 않았다.  

(크리에이터 소통 채널 필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정보를 잘 

듣지 못하고 있었으며, 크리에이터들의 불만이나 요청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해주는 소

통 채널 구축도 요구하였다. 

o 제작 주체 및 소재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소통 채널 증가를 통한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제작 주체와 소재, 제작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콘텐츠 다양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많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표현 욕구를 표출하고 소통함으로써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은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 새로운 직군으로서 일자리 창출

소수 스타만 유의미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전통 미디어와 다르게 개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창작자로서 주도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새로운 직군으

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o 콘텐츠 가치 확대를 통한 산업 연과 효과 극대화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장르도 다양하고 장르간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컴퓨터 

그래픽이나 AR과 VR등 신기술과 융합을 자유롭게 시도하면서 영상산업의 혁신이 제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용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형

성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로서 브랜드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비즈니스로 산업 연관 효과도 크다. 

o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전통 미디어는 해외 국가의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

는 개인 창작자는 이용자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 있으며 전통 미디어

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o 개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대중화 방안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월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

록 인프라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직업으로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즉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

터 발굴하고, 크리에이터 소통 채널 구축하고, MCN 진출 국가의 동영상 시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개인 미디어 콘텐츠 대중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지원 방안 ]

창작의 지속성을 위한 제작비 지원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콘텐츠 제작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작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10만 미만

의 구독자를 지닌 크리에이터들은 수익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제작비의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 지원방식은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가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래

시장,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 지역 홍보에 크리에이터들을 참여시키거나, 

MCN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단, 지원 절차의 간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콘텐츠 제작 공간 및 시설 확충

§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 공간 및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MCN에 소속되지 않은 크

리에이터들을 위해 제작 공간을 보다 확충해야 하며, 운영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

야 한다. 

§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콘텐츠 창작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 편집 교육 및 인력 지원

§ 콘텐츠가 고도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문화된 편집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 편집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영상편집 교육 사업에 개인 미디어 콘텐츠 분야 편집

을 포함시키고, 전문 편집 인력들을 주요 MCN에 연결시키거나 크리에이터들과 매칭시

켜주어야 한다.  

  



데이터 분석 지원

§ 데이터를 분석 교육을 지원하거나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을 통해 MCN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인기 콘

텐츠의 특성, 해외 콘텐츠 동향, 플랫폼 별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면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장 제공

§ 크리에이터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공간 및 네트워크의 장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 MCN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크리에이터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네트워킹과 크리에이터 간의 협업, 멘토링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콘테스트

나 페스티벌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법률 서비스 지원

§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하고, 동시에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나 폰트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여 크리에이터가 협력관계를 통해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o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고도화 방안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가 이용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터로서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MCN 그리고 정부별 고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크리에이터 

§ 크리에이터가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토대로 커뮤니

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커뮤니티의 충성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초기 크리에이터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이 요구된다. 제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영상 편집능력을 배양하고 면밀한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MCN

§ MCN은 크리에이터들을 대중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하는 역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전체 크리에이터들이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회

차
주제 초급 중급 고급

1~2

미디어 
시장 
변화와 
비즈니
스모델 
이해/
적용

[기초교육]
[플랫폼별 채널개설 통한 
비즈니스모델 실전훈련]

[멘토링수업]

1. 미디어 시장/ 
콘텐츠소비 

개괄

1. Youtube
(광고기반)

1. Youtube에서 
구독자/가입자 증가 및 

수익증가시키기 
2. 개인 미디어와 MCN 
비즈모델, 수익구조의 

이해: 기존 방송과의 차이

2. Live Broadcasting
[실전훈련, 유튜브 위한 

기반으로 활용]

2. Branded 콘텐츠 
제작 멘토링

3-4

콘텐츠
만들기1
: 영상
촬영

[영상촬영 기본교육] [영상촬영 전문교육] [영상촬영 심화교육]
1. 장비의 이해와 상황별 

세팅실습
1. 메이크업교육: 
뷰티전문가의 실습

1. 조명실습

2. 촬영기법 실습: 개인 
콘텐츠 만들기

2. 개인미디어에 적용되는 
특수촬영: 멀티캠, 
크로마키 촬영 등

2. 스피치교육: 호감가는 
발성법 원포인트레슨

5-6
콘텐츠
만들기2

[영상편집 기본교육] [영상편집 전문교육]
조인트/콜라보 영상편집 

실습

<크리에이터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 안정적 수익은 수익 원천의 다양성으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IP를 개발하여 

부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커머스와 연계시 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유통 구

조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분야별 특화에 따른 전문화된 MCN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

해서는 세분화된 파트너쉽 체결이 요구되며, 해외 시장 진출의 경험이 있는 국내외 방

송사와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글로벌 진출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

으며, 현지 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이 강조된다. 

  

o 향후 크리에이터 대상 교육프로그램

크리에이터의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과 실습기반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향후 교육은 

‘예비크리에이터’, “초기진입 크리에이터”, “잠재역량보유 크리에이터” 등 단계별로 

제공해야 한다.

§ 크리에이터의 수준별 교육은 한 가지 주제영역을 일종의 중분류로 보고, 하부에 2개의 

교육을 배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중급-고급으로 심화시키고, 고급과정일수록 필

요한 관련 분야에 대한 실습교육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 크리에이터 기본교육은 현황/구조/변화, 그리고 기초 기술능력 학습에 중점을 두고, 크

리에이터 중급 교육은 기본교육과 고급교육을 매개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교육 또

는 관련 분야 핵심교육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터 고급교육은 크리에이터

의 채널 활용 상태를 고려하여 원-포인트 레슨 형태, 즉 멘토링형 능력 증진을 위한 

실습교육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영상
편집

1. 편집프로그램 
(파이널컷/프리미어) 
인터페이스 이해와 

기본실습 

1. 오디오보정/ 사운드 
디자인, 이팩트, 

자막효과 

1. 내 작품(콘텐츠) 
업그레이드 위한 

원-포인트 편집레슨

2. 나의  촬영콘텐츠를 
활용한 샘플편집교육 
(그리고 유튜브채널에 

올리기)

2. 색보정, 애니메이션,  
후반작업

2. 영상편집 전문가와의 
콜라보 작품제작

7-8

 
스토리
텔링(기
획)의 
이해와 
실습
활용

[스토리텔링 기본교육] [창의적 발상 교육]
[시리즈 스토리텔링 

멘토링]

1. 영상이미지의 구성과 
문법

1. 스토링텔링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창의적 비교(유튜브 
성공 포맷 분석 포함)

1. 시리즈 콘텐츠 구성안 
실습(10회 이상 가능한 

아이템 발굴) 

2. 스토리 구성의 원칙과 
변화

2. 콘텐츠 기획안 작성 
실습과 발표

2.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실습(브랜드와 매칭 

실습교육)

9- 
10

 성과
분석 & 
콘텐츠 
마케팅

[분석도구 이해] [마케팅전략] [글로벌전략]

1. 유튜브 분석도구 
활용법

1. 유튜브 분석 도구 
활용한 지표 해석
2. 플랫폼별 

타켓팅/마케팅 전략 
수립 실습

1. 글로벌 채널 분석 및 
전략

2. 채널평가 및 잠재적 
시청자개발

2. 콘텐츠 펀딩/광고 전략
2. 글로벌 

공동작업(콜라보)

11

법과 
저작권
의 

이해와 
대응

[기초교육] [활용교육] 심화교육

콘텐츠 관련법들의 이해와 
윤리교육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 교육

음원 활용과 대응: 
저작권-프리 음원 활용법, 
유튜브 저작권 신고시 

대응법

MCN 사업자들과 협업형태로 진행되는 장르(분야)별 특화 교육이 필요하다. 

§ 크리에이터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는 MCN사업자와의 협업 또는 연계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은 교육 투자를 통해 개인미디어콘텐츠 산업을 확장시키고, 

MCN 사업자들은 전문화된 교육 주체로 동참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장르별로 적합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키즈 콘텐

츠는 주 시청자층인 유아·어린이에 대한 발달단계별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와 이해도

에 대한 사전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뷰티 장르는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와 이를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영상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

한 브랜드와의 콜라보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은 라



[개인미디어콘텐츠 교육 활성화 방안]

이브 방송을 주로 진행하며 게임에 대한 분석과 해석능력에 따라 콘텐츠의 품질이 결

정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청·장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창업 및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지역 거점 대학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를 장기적으로 개설하여 정책의 

수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열린 강좌’와 연계하는 방식과 

‘K-MOOC’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크리에이터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막 번역 서비스 

외에 서투르더라도 영어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Non-Verbal’장르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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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 동영상 콘텐츠 분야의 미디어 환경 변화

  최근 스마트 단말기의 사용에 익숙하고 개인화된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젊은 층의 미디

어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TV 시청시간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온라인 동영상 시청은 증가하고 있으며(DMC 미디어, 2016) 자신들이 선호하는 신규 매체에 

대한 충성도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KISDI, 2017). 2013년에서 2014년간 TV 이용량은 28.4%

나 감소했고, 모바일 이용량은 18.7% 증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영상 이용 매체가 점차 온라

인 미디어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모바일 단말로 동영상을 이용하는 비중이 

44.5%로 조사되었다(KISDI, 2015). 국내 대학생들은 차 안에서와 그리고 잠들기 전 시간에 가

장 많이, 그리고 몰입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T경제경영연구소･대
학내일20대연구소, 2015). 

  이러한 변화 속에 비교적 적은 비용과 적은 인원으로도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전송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개인 방송 혹은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개인 창작자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며, 개인 방송의 진행자이자 제작자로 게임 중계 및 설명, 먹는 방송, 

공부 방송, 여성 방송, 화장품 설명,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형식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

고 있다. 

  1인 미디어가 등장한 후 초기에는 소수의 취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구독자 100만 명, 한 달 트래픽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메가급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면서 이들도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스타급  

연예인에 근접하며 점차 개인 미디어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다(나희선,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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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인 방송 시청시간(2017)

*출처 : 2017 1인 방송 시청 행태, DMC Report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TV 시청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10~20대가 주 시청자 층이지만 점차 

30∼40대로 확산되고 있다(DMC미디어, 2017). 또한 20~50대 전체 연령 층을 대상으로 소구하

는 방송 콘텐츠와 달리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성별, 연령에 따른 이용 플랫폼이나 선호 장르

가 상이하게 나타난다(이영주·송진, 2016). 2017년 1인 방송 시청 행태 조사결과, 1인 방송 

시청시간은 주당 평균 61.1분으로 전년 대비 16.8분 증가하였다. 시청 시간은 남성이 63.6분

으로 여성 57.7분보다 더 많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청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20대의 주 평균 시청시간은 1시간 23분 가량으로 1인 방송 소비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1) 

2)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확산하게 된 배경은 양방향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자신의 개인 단말

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

적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방송사만이 가능했던 콘텐츠 제작과 편집

이 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작자도 자유롭게 플랫폼을 통

해 콘텐츠를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

용자도 콘텐츠 제작자와 능동적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 미디어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점차 장르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용자

들은 개인적 취향과 선호에 따라 장르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선택한다.  

1) “1인 방송 시청 쑥쑥... 게임·뷰티·요리 대세, 2017년 11월 12일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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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성별, 연령별 1인 방송 장르 선호도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주 시청 장르는 게임(35%), 뷰티(30.9%), 요리/음식 레시피(28.6%)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DMC미디어 리포트, 2017).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 선호 장르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게임(48.4%), 스포츠(25.8%), 유머(25%) 장르를, 여성은 뷰티

(59.8%), 요리/음식(31.5%), 먹방(35.9%)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시청하는 편이며, 연령대가 낮

을수록 뷰티, 먹방, 유머 시청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요리, 생활/DIY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대보다 30대가 게임과 키즈 시청을 많이 하고, 전 연령대에 걸

쳐 전년 대비 제품 리뷰 동영상 시청이 크게 증가했는데, 흥미로운 영상 스토리를 통해 제품

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3)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육성 필요성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국내 영상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 플랫폼이 제한된 국내 영상 산업에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라

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가 제작되고 기존의 방송 콘텐츠와 차별화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방송 콘텐츠는 고비용의 제작 장비와 제작 시설을 기반으로 제작되다 보니 어느 수준 이

상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개인 미디어 콘텐츠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소구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는 온라인에서의 콘텐츠 유통보다는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콘텐츠 

편성은 기대 수익을 어느 수준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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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편당 제작비는 수억 원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방송 편

성이 되어도 항상 콘텐츠 제작비를 회수하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방송 편성이라는 진입 장벽이 없고, 제작비가 매우 저렴하게 들기 때

문에 기대 수익이 크지 않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소구력 측면에서는 방송 콘텐츠를 오히려 

압도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방송 콘텐츠는 투자자, 제작자, 소수의 스타와 작가, 그리고 방송사에게 수익의 대부

분이 돌아간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방송 콘텐츠와 같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함께 하

는 집단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MCN 소속 크리에이터가 아닐 경우 대부분 콘텐츠를 통해 

얻는 수익을 크리에이터 본인이 주로 갖게 된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 편집 전 과정에 참여

하는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가지고 플랫폼과 거래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유통함으로써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방송 콘텐츠 제

작자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자는 방송광고수익이나 VOD 판매 수익 그리고 기타 OST와 

같은 한정된 부가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자는 

조회 수를 기반으로 한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브랜드와의 협업을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IP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브랜드 혹은 상품 런칭을 통한 커머스까지 확장 가능

하다. 물론 아주 소수의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될 때만 커머스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

실이다. 하지만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사 상품이

나 서비스를 광고하고자 할 때, 그리고 목표 수용자에 타겟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의 

광고 효과를 얻고자 하는 브랜드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디지털 광고에 

관심을 갖는 수많은 기업과 협업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개인 창작자를 활

용한 디지털 광고의 성공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더구나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플

랫폼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전통 미디어 역시 개인 미디어 콘텐츠와 MCN 콘텐츠

를 수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KISDI, 2017, 18쪽),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수용성은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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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1)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인프라 확대 필요성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10~20대 중심으로 이용하다가, 30∼40대로 점차 이용자 층이 확산되

면서(박지혜, 2017; 유재홍, 2016), 본격적으로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특정 장르 중심의 마니아를 위한 콘텐츠 소비가 전 연령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

다. 이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특히 30~40대 이상 장년층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

는 장르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하는 층

이 확대되면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바야흐로 대중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질적으로도 

도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대중화되면서 이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을 덜어주

고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

다. 콘텐츠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장비와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처음 제작하는 창작자는 대부분  

자기의 거주 공간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제작한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전문적인 창작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보다 고품질의 영상을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문적인 영상 장비나 제작 스튜디오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  

  또한 영상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외에도 목표 수용자나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전문적인 

영상 제작과 편집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예비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이 공공

과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주로 간단한 영상 

촬영과 편집, MCN 산업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유통 플랫폼의 지표 활용이나 편집 도구 활용, 메이크업, 스피치 등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공 영역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역량이 상이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장르와 역량이 차별화된 크

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 창작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

해준다면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토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직군으로서 크리에이터 육성 필요

  다음으로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군으로서 형성되고 이를 통해 영상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가 될 가능성이 있다. 크리에이터는 이제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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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개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함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선발 대회 등

도 활발해지면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직

업으로서 크리에이터를 인식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도 있다.  

  최근 개최된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에 천여명에 가까운 창작자가 응모하였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키즈 콘텐츠가 각광받으면서 키즈 크리에이터를 지망

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콘텐츠

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늘면서 즐겁게 일하며 돈도 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서 초등학생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평범한 직장인 중에서도 유튜브 광고 수익을 기대하며 크리에이터 세계에 뛰어들려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김유림, 2017). 

  이와 같이 크리에이터가 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콘텐츠를 창작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욕구를 표출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기술발달을 토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독립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직군으로 크리에이터가 형성될 수 있다.  

3) 크리에이터의 안정적 수익 창출 필요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취미로 시작했더라도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창작

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창작을 지속적으로 업의 형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콘텐츠 제작을 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전통 미디어 콘텐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지만, 정기적으로 소재를 개

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소요되며, 투자한 제작비를 회수하고 

다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역동성은 크지만, 아직 수익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요 수익원은 동영상 플

랫폼으로부터 분배받는 광고 수익이다.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은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광고 매출을 공유하고 있다. 동영상 업로드와 이용이 가장 많은 유

튜브는 광고 수익을 45: 55로 크리에이터와 배분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역량에 따라 계

약 조건은 상이하다. 구독자수와 조회수가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 

또한 크다. 그런데 2017년부터 유튜브가 개별 채널 내에 올라온 콘텐츠의 누적 조회 수 총합

이 1만 뷰를 넘지 않을 경우 광고수익을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조회 수

가 적은 초기 크리에이터들이 광고 수수료로 수익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OSEN, 

2017.4.7.)



- 7 -

  이에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는 광고 수익 이외에 독점 콘텐츠 제작 및 IP 관련된 부가 

사업, 커머스 등을 실험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IP를 활

용할 경우 캐릭터, 관련 머천다이징 및 게임･공연･ OSMU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확

대될 수 있다. 최근에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와 관련된 제

품을 상거래에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이은영, 2016, 66쪽). MCN들이 특정 브랜드와 

공동으로 상품 판매를 시도하고 크리에이터들이 홈쇼핑에 출연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크리

에이터와 커머스의 결합 비즈니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랜드와의 협업이나 커머스를 통한 부가 수익 창출은 여전히 MCN에 소속된 일부 

구독자 수가 많은 인기 크리에이터들에게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구독자 수가 적은 크

리에이터들은 매우 제한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구독자수가 1만 이상 10만 미만의 

라이징 그룹의 개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할 경우 MCN에 관

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매니지먼트를 시작한다. 그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의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겪는 애로 사항 및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

로 MCN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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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본 연구 과제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생태계 현황 분석과 콘텐츠 이용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수

익모델을 다각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요구 사

항을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크

리에이터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업을 이어가는 데 느끼는 애로 사항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심

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애로 사항 중에 콘텐츠 제작 측면과 콘텐츠 유통 

부분으로 구분하여 크리에이터 니즈에 부합한 개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MCN 기업

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MCN별로 특정 장

르로 제한하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도 하며,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목표로 하는 MCN 기업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이용자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크로스 마케팅 전략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주요 MCN들이 실시하고 있는 개인 크리에이터를 전문 크리에이터로 육

성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브랜드와의 협업 방법, 그리고 다양한 수익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영상 산업에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육성하고 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

폼의 크리에이터 지원 방안 및 콘텐츠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

인 미디어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TV, 인스타그

램 등이 있으며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중심의 경쟁보다는 채널 중심의 경쟁으로 중심축이 이동하

고 있다. 채널 경쟁으로 확장되는 경우, 체계적인 마케팅 능력이 요구되는 바, 개인 크리에이

터보다는 MCN 회사들을 비롯한 동영상 제작사 등 기업들의 경쟁 구도로 시장이 재편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MCN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라이징 크리에이터

들이 이러한 경쟁 구도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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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차별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교육 대상

은 대부분 전문 크리에이터보다는 예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

고, 이들이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한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저변 확대와 개인 미디어 창작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고도화를 위

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미디어 콘

텐츠를 육성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미디어콘텐츠 육성방안 연구

Ⅱ.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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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현황 

1.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

1)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정의

  개인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 그리고 유통이나 송출에 이르기까지 개인

이 혼자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배기형, 2016). 시청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본방 시청 

중심에서 다시보기, 몰아보기 등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선택적 이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김영주, 2015, 92~93쪽). 이러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개인화이다. 

  레거시 미디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보편적 선호도에 집중하였다면, 개인 미디어는 인터

넷 기술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통합하여 일반 개인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공감을 공

유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현재 개인 미디어는 정보전달의 미디어 기능을 넘어 사회적 소통

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고 ‘개

인성’이 가장 강조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7, 19쪽).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미디어를 통해 소비되는 콘텐츠를 개인 미디어 콘텐츠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개인 미디어 콘텐츠로서 개인방송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개

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접 제작하고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영주·송진, 2016). 이러한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다양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o 다양성: 레거시 미디어들이 평균적인 시청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것과 달리 개인 미디어는 미시적으로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

작해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배기형, 2016). 또한 개인 미디어 콘

텐츠는 편성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먹방, 게임, 음악, 스포츠, 취미, 교육 등 다양한 부

문으로 확장할 수 있다(KOCCA, 2015, 53쪽). 특히 사용자와 비슷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

기 때문에 기존의 콘텐츠와 다른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내며 다양성을 창출한다. 아프리카TV

의 경우 2018년 3월 현재 게임, 모바일게임, 토크/캠방, 먹방/쿡방, 펫방 등 16개의 장르로 구

성되어 있는데,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장르를 발굴하여 콘텐츠를 공

급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자신과 친밀한 소재에서 높은 충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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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들 역시 자신의 역량에 맞

게 전문성이나 관심분야 중에서 콘텐츠 주제를 선정하고 독창적인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한

다(한영주, 2018).

o 현장성: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현장 체험을 통해 대상에 몰입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즉, 

개인 미디어의 묘미는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은 방송에 직

접 참여하고 있다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배기형, 2016). 현장감뿐만 아니라 

재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전달하는데 최근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기능이 확대되면

서 현장성이 강조된 콘텐츠의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미디어를 통해 

현실에 밀접한 리얼리티를 구현하려는 요구 사항이 개인 미디어 콘텐츠에 표출되어 나타나

고 있다(한영주, 2018, 17쪽). 

o 상호작용성: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기술발전에 따른 웹 2.0과 이용자 참여 문화를 기반으

로 한다. 전통 미디어와 달리 제작자와 이용자 간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케 한

다.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채널과 커뮤니티 그리고 개별 영상에 달린 적극적 이용자

의 댓글과 피드백은 바로 전통 미디어가 가질 수 없는 자원이다(Mueller, 2014; 미디어산업연

구센터, 2017c 재인용). 개인 미디어에서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친밀한 쌍방향 통신을 통

해 이용자의 참여와 소통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영상에 반영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형

성한다. 개인 미디어가 갖는 수평적 연결 구조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더욱 참여적

이고 개방적인 미디어 환경을 구현해냈다(배기형, 2016). 개인 미디어는 다양한 소재로 이용

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현장감과 상호작용성으로 콘텐츠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킨다. 이때, 

방송 중 자막이나 사용자의 댓글은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의미한다. 특히 크리에이터가 

갖는 친근함도 이용자로 하여금 크리에이터의 개인 방송에 참여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유민, 2016). 이러한 상호작용은 실시간 채팅 뿐만 아니라 별

풍선과 같은 유료 아이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수, 2017). 

  이러한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는 바로 크리에이터이다. 크리에이터는 개인 

미디어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통해 

수용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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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리에이터가 이용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수록 크리에이터에 대한 팬덤이 형성될 수 

있다(배기형, 2016).2) 

  이러한 크리에이터는 처음에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수의 취향을 공감하는 사람

들만 모이는 수준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유

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적극적인 바이럴 등을 이

용해 팬들이 모여들고 매체력이 점점 커지면서 디지털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게 되며, 대중적

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광고주도 관심을 보이는 단계로 나아간다. 더 나아가 구독자 100

만 명, 한 달 트래픽 수천만 뷰 이상의 메가급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여 연예인에 근접하며 

고도화되고 있다(나희선, 2016).

2) 개인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가능성

  1인 제작시스템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혼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섭외, 구성, 촬

영, 편집까지 1인이 담당하는 제작 시스템으로, 제작의 기동성과 취재원과의 밀착성, 다양한 

소재의 확대, 제작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의 완성도 저하 및 영상의 불안

정성 등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종탁·곽훈성, 2007).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본래 일반인들이 취미 삼아 제작하던 UCC(User Created Content)에

서 발전된 것으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전문 제작자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동영상 콘텐츠

를 누구나 손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이영주·송진, 2016). UCC는 자신의 방송과 

콘텐츠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이른바 취미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이은영, 2016). 

  그러나 최근의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차별화된 영상기법을 구현하며 

콘텐츠와 커뮤니티 속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익화의 가능성을 발견해왔다. 특

히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값비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을 이

용해서 제작과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한영주, 2018). 

  이러한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데이터 분석력이 필요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시청했

는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광고 외에 스폰서쉽, 브랜드와의 협업 등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의 프로필과 이들의 이용 행동에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한상

기, 2016, 19쪽).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시청 연령, 시청 지속, 누적 시간, 국가 통계, 디바이

스, 기간별 수익, 커뮤니티 속성(댓글, 좋아요, 공유 등) 등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정량적 지

2) 크리에이터는 1인 창작자, BJ,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
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며 수익을 내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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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물론 댓글 및 투표를 통해 얻는 정성적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이승윤·안정기, 

2018, 391쪽). 데이터 분석의 기법이 발전으로 이용자 트래픽이 어디에서 오는지,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피드백을 파악해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다. 

이용자 데이터 축적으로 콘텐츠와 이용자의 관심이 매칭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인기를 얻

을 수 있다(KOCCA, 2016). 특히 모바일을 통한 영상 소비가 증가하면서 광고주들 또한 15초, 

30초 포맷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는 전통적인 광고 유형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개개인의 

타겟 오디언스에 맞는 광고 제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선호 현상은 

개인 미디어 콘텐츠로의 광고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7, 13

쪽). 

  광고 측면에서 보자면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는 비용이 높고 광고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디지털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개

인 미디어에 등장한 네이티브 광고는 비용이 높지 않은 반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광고 효

과를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한국전파진흥협회, 2016,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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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유형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장르와 형식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 먹방 , 쿡방, 뷰

티, 개그 등 일상의 친근한 소재에서 게임, 뮤직, 외국어, 교양, 시사 등의 전문적 분야까지 

다양하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크리에이터들의 수도 급증하면서 장

르 확장을 통한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게임, 먹방, 뷰티, 키즈, 일

상 등의 장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게임

  게임은 현재 유통되는 개인 방송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게임 방송은 어린이, 청소년, 젊은 성인 등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남성 이용자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커넥팅랩, 2015). 

  게임 방송은 직접 게임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타인이 하는 게임을 보는 즐거움에서 시작

되었으며,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방송할 수 있게 되면서 게임 방송이 활성화되었

다. 특히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고, 자신의 음

성 코멘트를 부가적으로 삽입하고 다른 영상 요소를 편집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게임

을 보는 재미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김서연, 2015). 국내에서는 아프리카TV, 카카오

TV, 트위치TV,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고 있으며, 아프리카TV에서 하루에 개설되는 게임 

방송만 2천여 개로 알려져 있다(커넥팅랩, 2015). 대표적인 게임 크리에이터인 '대도서관'은 

온라인 게임 중계로 유명해졌으며, 유튜브에 17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그림 2-1>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의 방송 장면

* 출처: 유튜브 대도서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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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방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인 먹방은 진행자가 음식을 먹으면서 소통하는 방송이라

고 할 수 있다. 2009년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처음 등장한 먹방은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주

요 장르로 성장하였다. 주로 예쁜 여성들이 다량의 음식을 먹는 내용으로 엿보기 문화와 결

합되었는데, 시청자들이 진행자가 먹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

다(김형우, 2015). 

  먹방은 기존 영상 콘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자적 장르가 되었다(문영

은 외, 2017).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식욕 그 자체를 다룸으로써 대리만족 및 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의 1인 가구와 혼밥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기가 커지고 있다. 먹방은 

게임(77.5%)에 이어 2위(38.5%)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문화로 부상하고, 주류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16쪽).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 실시간 쌍

방향 소통이 이뤄지면서 밀접한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위안과 공감이 먹방 시청의 주된 이

유라 할 수 있다(안진·최영, 2016). 

<그림 2-2> 먹방 크리에이터 벤쯔의 방송 장면

* 출처: 유튜브 벤쯔채널.

3) 뷰티 

  뷰티는 메이크업, 패션, 헤어 등 뷰티 관련 영상을 직접 촬영,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장르

이다. 크리에이터의 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화장하는 팁과 실제 화장품 사용 평가를 통해 

구독자들로부터 호기심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로 화장품을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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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기 때문에 간접광고, 마케팅 이벤트,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

장 용이하다. 특히 화장법을 설명할 때 언어 외에 시각적으로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

에 다른 장르에 비해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막을 제공하거나 현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함께 콜라보를 이루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뷰티 전문 MCN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콘텐츠와 커머스 사업을 연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며 

성장하고 있다(이은영, 2016, 114쪽). 

  또한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일반인에서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친밀감

을 제공하면서 마케팅 영역에서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여성들이 뷰티 크리에

이터였으나, 최근에는 남성도 참여해지고 있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에서 뷰티 장르가 가장 

많은 이유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른 미디어 커머스 사업과 관련하여 뷰티 관련 콘텐츠

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관심과 이슈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7). 

<그림 2-3> 뷰티 크리에이터 ‘포니’의 방송 장면

* 출처: 유튜브 포니 채널.

4) 키즈

  키즈 장르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키즈 채널은 시청자들의 광고 회피가 낮아 광고 시청률이 높은 편

이며, 광고 수익 외에 협찬 수익도 많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키즈 장르는 언어에 상관없이 장난감 하나로 전 세계 어린이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방송에서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규제는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에서 새로운 기회가 더 많이 열리고 있다(KOCCA, 2015).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크리에

이터로 나서며 어린이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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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 장르는 채널 수는 게임에 비해 적지만 구독자 1인당 월평균 시청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며, 조회 수도 많다. 키즈 콘텐츠는 소리와 이미지만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개 영상을 짧게 반복적으로 즐기는 시청하는 경향이 강하다(미디어자몽, 2017, 9). 

<그림 2-4> 키즈 크리에이터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방송 장면

* 출처: 유튜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채널.

5) 일상, Vlog, 공방 등

  개인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개인의 일상을 다루는 영상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일반인이 현

실에서 마주하는 출퇴근,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등 다양한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들로 공감대

를 형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Vlog는 비디오 블로그로서 비디오 형식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블로그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메시지나 사건 등의 내용을 영상으로 블로그처럼 올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방은 수험생이 아무 말 없이 공부하고 있는 책상을 생중계로 보여주

는 방송으로 시작되어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의 경우 문제 풀이로 구성되는 일반 동영상 강의와는 다르게 자기 주

도 학습법을 보여준다. 공방은 수험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외롭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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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브이로그  크리에이터 ‘Hyemin’의 방송 영상

* 출처: 유튜브 Hyemin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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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 구조

3. MCN의 특성

1) 개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 구조

  개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영상 시장 생태계는 위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이용자와 크리에이터의 접점으로서 개인 방송으로 늘어난 트

래픽을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들의 개인 방송 선호

도가 증가하면서 개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유치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충성도 높은 이용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갖

게 되면서 마케터이자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게 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여러 플랫폼을 동

시에 활용하면서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협상력을 갖

게 될 수 있다.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MCN는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지만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와 연결하고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 기회를 적극 개발하는 중이다. 특히 크리에이터가 IP를 

갖게 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커머스로 확장하면서 커머스 런칭을 하는 데 매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향후 브랜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광고홍보

가 많아질수록 크리에이터들은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 구조는 새롭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아직 진화하는 

중이며 다음에서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과 확장에 매개 역할을 하는 MCN에 대해 보

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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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N 기업의 특성

  일반인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이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며 이들의 콘텐츠를 배급하는 

MCN이 등장하였다. MCN(Multi-Channel Network)이란 "1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발굴·지원하

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3) MCN은 온라인 동

영상 서비스를 무대로 활동하는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기업

을 의미한다. 크리에이터들은 MCN에 콘텐츠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MCN은 이들에게 동영

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서비스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광고주 접촉 및 프로모션 비즈니

스를 지원한다. 콘텐츠 기획을 도와주거나 수익 관리 등을 대행해주기도 한다. MCN은 인터

넷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제작/유통 방식이라 할 수 있다(KOCCA, 

2015). 

  MCN은 광고판매, 크로스 프로모션, 채널 제휴, 브랜드 협업 등을 위한 이른바 중개회사로

서, MCN과 크리에이터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서 공유한다(한영주, 2018). MCN은 디

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얻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타겟형 콘텐

츠를 기획하고, 브랜드와의 협업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한다. MCN의 역할 중 가장 중

요한 부분은 크리에이터와의 관계로서, 소속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주요한 업무

로 인식되고 있다. MCN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이승윤·안정기, 2018, 386쪽). 

  첫째,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컨설팅 및 협찬 등 초반에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둘째,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매니

지먼트하고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장려하는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들의 채널이 매력적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조언한다. 셋째,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을 광고주에게 

팔릴 수 있도록 광고 영업을 하고,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화할 수 있게 한다. 넷

째, 다양한 플랫폼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유통시켜 수익을 늘려나가게 지원한다. 다섯째, 

오프라인 행사와 같은 부가 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크리

에이터와 함께 얼마나 다양한 부가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따라 MCN의 역량이 결정

된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MCN의 역할도 점차 변형, 발전되고 있다. 초기에는 1인 미디어 

동영상 생태계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네트워크 비

즈니스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에는 1인 크리에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기반 융복합 콘

텐츠로 개념이 확장되면서 MCN은 1) 기술, 브랜드, 콘텐츠가 결합한 ICT 융복합형 미디어 

비즈니스, 2) 멀티플랫폼네트워크(MPN) 개념의 채널 비즈니스, 3) 온오프라인 콘텐츠 마케팅 

3)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8546&cid=42346&categoryId=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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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림 2-7> MCN 2.0 개념

*출처: 한국MCN협회 홈페이지.

  이러한 MCN의 역할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MCN은 동영상 이외의 콘텐츠 형태라도 개

인 창작의 산업적 잠재력이 크다면 각 분야의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미

디어산업연구센터, 2017a).

  콘텐츠 차원에서 봤을 때, MCN은 전문화된 특정 MCN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종합 장르의 MCN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나뉜다. 종합 MCN 기업은 다이아TV, 트레져

헌터, 비디오빌리지, 샌드박스네트워크, 글랜스TV 등이 있으며 업계 리딩 그룹으로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 MCN 기업은 특정 장르에 특화된 MCN으로 대표적으로 뷰티ž패

션 분야가 많으며, 레페리, 우먼스톡, 아르크, 크리커스, 이제웹피아, 좋은현상, 누누미디어, 

아이즈 와이드 등이 있다. 게임 전문 MCN 기업은 게임코치, 콩두컴퍼니 등이 있으며, 키즈 

관련 전문 MCN 기업은 캐리소프트, 대교영상본부, 스포츠 관련 콘텐츠 제작회사로는 위드플

레이어, 일상 콘텐츠로는 쉐어하우스 등이 있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7). 

  규모 차원에서 대다수의 MCN 사업자는 소규모 제작업체이지만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며 미디어 시장의 주요한 제작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2016년 기준, 연간 콘텐츠 제작 수량이 100편 미만 사업자는 37.9%, 100편 이

상~ 300편 미만은 34.5%, 300편 이상~ 500편 미만은 10.3%, 500편 이상~1,000편 미만은 6.9%, 

1000편 이상을 제작하는 사업자도 10.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편 이

상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는 비디오빌리지(5,000개), 에이스탁(12,000개), 비주얼다이브

(1,200개) 순으로 나타났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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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N 콘텐츠의 특성  

가. 개인화 서비스 확대 및 장르 세분화 가속화

  가드너와 네르트(Gardner & Lehnert, 2016)에 따르면 소규모 MCN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좁

지만 깊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T, 뷰티, 음식 등 다

양한 분야로 전문화로 추구하는 콘텐츠 전략을 취함으로써, MCN의 전체적인 생산 비용과 

운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미디어산업연구센터, 2017b 재인용). 2017년 현재, 해외 

유튜브 100위 채널 내에서 MCN 채널 비중은 30%, 지상파 프로그램의 채널 비중은 29%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 MCN의 채널 비중은 22%로 지상파 프로그램으로 방송되

는 채널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메조미디어, 2017). 

<그림 2-8> 1인 미디어 채널 증가 현황

   

*출처: 메조미디어(2017).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시청자들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의 취향을 고려한 콘

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기법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현재 MCN 산업으로 발전

하고 있는 5가지 주요 장르(게임, 뷰티/패션, 푸드, 키즈, 엔터)가 이용자들의 취향별로 세분

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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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모바일 콘텐츠 개인화 사례

*출처: 메조미디어(2017). 

나. TV-디지털 콜라보 증가에 따른 콘텐츠 퀄리티 증가

  MCN 콘텐츠 및 크리에이터들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TV 채널 중심으로 크리에이터 또는 

MCN 콘텐츠 편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유진희, 2017).

  2016년 5월, 크리에이터 ‘도티’가 운영하는 ‘도티TV’채널의 콘텐츠가 애니맥스 채널에 

편성되어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일으키는 등 높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후 대원미디어, 대

교어린이TV 등 PP에서도 ‘양띵’, ‘악어’ 등 다른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편성하거나, 직접 

키즈 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자사의 방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이원 편성하는 등, 채널 사업

자들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발굴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유진희, 2017). CJ E&M의 다이

아TV는 2017년 1월, 동명의 TV 채널을 개국하고,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 콘텐츠를 선별

하여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다. 점차 TV와 디지털 동시 송출이 증가하면서 영상 소스

나 음원의 저작권, 신조어, 브랜드 노출 등에 대한 자체 심의가 늘어나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TV에 출연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전문 장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례가 많다. 게임 크리에이터는, 게임중계가 방송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옴

에 따라, TV에서는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다양한 장르로의 확

대, 정보, 교양, 다큐, 시사 등의 장르 개발 및 크리에이터 발굴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콘텐츠 품질이 고도화되면서 제작비가 증가하고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자유분방함

이 감소하고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포맷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창작자

들의 다양성과 아이디어가 더욱 발휘될 수 있는 산업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보면 장르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미디어미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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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7). 유튜브 대한민국 계정 채널 중 상위 1,366개 채널의 장르를 살펴보면, 엔터테인먼

트, 음악, 일상, 뷰티ž패션žhow-to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과학ž기술이나 시

사뉴스ž정치, 교육 등의 공공성이 높은 콘텐츠의 비중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CN 계열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이 집중되었으며, 뷰티ž패션žhow-to, 

일상, 코미디가 그 다음 순이며 시사뉴스ž정치 등의 장르는 없었다. 그러나 장르별 조회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유튜브 채널 유형에 따른 장르 비중 (단위: %)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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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CN의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

1) 지원 내용

  MCN은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에서 시작한다. 아이돌 연예 매니지먼트가 연

습생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반면 MCN은 크리에이터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이 창

작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제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MCN에게 크

리에이터는 느슨한 관계이지만 신뢰를 쌓고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미디어산업연구센터, 

2017a, 30쪽). 이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승윤·안정기(2018)는 MCN이 하는 역할에 매니지먼트, 컨

설팅, 홍보, 마케팅, 협찬, 광고, 유통, 기획, 제작, 오프라인 행사, 콜라보레이션, 정서 및 리

스크 관리, 투자, 정산 등이 있다고 밝혔다. 즉, MCN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은 제작 교육

에서부터 크리에이터의 정서를 관리하는 차원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MCN과 크리에이터 간 계약은 주로 2-3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계약금은 없으나 일

부 크리에이터들는 계약금을 받고 파트너십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제작, 편집 및 데이터 분석

  MCN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제작 지원은 영상을 만드는 교육부터 시작된다. MCN 소속 대

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지만, MCN 보유 장비나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MCN에서 해결해주는 것이다. 제작 관련 교육은 카메라 선택 및 촬영과 편집, 목소리, 스피

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MCN 상황과 크리에이터들의 수요

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MCN은 크리에이터들의 영상들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용 데이터를 분

석해서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의 특성들을 파악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동영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표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알려줌으로써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조회 수와 구독자를 올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외에 MCN은 최신 트렌드를 크리에이터들에게 소개해줌으로써 소재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탑 크리에이터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작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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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화 

  MCN의 성장은 크리에이터들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인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MCN 미래 또한 밝다고 할 수 없다. 이에 MCN은 크리에이터들의 특성을 파

악하여 그들의 장점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초기 광고 수익과 브랜디드 콘텐츠 수익에 의존하던 MCN은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MCN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다르지만 MCN은 대체로 광고 수익과 브랜디드 콘텐츠 

수익을 기반으로 여러 부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이승윤·안정기, 2018, 393쪽). 

  MCN은 크리에이터를 위해 크리에이터의 특성과 맞는 광고주와 연결하는 일을 가장 염두

에 둔다. 캠페인의 규모와 크리에이터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브랜디드 콘텐츠는 MCN의 주요 

수익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OSMU 전략으로 뮤지

컬, 팬미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거둠과 동시에 크리에이터와 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한다. 크리에이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속 탑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를 진행하

여 구독자를 높이고 노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다. 해외 진출

  미국 MCN들은 유튜브 조회 수가 억 단위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고 영

향력도 이에 비례하여 크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들의 조회 수는 한계

가 있어 수익화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고문정·윤석민, 2016). 

  개인 미디어의 콘텐츠들이 채팅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언어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비교적 언어적 장벽이 낮은 뷰티, 키즈 등

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의 문화와 유사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콘텐

츠의 경우 자막, 더빙 등을 활용하면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 

  해외 지사가 있는 MCN의 경우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한 편이다. MCN은 기본적으로 크리

에이터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기술적으로 유튜브 기능, 자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교육한

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트래픽의 흐름을 분석하여 해외 이용자들에게 인

기를 끄는 요인을 함께 분석하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한다. 

라. 법적 문제 해결

  MCN은 제작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신 풀어준다. 법무적, 행정적 문제를 처

리해주어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콘텐츠에만 집중하게 해준다(미디어산업연구센터,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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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은 교육을 통해 저작권 문제, 세무 문제 등을 인지시키고,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한

다. 음원을 자체 보유한 MCN의 경우 소속 크리에이터들로 하여금 음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음원 등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MCN 자체 법무팀을 통해 해결하거나 MCN과 파트너십을 맺은 변호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주요 MCN들의 크리에이터 지원4) 

가. 다이아TV

  다이아TV는 2013년 7월 CJ E&M에서 크리에이터그룹(현 DIA TV)이라는 이름으로 대도서

관을 처음으로 영입하면서 MCN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2018년 3월 현재 약 1300팀의 크리

에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가 주요 역무이며, 파트너십을 맺은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제작 

전문 스튜디오를 제공하면서, 촬영 및 편집 교육, 채널 통계 및 분석,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법률자문이나 저작권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모기업인 CJ E&M이 보유한 음원과 저작권 등을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

로써 2차 저작물 작업을 지원하고, 모기업의 광고, 마케팅, 영업 등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

워킹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7). 또한 방송, 영화, 게임, 음악 등이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활용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패키지

로 광고를 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MCN 콘텐츠

라도 전통 미디어와의 관계를 통해 광고 단가를 높일 수 있는데(미디어산업연구센터, 2017b), 

DIA의 경우 방송 광고 판매와 크리에이터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한, CJ E&M의 자본과 인력을 활용해 제작 시설, 스튜디오, 편집실 등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기획, 촬영, 편집에 관한 고급 기술 및 채널 운영 노하우

를 교육하며, 교육을 수료한 크리에이터는 제작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장비 지원 및 촬영/편

집 교육 등 파트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 다이아TV가 광고주와 창작자들을 연결하는 창작 지원 솔루션 ‘에코넥

션’(Econnection)을 개발하면서, 창작자 교육 및 글로벌 체험 행사를 확대해 직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워 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에코넥션은 2018년 3월 현재 내부 크리에이터 약 700개 팀과 외부 크리에이터와 광고

주 약 2300개 팀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넥션은 크리에이터나 광고주의 유튜

4) 각 MCN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리에이터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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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플랫폼별 채널에 따라 ▲영상 개수 ▲조회 수 ▲구독자 수 ▲

시청 시간 ▲기간 별 콘텐츠 트렌드 ▲상위 50위까지 콘텐츠 통계 ▲해시태그별 감정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채널별 전략 수립 및 소통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정재훈, 

2018). 또한,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제작

/기획 교육,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전수, 네이버 TV캐스트 운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1> DIA TV의 ECONNECTION

* 출처: DIA 에코넥션.

나. 트레저헌터

  트레져헌터는 2018년 3월 현재 약 300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통해 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진행

하지 않지만, 공공 부문과 함께 협업하여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르, 수준별로 다양하게 교육 지원이 이뤄지고 있

다. 2016년 5월 트레져헌터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평생교육원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서울종합

예술실용학교 및 서울영상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기

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 스튜디오에 전문 인력이 상시 상주하여 장비 지원 및 촬영, 편

집 교육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이 외에 수원에 제작 전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HD급 영상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방송사와 비슷

한 부조 시스템, 레코딩 스튜디오 및 크로마키 스튜디오, 게임 부스, 주방, 메이크업 세트장 

및 각종 편의시설을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원은 트레져헌터의 담당 매니저들이 채널의 통계 분석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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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월별/분기별 촬영, 편집 기술 및 채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제공한다. 장

비 교육의 경우 영상 제작에서의 카메라의 선택, 렌즈, 조명, 마이크, 삼각대, 짐벌에 관해 교

육을 진행하고, 촬영 결과물을 상영하고 실제 실습하는 과정을 담는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며 크리에이터를 지원한

다. 자체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하는 1차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콘텐츠 세분화를 통한 사용자 콘텐츠 소비 패턴을 다차원으로 분석

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패턴화를 통해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편집 단계까지 템플릿을 제작하

여 제공하고 있다(한국전파진흥협회, 2016). 

<그림 2-12> 트레져헌터의 서울 스튜디오

* 출처: 트레져헌터 홈페이지.

다. 레페리

  레페리는 뷰티 장르에 특화된 MCN으로 2014년 8월부터 자체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를 

통해 잠재력이 뛰어난 예비 뷰티/패션 크리에이터를 선발하고 있다. 레페리는 영상 촬영, 편

집, 기획, 디자인, 플랫폼 활용법을 강의하여 그들이 크리에이터로 데뷔할 수 있게끔 돕는다. 

자체 아카데미 수료생 가운데 우수한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은 기술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점까지 해결하는 것으로서, 

각 파트 별로 전문 인력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추가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한

다. 

  또한 레페리의 자회사 마케팅 컴퍼니를 통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

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하고 그 내용을 조율한다. 더 나아가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

로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31 -

<그림 2-13> 레페리의 크리에이터 지원 공간

* 출처: 레페리 홈페이지.

라. 샌드박스 네트워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 성장 싸이클에 따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

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샌드박스가 보유하고 있는 녹화용 부스, 스튜

디오, 편집기 등을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플랫폼 활용과 분석, 이미지 관리 등

을 분석 노하우를 제공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트렌드

에 대한 보고서, 광고주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위

해 담당 매니저와 디자이너가 콘텐츠와 채널에 적합한 브랜딩을 컨설팅해준다. 콘텐츠의 디

자인 측면에서 풍부함을 위해 유료 폰트, 자막 프리셋 등을 제공하는 등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수익화 차원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브랜드 콜라보레

이션, 스폰서쉽, 오프라인 이벤트, 머천다이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샌드박스는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 유망주를 발굴하고,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5주간의 

기본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샌드박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팀 매니저의 1:1 콘텐츠 피드백 및 평가가 이뤄지며, 소속 크

리에이터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되며, 약 5주간 교육이 

이뤄지며, 샌드박스 대표 크리에이터 운학, 잠뜰이 공식 멘토로 참여한다. 2016년 1기, 2017

년 2기를 선발하였는데, 1기 15팀 선발에 총 2241명 지원하며 경쟁률 146대1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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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샌드박스 아카데미 모집 영상

* 출처: 샌드박스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인미디어콘텐츠 육성방안 연구

Ⅲ. 개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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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현황

1.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의 특성

1)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이용현황

  2018년 3월 현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93.6%는 모바일로 시청하고, 일 평균 시

청 시간은 52.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KT 나스미디어의 <2018 국내 인터넷 이용자 조사 (NPR)> 결과를 보면, 모바일 동영상 콘

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역시 10대였다(나스미디어, 2018).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불리는 10대 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한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의 기성 세대에 비해 모바일 환경 적응도가 높고, 콘텐츠를 통한 소통과 자기표현 

및 공감과 공유 등 디지털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10대들의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일평균 

이용시간은 무려 90.5분으로 전체 평균(52.4분)보다 약 40분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이용시간을 보였던 20대(63.8분)에 비해서도 30분 이상 높은 수치였다. 

<그림 3-1> 2018 성별/연령별 일평균 모바일동영상 시청시간 

*출처 : 나스미디어(2018).

  국내에서 모바일 동영상 이용은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수 및 이들의 월평균 이용시간은 

각각 12%, 15%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모바일 이용률이 성장 정체 상태였던 것을 고려

하면, 동영상의 이용자 수와 이용시간 성장률은 상당히 빠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닐슨코

리안클릭,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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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내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 추이(좌), 연령별 플랫폼 이용시간(우) 

*출처 : 닐슨코리안클릭, 2016.1

  모바일로 영상을 시청하는 행태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온라인 동영상 콘

텐츠가 단독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소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8년 국내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볼 때 이용하는 플랫폼은 유튜브가 82.4%로 압도

적이었다(나스미디어, 2018). 네이버TV는 42%, 페이스북은 26%, 인스타그램은 17.2%로 나타

났는데, 유튜브 독주체제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나스미디어 조사에서, 10대와 20대 층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전

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은 향후 유튜브 중심의 동영상 플랫폼 구도에 일말의 개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조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이 더 많아진다는 

점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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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8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출처 : 나스미디어 (2018).

<그림 3-4> 2016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출처 : DMC미디어(2016) : KOCCA포커스 16-11호 재인용

  2018년 현재, 국내 동영상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르는 예능(55.7%), 음악(40%)/뮤직비디오

(40%), 영화(38.9%), 드라마(32.5%), 뉴스·시사·교양(28.5%), 스포츠(24.7%), 게임(24%) 순이었

으며, 플랫폼별로 콘텐츠 장르와 유형(실시간, 비실시간)의 이용 행태도 달랐다. 

  압도적 이용률을 보인 유튜브는 게임 콘텐츠 이용이 높았고(88.7%), 트위치가 28.3%, 아프

리카TV가 27.7%로 게임 콘텐츠 이용 플랫폼에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반면, 네이버

TV(69.9%)는 스포츠 장르에서 유튜브(57%)를 앞섰다. 이는 네이버가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고

화질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스포츠 경기 서

비스에 힘입어 네이버TV가 1위(51.1%), 유튜브(50.9%), 아프리카TV(23.6%), V라이브(20.2%) 순

으로 플랫폼 이용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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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이용 순위를 보면, 아프리카TV의 약세 조짐이 눈에 띤다. 국내 최초이자 대표적인 

실시간방송 플랫폼이라는 인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2018년 나스미디어 조사에서 페이스

북도 라이브방송에서는 이용이 현격히 줄었으나, 전체 동영상 이용순위에서 3위(26.1%)를 기

록하는 등 영향력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반면, 아프리카TV는 실시간방송 전문 플랫폼임에

도 불구하고, 실시간 이용 플랫폼에서 3위(23.6%), 게임 장르에서는 트위치에 밀린 이용률

(28.3%)을 얻었다. 트위치의 경우는, 전체 플랫폼 이용에서는 미미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게임전문 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TV가 실시간 방송 전체 이용에서 3위에 랭크된 것은 2016년 하반기 인기 크리에

이터들의 유튜브 이동5),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이 라이브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6) 일부 원인

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림 3-5> 유튜브 vs. 아프리카TV 세대별 이용시간 추이

*출처 :닐슨코리안클릭(2017.3)

  2017년과 비교하면,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비실시간(편집녹화형 방식) 콘텐츠는 유튜브, 실

시간 방송은 아프리카TV(PC)와 페이스북(모바일) 3파전 양상을 띠었다(DMC 미디어, 2016). 

  그러나 1인 미디어 콘텐츠로 한정했을 때는, 유튜브의 이용점유율이 90.1%로 나타나, 페이

스북(51.6%), 아프리카TV(38.5%)의 이용률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DMC 미디어, 2016). 이는 콘

텐츠 유통과 이용, 그리고 해외 팬들과의 커뮤니티 생성 등이 자유롭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

5) [유튜브 특집①] “유튜브는 어떻게 뉴미디어 중 최고가 되었나” (씨네21, 2018.3.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40&aid=0000035635

6) “별풍선 대신 ‘가상화폐’ 쓰는 라이브 서비스 나온다” (미디어오늘, 2018.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0604

“모바일 개인 생방송 시스템 '비고라이브', 국내 정식 론칭” (SBS CNBC, 2016.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74&aid=0000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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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한 콘텐츠 유형은 완결된 콘텐츠(59.4%), SMR 콘텐츠 

(49.5%), 실시간 방송(33.1%)이었다. 1인 방송·MCN 콘텐츠는 24.4%로 TV 콘텐츠보다는 낮은 

시청을 보였다(나스미디어, 2018). 그러나 주 시청층인 10~20세대에게는 1인 방송과 MCN 콘

텐츠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단순히 MCN 콘텐츠 시청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

내 13~24세 스마트폰 이용자는 유튜브 이용률이 86%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무려 10%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들의 모바일 동영상의 주 이용시간은 오후 8시부터 

밤 11시에 집중됐는데, 이 시간대가 TV 프라임 시간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닐슨코리

안클릭, 2018).

<그림 3-6> 연령별 미디어 디바이스 이용시간 비중

*출처 : 닐슨코리안클릭(2017.3).

  성별로는 남성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다음TV팟, 트위치TV 등 여성보다 다양한 매체에서 

MCN 콘텐츠를 시청한 반면, 여성은 페이스북을 통한 시청이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페이

스북, 트위치TV시청이 높았고, 높을수록 다음TV팟, 팟캐스트를 통한 시청이 많게 나타났다

(DMC 미디어, 2016).  

2) 모바일 라이브(비디오 라이브) 서비스 증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의 인기는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에서는 2006년 

아프리카TV가 세계 최초로 라이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고한 위치를 굳혀왔지만, 로

컬 플랫폼인데다가 PC 중심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흐름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북

미와 중국에서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이는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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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모바일 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가 

글로벌 동영상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시기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를 선

보인 2016년 4월이었다. 이후 비고라이브, 뮤지컬리 등의 글로벌 모바일 라이브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국은 2016년 대선, 국내는 2016년 촛불집회와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모바일 라이브에 대한 이용자 관심과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바

일 라이브 서비스는 빠르게 동영상 시장에 진입했다. 

  페이스북의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

에서는 2016년 말~ 2017년 초 시기에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

작했다. 인터넷 라이브의 절대강자인 아프리카 TV(PC기반)를 필두로, 판도라TV(2016.11), 유

튜브 (2017.1), 카카오(2017.2) 등이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였다. 

  페이스북보다 한 달 앞선 2016년 3월에 60초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2017

년 3월에는 1시간까지 방송이 가능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라이브 스토리’ 서비

스를 출시하며 라이브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글로벌 모바일 라이브 플랫폼인 비

고라이브가 국내시장에 진출했으며(2016.9), 게임방송에 특화된 트위치, 스타와 셀럽 중심의 

V앱 등 기존 라이브 플랫폼들은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넓혀갔다. 

  이렇게 여러 플랫폼들의 혼전 양상으로 흘러가던 국내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는,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후로는 유튜브 중심으로 개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2018년 나스미

디어 조사결과에서처럼, 2018년 3월 현재 국내의 라이브방송 이용률 1위 플랫폼은 스포츠중

계를 내세운 네이버TV(51.1%)이고, 미세한 차이로 유튜브가 2위(50.9%)를 달리고 있다. 전통

적인 강자 아프리카TV는 3위(23.6%)에 머물렀다(나스미디어, 2018). 

  올드미디어의 콘텐츠를 방송하는 네이버와 달리, 유튜브와 아프리카TV는 태생적으로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비중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실시간 콘텐츠에 이어 라이브방송 콘텐

츠에서도 개인 창작자들의 주 이용 플랫폼이 점차 유튜브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튜브는 전통적으로 편집형의 비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지만, 국내에서 2017년 초 

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이며 라이브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었다. 유튜브가 라이브서비스를 본격

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6년 10월 발생한 인기 크리에이터인 아프리카TV와 대도서관

의 갈등7) 때문이었다. 당시 대도서관이 라이브방송을 하던 아프리카TV와의 갈등을 공개하며 

유튜브에서 라이브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후로 국내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 라

이브방송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덩달아 유튜브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

게 되었다.

7) '대도서관'도 떠났다…인기BJ 아프리카TV 줄줄이 이탈 (뉴스1, 2016.10.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233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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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크리에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2015년까지는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 스트리머로 활

동하면서 인지도를 쌓은 후 유튜브로 활동영역을 넓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MCN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는 아프리카TV형 라이브 스트리머와 유튜

브형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로 전문영역을 특화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2017년 말부터는 수익모델 다각화 현상에 힘입어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에 집중하는 콘텐

츠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마케팅에 특화된 커머스 전문 크리에이터로 세분

화할 조짐도 일어나고 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주력 플랫폼은 유튜브이고, 커머스 크리에

이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기반 플랫폼에 좀 더 주력하는 분위기이며, 유튜브형 

크리에이터에 비해, 라이브서비스를 좀 더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라이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동영상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메신저, 360도 VR기능 등이 접목되면서 라이브 서비스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라이브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메조미디어, 2017).

<그림 3-7> 동영상 플랫폼의 라이브 서비스 

*출처 : 메조미디어(2017).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라이브서비스 경쟁이 치열했던 2017년 기준으로, 온라인 동영상 시청

자의 79.5%가 최근 1년간 온라인 라이브 영상 시청경험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89.6%)이 여

성(68.3%)보다 라이브영상 시청이 높았고, 장르별로는 뉴스(52.6%), 스포츠(46.7%), 정치인 출연

(31.8%), 1인 크리에이터 방송(27%) 순이었다(나스미디어, 2017). 뉴스(보도) 시청이 높은 것은 

뉴스 자체가 라이브 속성에 어울리는 장르인데다, 2016년 촛불집회라는 국민적 이슈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1인 방송의 시청이 전체 평균에서 4위인 27%에 달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연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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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이슈가 터져 나왔던 2016년 상황에서도 27%가 시청했다는 것은, 꾸준한 수요와 이용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초창기 인터넷 라이브방송 시장을 주도했던 장르답게, 1인 방송 콘텐츠

는 10대들의 지지를 얻으며 꾸준한 이용률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핵심 장르로 부상

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크리에이터 방송, e-스포츠(게임), 연예인 개인방송을 주로 시청하며, 

30대 이상은 뉴스, 스포츠, 정치인 관련 라이브를 주로 시청하는 등, 연령별로 선호 장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나스미디어, 2017).

<그림 3-8> 콘텐츠 장르별 모바일 라이브 시청 비중 

*출처 : 나스미디어(2017).

  

  2018년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라이브 플랫폼은 네이버(51.1%)가 근소한 차이로 

유튜브(50.9%)를 앞섰고, 아프리카TV(23.6%), V라이브(20.2%), 페이스북(12.2%)이 뒤를 이었다

(나스미디어, 2018). 2017년 결과와 비교하면, 상위 5개 플랫폼 순위가 모두 바뀌었다. 2017년 

나스미디어 조사에서는, 유튜브(57.1%), 네이버TV(44.9%), 페이스북(28.1%), V라이브(26.8%), 아

프리카TV(25.2%) 순이었다(나스미디어, 2017). 

  2017년에 비해, 스포츠 중계를 앞세운 네이버TV의 약진이 돋보인 데에는 올림픽 등의 대

형이벤트 효과도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페이스북은 1년 전에 비해 8% 가량 이용률이 감소

했는데, 수익 모델의 부재에 따른 스트리머들의 이탈과, 랜덤 시청을 야기하는 타임라인 노

출 방식 때문에 이용자들의 팬덤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전체적인 이용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선호 및 팬덤이 높은 10대와 20대는 유튜브 시청이 1위

였는데, 30대 이상에서도 유튜브 시청은 고르게 높은 편이었다. 반면 네이버TV의 경우는 10

대가 25.7%로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성별로는 남성이 네이버

TV(53.6%), 여성이 유튜브(58.7%)를 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CN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남녀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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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연령별 모바일 라이브 시청 플랫폼 비중

*출처 : 나스미디어, 2018

  모바일 라이브 콘텐츠는 편집과정이 수반되는 비실시간 형식의 콘텐츠에 비해 생생한 현

장감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MCN의 새로운 장르를 기대할 만하다. 특히 시사ž보도 같은 언론

의 기능과, 공연ž예술 현장, 강연ž세미나, 신제품 런칭쇼 등 지식 정보형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유튜브 개인 크리에이터 채널의 조회 수를 살펴보면, 정보와 오락을 

섞은 인포테인먼트형의 콘텐츠들이 상당 수 늘어났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7).

<그림 3-10> 유튜브 내 개인 크리에이터 채널의 장르별 조회 수 

*출처 : 미디어미래연구소(2017). 

  

  또한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난관으로 여겼던 편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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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크리에이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모바일 라이브는 개인 

방송 창작자들 및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유명인들의 라이브방송 시도도 늘고 있다. 미디어 및 엔터 분야의 셀럽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으며, 정치, 비즈니스 관련 라이브방송 콘텐츠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2017 메조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실제로 2017년 대선에서는 각 당 경선주자들이 

라이브방송을 통해 1020 세대와 소통했었고, 가수 ‘악동뮤지션’의 ‘이수현’, 가수 ‘지

오’와 배우 ‘강은비’ 등 유명 연예인들이 전문 라이브 스트리머로 전향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림 3-11> 셀럽들의 라이브 방송 사례 

*출처 : 메조미디어(2017).

  광고 에이전시 및 브랜드 마케터도 모바일 라이브를 활용한 마케팅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

통업계는 라이브방송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라이브방송

을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비디오 커머스8)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이나 토크 장르처럼 진행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을 통한 몰입(engagement)이 

중시되는 일부 장르는 아프리카TV와 같은 라이브 플랫폼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

라서 국내 라이브 방송 시장은 아프리카TV와 타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각각 PC형 라이브와 

모바일 라이브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TV의 PC형 라이브에서는 

게임, 푸드, 토크, 스포츠 등 전문적인 방송 콘텐츠가, 모바일 라이브에서는 비디오 커머스 

8) “티몬, 비디오 커머스 강화...업계 첫 라이브 스튜디오 구축” (전자신문, 2018.1.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77081

“인터넷 생방송 중 주문·결제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개화 조짐” (디지털타임즈, 2017.3.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39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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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팬서비스, 채팅 등의 팬덤 기반 콘텐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라이브 

스트리머도 PC형과 모바일형으로 특화되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3)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수익 모델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크게 무료 시장(광고 중심)과 유료 시

장(구독 모델)로 나뉜다. 해외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각각 무료시장과 유료시장을 대표

하는 주축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해당되

어, 상대적으로 유료 동영상 시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유튜브가 국내에서 1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14년이다. 유튜브는 2014년에 이미 

8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이후로도 국내 MCN 산업의 

핵심 플랫폼이자 크리에이터의 주 활동무대로서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중이다. 

  2017년 기준으로, 플랫폼별 하루 평균 콘텐츠 시청편수는 SNS 1위 플랫폼답게 페이스북이 

7편(모바일)으로 타 플랫폼보다 모바일 기준으로 2~3배 높았으며, 유튜브가 6.9편(모바일 4편, 

PC 2.9편), 네이버TV캐스트가 6편 (PC, 모바일 모두 3편)으로 나타났다. MCN 시장이 본격적

으로 성장하던 2016년에는 MCN 1세대 기업들이 콘텐츠의 주 유통 플랫폼으로 유튜브, 페이

스북, 네이버TV를 선택했고, 그 외 유통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다음 TV팟(현, 카카오TV), 판

도라TV, SKB 옥수수 순이었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7). 

  국내 MCN 콘텐츠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해외 플랫폼 비중이 높았다. 콘텐츠 

유통량이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들 플랫폼의 광고 매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9). 글로

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상 창작자나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기

업들은 이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 창작자와 MCN

이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통한 수익 확보와,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는 데서 오는 창작의 자

유 및 원활한 비즈니스 수행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플랫폼이 주도하는 편집형의 비실시간 콘텐츠 분야와 달리, 라이브방송 콘텐츠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 로컬 플랫폼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 부정적 이

미지 등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외적 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

폼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로컬 플랫폼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후원아이템 서비스인 사이

버머니 때문이다. 별풍선으로 알려져 있는 사이버머니 제도는 아프리카TV가 처음 개발한 유

료서비스로,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해당 방송의 진행자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9) 동영상 광고 대세…“유튜브·페북 무섭네” (지디넷코리아, 2017.2.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11825

“1년새 '200만' 끌어모은 유튜브, 韓 동영상 광고 삼켰다” (뉴스1, 2017.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25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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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익
모델

개당
금액

수수료 내용

로
컬

아프리카
TV

후원 
(별풍선)

110원
- 파트너BJ 20%

- 베스트BJ 30%

- 일반 BJ 40%

- 1일 후원 3천만원까지, 충전제한 없음
- 2018.6월부터 일평균 후원금 100만원 제한 예정

카카오
TV

후원
(쿠키)

100원

- PD 30%

- 루키 PD 20%

- 프로 PD 15%

- 스타 PD 10%

- 2017.2.18. 서비스런칭(카카오채널과 다음팟 통합
/개편)

- 1일 후원 70만원, 충전200만원까지
- 모바일메신저기반(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프리롤

광고
-

네이버
TV

후원
(스티커)

2~3천
원

없음 (2017년까지 수
익 전액 창작자에게 
제공)

- 모바일 최적화 버전으로 개편(2017.2)

- RMC 콘텐츠 유통 (SMR 등)

- 셀럽 중심(V라이브)에 가까움프리롤
광고

판도라
TV

후원, 티켓,

정액제,

현물, 쿠폰,

펀딩 등 

수익모델 검토 중
(B2B 대상으로 진행 

예정)

- 타 플랫폼 동시송출 가능 (최초)

- 6개 수익모델 검토 중 (후원, 정액제, 현물판매,

음식쿠폰, 입장권티켓, 크라우드펀딩)

- 2017.3.21. V-커머스 서비스 추가

글
로
벌

유튜브
후원 

(슈퍼챗)
1천원

비공개
(30% 추산)

- 1일 후원 50만원까지
- 한미일 등 39개국에서 서비스 중
- 후원액에 따라 댓글 색상/크기를 달리함

[표 3-1] 국내 라이브방송 플랫폼별 수익모델 (2018. 3 기준)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제도이다. 

  시청자들이 개인 방송 진행자에게 직접 후원하는 사이버머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라이

브방송 플랫폼에 최적화된 유료 수익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비실시간 편집형 콘텐츠의 

광고수익이 B2B 비즈니스에 의한 매출인 것과 달리, 사이버머니제도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

로 지불하는 B2C 수익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

은 후원금을 얻으려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하거나 크리에이터의 관심을 얻고 싶은 이용

자들의 후원금 과열경쟁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2017년 12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체>가 출범하였고, 국내 라이브 플랫폼 사

업자들이 2018년 상반기 내에 사이버머니 하루 결제한도를 100만원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

다10). 

  따라서 국내 라이브방송 플랫폼 시장에서는 일일 사이버머니 결제한도 제한에 따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액 및 거래량의 변화 추이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결

제한도 제한과 더불어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라이브방송 콘텐츠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의 입

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10) “아프리카TV ‘별풍선’ 한도,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겨레, 2018.3.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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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1천명 이상의 채널에게 모바일라이브 기
능 제공 (1만-> 1천 변경, ‘17.4)

*1천명 구독자수는 일반인들에겐 높은 장벽(구독
자 100명 이상 유튜버는 상위 5%, 구독자 1000명 
이상 보유한 유튜버 수는 1% 정도)

페이스북 중간광고 -
5.5(창작자) :

4.5(플랫폼)

- 2천이상 팔로워 보유자 중, 3백 이상     라이브 
시청자 확보했을 때 적용
- 라이브 방송 시작 4분 후부터, 매 5분마다 적용 

가능, 10~15초간/1회

트위터 -

- 2017.3.21. 언론과 광고주 대상의 라이브 서비스 
오픈 

- NFL(풋볼경기), 볼룸버그(금융뉴스) 등과 제휴
- 개인 대상 트위터 내의 자체 라이브 서비스는 

이미 제공 중

트위치T

V
후원(캐시) 110원 1% (공통)

인스타
그램

- - -

- 2017.3. ‘라이브스토리'영상 저장 기능 추가 
- 월사용자 6백만
- 방송 시간 제한(1시간)

*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주요 라이브플랫폼 중심으로 자체 정리하였음.

  사이버머니 외에 아프리카TV의 또 다른 수익 모델은 더 좋은 화질과 망 서비스를 제공하

는 유료 프리미엄 모델 ‘아이템’을 들 수 있다. ‘아이템’은 ‘정액제’ 상품으로 판매된

다는 점에서 사이버머니인 ‘별풍선’과는 구별된다. 아프리카TV의 아이템 상품은 일정기간 

동안 광고 없이 빠르게 볼 수 있는 ‘퀵뷰’11),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는 가상 화폐 ‘골

드’12), 진행자를 위한 온라인 선물 ‘스티커’13),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 또는 중요한 이벤

트를 광고할 수 있는 ‘초콜릿’14), 좋아하는 BJ를 정기 후원하는 ‘구독’15)의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1) http://item.afreecatv.com/quickview.php

12) http://item.afreecatv.com/gold.php

13) http://item.afreecatv.com/sticker.php

14)http://items.afreecatv.com/choco/index.php?ctrl=choco_item_user_controller&func=view_item_desc

15) http://item.afreecatv.com/subscript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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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아프리카TV 유료수익모델 ‘아이템’ 상품

 

*출처 : 아프리카TV 홈페이지

  한편, 정액제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OTT 사업자의 경우는 국내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

쟁을 펼치고 있다. 2017년 영화 ‘옥자’ 개봉 갈등16) 이후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2배 이상 

증가17)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옥수수(Oksusu), 티빙(tiving), 푹(pooq)의 3파전이 유지되는 추세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료형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 의사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유튜브, 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 오픈형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6) 영화관-넷플릭스 힘겨루기… ‘옥자’ 극장 동시개봉 불투명 (동아일보, 2017.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069602

17) 넷플릭스 "영화 '옥자' 상영이후 한국가입자 대폭 늘어" (뉴스1, 2018.1.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316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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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관계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의 관계는 끈끈하거나 특정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랫폼은 누구나 콘텐츠를 올리거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즉 진입 장벽이 없는 공

간을 열어준 곳일 뿐, 개인의 콘텐츠 창작 활동에 원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

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이 공생의 관계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플랫폼의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크리에이터의 창작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고, 플랫폼은 가능하면 인기 크리에

이터의 콘텐츠를 독점 또는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

쟁플랫폼을 견제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광고나 사이버머니 수익금을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 이슈가 되기도 하고, 아예 비즈니스 계약을 맺어서 플랫폼과 창작자가 함께 브랜디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플랫폼 상황에 따라 크리에이터들과의 계약 진행방식이나 계약 

종류도 상이하다.  

  국내 1인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카카오

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치 정도로 구분된다. 이 중,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아직까

지는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최근 들어 V커머스 등 직접 판매행위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나타나고는 있으나, 일부

에 불과하고 플랫폼과의 계약보다는 창작자와 제조사 간의 거래일 경우가 많다. 

  트위치의 경우는 라이브방송 플랫폼이고, 게임방송에 특화되어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체적인 수익 모델 구조는 아프리카TV와 비슷하다. 그러나 게임 라이브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매니아 층에서만 이용되고 있어 범용적인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카오TV의 경우는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플랫폼이고, 2017년 서비스 런칭 당시 국내 탑 

크리에이터들과 특정 요일에 라이브방송을 하는 계약을 맺어 초기부터 방송 콘텐츠 확보에 

주력했다. 그러나 해당 크리에이터들이 특정 요일 외에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활동한

다는 점에서 독점 컨텐츠의 의미가 이용자들에게 크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사이버머니 ‘쿠

키’도 새롭지 않은데다가, 시청이 불편한 UI, UX 구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 웹콘텐

츠의 유료화에 성공한 카카오페이지의 웹툰과 웹소설 장르에 비해, 카카오의 동영상 서비스

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기준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은 라이브방송 콘텐츠

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가, 비실시간(VOD) 콘텐츠는 유튜브와 네이버TV라고 할 수 있다. 장

르별로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가 다양한 장르 콘텐츠를 다루는 데 비해, 네이버는 ‘뷰티’ 

장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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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와 크리에이터(유튜버)의 관계

  유튜브는 국내외 압도적인 1등 동영상 플랫폼이다. 2018년 2월 닐슨코리안클릭이 발표했던 

국내 동영상 이용시간에서, 유튜브는 무려 74.9%를 차지했다. 이용자들의 체류시간도 모바일

로만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2117만 8천 시간이었는데, 이는 포털인 네이버의 1473만 6천 

시간보다도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유튜브의 파워를 짐작케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작

자들이 유튜브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내수시장이 작은 국내에서는 영향력, 인지도, 

이미지 등 모든 면에서 유튜브를 대체할 플랫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를 직접 관리하거나 독점 계약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등급에 따라 광

고 수익 배분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이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얻

은 ‘슈퍼챗’(Superchat) 후원금을 배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별로 CPM을 다르게 적용

하는 데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크리에이터별, 장르별, 계약 조건이 모두 다르다.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대다수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

익 또는 콘텐츠 ROI 부분과 저작권 부분이다. 먼저 수익 문제는 유튜브 내 채널들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면서, 개별 콘텐츠의 노출 및 조회 수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유튜브

는 동영상 앞에 붙은 광고(프리롤 광고) 수익을 영상 조회 수 기준으로 계산해서 영상을 올

린 이에게 55%를 나눠준다18). 대체로 유튜브는 영상 조회 수 1000뷰(view)당 단가를 산정하

는 CPM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 CPM 평균 가격을 나라마다 다르게 산정할 뿐 

아니라, 동일 지역권 내에서도 크리에이터별로 CPM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PM 가격 책정 기준 또한 유튜브와 크리에이터간의 계약이기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준은 채널 구독자 수와 콘텐츠 조회 수 및 좋아요 수로, 각 지표들

이 높을수록 단가가 비싼 광고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일반적인 크리에이터들의 평균 

유튜브 CPM은 조회 수 1회당 약 1원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CPM 가격이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너무 낮

다는 데 있다. 유튜브 내 채널과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콘텐츠의 노출이 중요한 변수

가 되었는데, 인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아니면 플랫폼 내에서 노출 자체가 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AI 큐

18) 2007년 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한 이후, 광고중개 시스템인 ‘애드센스’ 시스템을 만들고, 프리롤 광
고의 수익을 영상 조회수에 따라 창작자와 플랫폼이 나눠 갖는 현재의 수익모델을 처음으로 개발
했다. 이 광고수익배분 모델로 유튜브는 전 세계 영상 창작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글로벌 최강 플랫폼의 자리를 공고히 굳히게 된다. 당시 프리롤 광고가 등장할 때는 ‘5초 스킵’ 기
능이 없었다. 5초 뒤에 광고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트루뷰(True view)’시스템이 도입된 때는 2012

년이다. 광고수익은 5초 이후부터 발생되는데, 언제 건너뛰기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스
킵 비율이 높아지면서 영상 조회 수에 비해 실제 광고 노출 횟수(트루뷰)와 그에 따른 창작자의 광
고 수익 비율이 낮아지게 되자, 유튜브는 2016년 6초 광고상품인 ‘범퍼’를 도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창작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광고주의 만족도를 다시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주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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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서비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명세나 팬덤을 보유하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를 노출하기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광고 수익 창출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게다가 2018년 

1월, 유튜브가 파트너 프로그램과19) 관련하여 발표한 광고수익 배분 기준 강화 정책은 대다

수 크리에이터들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다. 크리에이터들로서는 영상 퀄리티 유지와 

채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를 높여야 하지만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

문에 창작 활동에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대체 플랫폼이 없는 상

황에서 콘텐츠 제작비 마련과 수익확보 문제는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될 수밖

에 없다. 

  실제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의 파트너 채널이 되기 전까지는 콘텐츠를 만들수록 

오히려 적자를 맞는 상황을 겪고 있다. 유튜브가 제시한 구독자 1000명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크리에이터들의 열정으로 끝까지 버텨오긴 했지만, 이 문제가 향

후 플랫폼과 크리에이터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 이슈도 크리에이터들의 주요 고민이다. 사실 저작권 부분은 실시간 라이브방송 플

랫폼과 달리, 유튜브처럼 콘텐츠가 영구적으로 남는 플랫폼은 원소스의 저작권자로부터 공격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저작권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저작권 

이슈가 되는 것은 음원, 폰트, 그리고 전문 제작사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가 만든 영상들을 

일부 차용하는 경우다. 이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음원으로, 유튜브는 저작권 관련한 별도 

페이지20) 및 유튜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아카이브21)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곡당 또는 각 음원이 사용되는 상황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서 유튜브로서도 정

확한 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유권이 주장된 음악의 사용 제한

(... 중략...)

이러한 정책은 Youtube 플랫폼 외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앨범 전체 또는 대부분을 

업로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음악 사용에 대한 질문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튜브 음악정책 페이지 중 ‘싸이’ <강남스타일>의 저작권 설명22)- 

19) 파트너 프로그램이란, 쉽게 말해서 광고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채널로, 광고수
익을 받기 위해선 다음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⓵최근 12개월간 채널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⓶구독자 1000 명 이상인 채널. 이러한 정책 변경은 콘텐츠량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건전한 콘텐츠가 발생하자, 유해 또는 불법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유튜브는 2017년 가을에도 파트너쉽 강화기준을 한차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기준은 전체 
조회수가 1만회 이상이었다. 2018년 1월에 발표한 정책은 2017년 정책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정책이
라는 점에서, 다수 크리에이터들 또는 채널 보유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0) https://www.youtube.com/intl/ko/yt/about/copyright/#support-and-troubleshooting

21)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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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사이트의 ‘저작권’ 관련 페이지(좌)/유튜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원 리스트(우)

  

  음악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크다. 대부분의 원곡이 있는 경우

는, 편곡을 해도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문제는 원소스에 대한 저작료 배상 

또는 침해 소스가 들어간 창작 영상의 일방적인 삭제 판결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창작자의 수익 문제로 이어진다. 

  유튜브는 교육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에게 저작권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곡마다 다

른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에는 열심히 영상을 찍었어도 일방적으로 영상이 차단되거나 채널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라

는 점과, 저작권 교육이나 음원 아카이브 제공 등 크리에이터 친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용

자들의 유튜브 시청시간이 증가하고 있어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 선호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기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다

른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뷰티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게임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또는 트위치, 키즈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V까지, 또는 장르별로 어떤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와 블로그

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2)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364458?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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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프리카TV와 크리에이터의 관계

  아프리카TV는 콘텐츠 내용, 방송 시간 등에 따라 방송진행자를 파트너 BJ, 베스트 BJ, 일

반(신입) BJ의 세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후원금 수익 배분을 차

등화하기 위해서인데, 2015년에 MCN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파트너 BJ는 별풍선을 비롯한 

아이템까지 모든 후원금 수익의 80%를 배분받는다. 베스트 BJ는 수익의 70%, 일반 BJ는 60%

를 배분받는다. 파트너BJ는 매월 마지막 주에 선발되는데, 아프리카TV의 동영상 광고수익 배

분, 각종 저작권 관리, 유튜브를 비롯한 크로스 플랫폼 프로모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혜

택이 높은 만큼, 자격유지 의무조건도 까다롭다. 파트너 BJ와 베스트 BJ는 아프리카TV와 타 

플랫폼에 라이브방송을 동시 송출할 수 없지만 편집본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림 3-14> 아프리카TV와 ‘파트너 BJ’ 관계 캡쳐

*출처 : 아프리카TV 홈페이지

3) 네이버와 크리에이터(뷰스타)의 관계

  네이버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보다 1인 동영상 시장에는 늦게 진출한 편이다. 2016년 이

후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시작한 네이버는 뷰티 장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다. 

네이버 내에서 뷰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이 되면 

‘뷰스타’ 자격을 부여한 후, 브랜드와의 협업, 샘플 및 신제품 협찬, 교육 지원 등 뷰티 영

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신 매월 4건 이상의 뷰티 전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하고, 네이버 플랫폼을 사용하며, 구독자가 1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뷰스타가 해당 콘텐츠를 타 플랫폼에 공유하는 것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

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콘텐츠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에서 구독자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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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네이버가 요구하는 조건은 사실상 뷰스타가 콘텐츠를 네이버

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네이버는 로컬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기 뷰스타 또는 세롭게 구독자 수

나 콘텐츠 인기가 증가한 뷰스타에게 글로벌 모바일 라이브 플랫폼인 ‘브이앱’ 방송을 편

성하고, 영어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어로 자막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뷰스타는 브이앱을 

통해 해외 팬들을 확보함으로써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네이버와의 관계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이나 마케팅 교육 등이 약한 데다 음원 라이

브러리도 제공되지 않는 등, 오랜 시간 동안 크리에이터 친화 정책을 펼쳐왔던 유튜브보다 

크리에이터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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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TV는 국내 1인 크리에이터 발굴과 초기 MCN 시장 정착을 주도

했던 대표 플랫폼들로, 2010년대 초반부터 2018년 3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크리에이터

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원 방향은 각 플랫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별로 어떠한 크리에이터 지원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튜브    

  먼저, 글로벌 MCN 생태계 기준을 마련한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부터 편집, 마케팅, 채널 

운영, 수익, 저작권, 기술, 노하우, 장르, 공익성, 플랫폼 등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정보를 

유튜브 사이트에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정보들은 글로벌 콘텐츠로 제작되어 장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유튜브 내부에서 일정 시기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

는 온라인 오픈교육과 병행하여 오프라인 초청(선별)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

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유튜브가 보다 집중하는 크리에이터 지원정책은 교육보다는 마케팅 활동이다. 팬페

스트 같은 대규모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지원정

책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아카데미 강좌 

  유튜브 사이트에서 좌측 메뉴바를 열면 하단부에 크리에이터 메뉴가 나온다.  유튜브 크리

에이터 페이지는 유튜브에서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영

상 창작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및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오프라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이 중 ‘학습 및 교류’ 메뉴가 온라인 아카데미 강좌 페이지23)인데, 

제작, 마케팅, 유통, 데이터 지표 분석, 수익운영, 저작권, 최신 기술 등, 채널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난이도는 각 개설 과정마다 달라서 상/중/하로 구분하여 

고지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23) https://creatoracademy.youtube.com/page/bro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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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9) 개설과정 (34, 가나다순) 난이도

YouTube 기능 및 분석/ 비즈니스 구축하기 CMS를 통한 비즈니스 운영 4강 상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YouTube 분석으로 통계 확인하기 6강 중급

수익창출 YouTube로 수익 창출하기 6강 중급
기타 YouTube를 활용한 뮤지션커리어 쌓기 5강 중급

기타 YouTube에서 교육 채널 구축하기 4강 초급
기타 YouTube에서 비영리단체 활동 펼치기 2강 초급

비즈니스 구축하기 YouTube에서 비즈니스 구축하기 6강 상급
YouTube 기능 및 분석/제작 YouTube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3강 중급

기타 YouTube에서 음악 채널 시작하기 2강 중급
YouTube 기능 및 분석/제작 YouTube의 360도 동영상과 가상 현실 2강 상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비즈니스 구축하기 YouTube의 저작권 3강 상급
검색 및 시청 시간 검색 가능성 높이기 5강 초급

기타 게임 채널 운영하기 5강 중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검색 및 시청 시간 글로벌 채널 만들기 3강 중급

검색 및 시청 시간/ 마케팅 및 프로모션 동영상 배포 최적화 4강 상급
마케팅 및 프로모션/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전략 정의 4강 상급

마케팅 및 프로모션/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표현 전략 5강 상급
시청자/ 콘텐츠 멋진 콘텐츠 제작 5강 초급

기타 미용 채널 개발하기 4강 초급
비즈니스 구축하기 브랜드 거래 3강 중급

시청자/ 콘텐츠 사회변화를 위한 동영상 만들기 4강 중급
검색 및 시청 시간 성공한 제작자의 우수사례 9강 중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수익창출 수익 분석 및 보고 4강 상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수익창출 수익창출을 위한 저작물 최적화 5강 상급

시작하기 시작하기 (기초 일반) 5강 초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운영관리자 8강

YouTube 기능 및 분석 음악파트너용 Youtube 2강 중급
시청자 잠재시청자 타겟팅하기 11강 중급

제작/ 콘텐츠 제작기술 8강 초급
제작/ 콘텐츠 제작준비과정 4강 중급

마케팅 및 프로모션 제작자와 작업하기 5강 상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마케팅 및 프로모션 진화하는 마케팅 환경 2강 상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수익창출 채널 수익 3강 상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채널 평가 5강 상급

시청자 커뮤니티 성장시키기 5강 초급
YouTube 기능 및 분석 콘텐츠 ID를 통한 권리행사 5강 상급

시청자 플랫폼 개요 2강 상급

[표 3-2] 유튜브의 창작자 대상 온라인 아카데미 강좌

  유튜브에서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크리에이터 등급 및 그에 따른 혜택이 달라진다. 유튜

브는 구독자가 1천 명 이상이 되는 ‘오팔’ 등급(1천~1만명)이 되면, 오프라인 네트워킹 행사

인 ‘크리에이터 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발송한다. 구독자가 10만을 넘는 실버 등

급부터 전담 파트너 관리자가 배정된다. 전담 파트너 관리자는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을 전담 

관리하고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제안, 광고수익 배분율 조정 등 크리에이터와 유튜브, 브랜드

간의 비즈니스 제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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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콘텐츠 랩

  유튜브 콘텐츠 랩은 국내에서는 소규모,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협력기관과 제휴하거나 유튜브 코리아 자체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다. 일례로, 2017년 9월 유튜브는 서울산업진흥원(SBA)과 공동으로 과학, 한류, 실험, 게

임, 키즈 등 장르별로 5만 이상 구독자를 지닌 크리에이터 30명을 선발하여, 현직 PD 강의 

및 그룹 멘토링을 진행했다.

  반면,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유튜브 위크’ 프로모션(2017년 3. 22~25)은 크리에

이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킹 행사로 기획됐다. 유튜브는 영상기획 노하우, 구성, 

스토리텔링, 채널 운영 전략,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장르별 최신 트렌드, 실습 등 교육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랩’,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워크샵’, ‘크리

에이터 커넥트 해피아워’, ‘크리에이터 데이 워크숍’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했다. 이 중 

‘유튜브 콘텐츠 랩’은 방송작가, PD가 참여하여 구성, 스토리텔링 등의 콘텐츠 기획 교육

에 초점을 두고, ‘크리에이터 데이 워크숍’과 연계하여 창작자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워크샵’은 탑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노하우

를 공유하는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했고, ‘크리에이터 커넥트 해피아워’는 크리에이터들 간

의 정보공유 및 친목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로, ‘크리에이터 데이 워크숍’은 크리에이터들

에게 영상 제작 실습 및 개별 멘토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지표 읽기, 미디어 시장 흐름, 글로벌 유통 전략 등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필

요로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의 커리큘럼은 지금보다 좀 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 유튜브 팬페스트

  유튜브 팬페스트는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오프라인에서 팬들

과 만나는 행사로, 2013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 글로벌 단위로 확대되

었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유튜브 팬페스트는 글로벌 단위로 기획되는 최대 규모의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

과, 그동안 온라인에서 소통하던 크리에이터들과 팬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교감을 나

눈다는 점에서, 다른 플랫폼들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유튜브만의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크리에이터 행사로 자리잡았다.  

  팬페스트는 메인 쇼와 페스티벌 부스로 나뉘어 진행되며, 부스에서는 크리에이터 채널과 

굿즈, 팬미팅, 사인회 등의 다양한 개별 이벤트가 열리고, 메인 쇼는 크리에이터들의 공연으

로 구성된다. 2018년 2월 24일~25일 이틀간 열렸던 <2018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행사는 

티켓 오픈 20분 만에 매진, 8000 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며 화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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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2018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현장

*출처 : 유튜브

2) 아프리카TV

  라이브방송 서비스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신규 크리에이터(BJ)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포

맷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로 육성하는 장르는 인디 음악 분야이며, 그 

외에도 여행, 마술, 국악 등 특정 장르의 창작자 육성에 주력하는 정책을 펼치곤 한다. 다음

은 아프리카TV의 창작자 대상의 주요 지원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 BJ 정기후원 제도 (구독하기)   

  구독하기 서비스는 별풍선 사이버머니와는 다른 서비스로, 2017년 7월에 도입된 라이브 스

트리머를 위한 정기 후원 제도이다. 아프리카TV 플랫폼 내에서는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더 좋은 품질로 BJ의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유료 

모델이다. 구독하기 서비스는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BJ에게 매달 3천원(부가세포함 3,300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면, 전체 후원금을 7:3의 비율로 BJ와 플랫폼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 별풍선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제작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청자는 좋아하는 BJ를 꾸준히 후원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정책이다. 후원한 시청자에게는 후원자 전용

의 폰트색상, 채팅창 아이콘(퍼스나콘)이 제공된다. 아프리카TV는 30% 수수료로 신인 BJ 육

성 및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천원이라는 액수의 금

액 차별화가 어느 정도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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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아프리카TV 구독하기

*출처 : 아프리카TV 홈페이지

¡ 인디장르 창작자 육성 및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아프리카TV는 2016년부터 콘텐츠 장르 확대와 창작자 제작 지원을 위해, 연간 5억원 가량

을 투자하여 콘텐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여행, 마술, 국악 등 

인디 장르로, 아프리카TV는 제작비, 촬영 장소(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디 음악은 아프리카TV가 집중 육성하는 장르다. 아프리카TV는 2017년 10월부터 인디 뮤

지션들을 대상으로, 개인 방송 창작 지원 프로젝트인 ‘투게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획ž제작ž홍보ž방송가이드 교육ž스튜디오 등 인프라 지원은 물론,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PP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제작 또는 이원편성 

  아프리카TV는 신규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해 TV프로그램 제작에도 뛰어들

었다. 2017년 11월부터 JTBC에서 방영을 시작한 <워너비(WannaB)>는 국내 최초의 1인 크리

에이터 오디션 TV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TV와 JTBC가 공동 제작하여 관심을 모았다. 그러

나 <워너비>는 최초의 크리에이터 오디션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

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하지만 아프리카TV는 차세대 창작자 육성을 통한 1인 방송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당분간 

크리에이터 지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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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아프리카TV-JTBC 공동제작 프로그램 <Wanna B> 공식 포스터

  그 근거로, 아프리카TV는 2018년 3월 12일부터는 인디 레이블인 슈가레코드 및 예당미디

어의 ETN과 협업하여, <본격인디탐구-인디YA>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프로모션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MBC과 협업했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같은 방식으로, ETN채널에

서 본방송을 먼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아프리카TV가 비하인트 스토리를 공개하는 이원편

성방식으로 방송되고 있다.  

¡ 분기별 지역간담회 개최 

  아프리카TV는 유튜브처럼 사이트에 창작자에게 팁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올리

지 않고 있다. 대신, 분기별로 진행되는 소규모 지역 모임에서 임직원이 BJ들과 직접 만나 

플랫폼 정책 변경사항, 운영정책, 동영상, 가이드·교육, 애드벌룬, 광고, 개별 Q&A 등 서비

스 전반에 대한 심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간담회는 광역시를 돌아가며 소규모로 구

성되는 비공개 모임으로 진행되지만, 1부에서 음악, 공연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해당 지역의 

BJ들이 출연하여 공연을 펼치고, 이를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여 시청자들도 볼 수 있게 하

고 있다. 

  아프리카TV의 분기별 지역간담회는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진 바

가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을 수 있는 지방 도시들을 순회하며 지역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1인 창작자 및 MCN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균등발전에 기여하고 있

다.  

3) 네이버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가장 늦게 시작한 네이버는 2016년~2017년 실험을 거쳐, 2018년부

터는 본격적으로 뷰티 제품에 한정하여 뷰스타 대상의 온라인, 오프라인 정기 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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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특히 네이버는 자사의 검색데이터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랩’ 서비스와 

연동하여 뷰스타들에게 다음 콘텐츠의 기획 방향을 제시하면서 포털의 강점을 활용하고 있

다. 또한 네이버는 광고주와 연결시켜 커머스 비즈니스를 유도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뷰스타 아카데미 운영 (2018.1~)

  네이버는 2018년 1월부터 자사 플랫폼에 독점 또는 우선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뷰스타들

을 위한 오프라인 정기교육을 시작했다. 뷰스타는 네이버 플랫폼에 뷰티 관련된 콘텐츠를 월 

4회 이상 게재하고, 구독자 1천 명 이상을 보유한 네이버의 뷰티 창작자로, 2018년 1월 현재 

약 1500명 가량의 뷰스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포털 플랫폼답게, 

네이버TV, 블로그, 포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업로드하는 콘텐츠 

종류도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가 모두 가능하다. 

  네이버의 뷰스타 교육은 지난 2년간 실험적으로 운영하던 뷰스타 교육을 확대ž개편한 것으

로, 주 4회 정규과정으로 운영되고 네이버의 파트너 지원기관인 강남 파트너스퀘어에서 교육

이 진행된다.  

  뷰스타들 대부분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스칼렛’, 

‘주민님아’ 등 네이버 출신 인기 뷰스타들이 정규교육의 강사진으로 합류하는 등, 뷰티 교

육 전문가라는 커리어 기회도 쌓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뷰스타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이버는 브랜드와 제휴를 맺어 해외 팬미팅 등 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진출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데이터랩 분석 서비스를 통해 뷰티 트렌드를 뷰스

타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랩은 검색데이터 중에 쇼핑 관련한 검

색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로, 뷰티 관련한 검색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월별로 뷰티

트렌드 전망을 알려줌으로써, 뷰스타들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뷰스타들의 콘텐츠에 붙은 해시태그나 키워드도 네이버 검색어로 활용되어, 포털 이

용자들이 검색할 때 뷰스타들의 콘텐츠는 좀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많은 크

리에이터들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지표 해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네이버의 데이터랩 서비스는 뷰스타들에게 상당히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원책이라고 여겨진

다. 

  그 외에도 네이버는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다양한 뷰티 신상품을 체험해보는 샘플존과, 메

이크업 시연 및 뷰티제품 리뷰영상을 촬영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파우더룸을 역삼 파트너스

퀘어에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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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커리큘럼 비고

오픈가이드

(초보자 대상)

레벨 1. 콘텐츠 기획

온라인 동영상

레벨 2. 플랫폼의 이해

레벨 3. 콘텐츠 제작

레벨 4. 검색 활용

뷰스타 스토리

정규교육

네이버 플랫폼 활용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오프라인, 주 4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네이버 플랫폼 활용 노하우

콘텐츠 기획/ 마케팅

블로그 콘텐츠 기획 및 홍보

영상 콘텐츠 기획  

구독자와 소통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활용
영상콘텐츠 편집 (프리미어) 

이미지콘텐츠 편집 (포토샵)

전문가 초청 강의
메이크업 전문가 강의

헤어 전문가 강의

성공스토리 외부 초청 강의

[표 3-3] 네이버 ‘뷰스타’ 아카데미 강좌

*출처 : 네이버 뷰스타 페이지24)

¡ 기타 뷰스타 혜택 제도 

<그림 3-18> 등급에 따른 뷰스타 혜택

*출처 : 네이버 뷰스타 페이지

  네이버 뷰스타는 등급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구독자 1000명부터 총 6등급으

로 구분되는 네이버 뷰스타는 글로벌 라이브 앱플랫폼인 ‘V라이브’ 출연기회 제공, 매거

진 콜라보 진행 , 브랜드 행사 참여 등의 기회를 차등화하여 부여한다. 

  신입 뷰스타를 위해 구독자 5천명 미만의 뷰스타(레벨 1~4 구간) 중, 최근 2개월 이내에 구

24) https://campaign.naver.com/v/new_beaustar/introduce.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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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1천명 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채널성장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뷰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50만원을 지급한다. 격월마다 선정된다. 그 밖에도 뷰스타가 되면, 네이

버 검색창에 프로필과 최근 활동 정보를 소개하고, 활동 채널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

를 연동해주는 온라인 명함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림 3-19> 구독자 수에 따른 뷰스타 레벨

*출처 : 네이버 뷰스타 페이지



   개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방안 연구

IV. 크리에이터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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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 교육명 기간 주요 특징

한국 콘텐츠 
진흥원

MCN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2015년
주제별 1:1 상담소 / 오픈 클래스로 구성. 1인 

미디어콘텐츠 Contest 개최

2017년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MCN 크리에이터 2기

2017년
MCN 페스티벌 참가 지원

* 비디오빌리지 운영

제 1회 디지털 크리에이터 & PD

공모전
2016년

크리에이터 및 PD로 구분
DIA FESTIVAL과의 연계

2017년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MCN 크리에이터 
2기로 발전

*CJ E&M DIA TV 운영

한국콘텐츠 아카데미 온라인 과정 
열린 강좌

인터넷 
강좌

방송영상강좌 73개 중 일부가 MCN강좌

한국 
전파진흥협회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기본과정

2016년 * 트레져헌터 운영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본 
과정

2016년
교육내용은 좀 더 세분화.

* 트레져헌터 운영 

1인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본 과정

2016년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 자체 개발 역량 
강화와 MCN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고급 
과정

2016년
크리에이터 기본과정 역량강화

* 트레져헌터 운영 

미디어 크리에이터 에디터 과정 2016년
영상편집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 *트레져헌터 

운영 

한국-태국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국제 공동제작 캠프

2016년
항공/숙박 등 지원

이동차량, 현지가이드 제공

한국-인도네시아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국제 공동제작

2017년
항공/숙박 등 지원

이동차량, 현지가이드 제공

경기 콘텐츠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2017년 기본/심화/ 전문스탭/ 글로벌/ 전문가 

[표 4-1]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크리에이터 교육 현황  

IV. 크리에이터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1. 공공기관의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

최근 3년간 크리에이터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총 12개로 파악되었다. 이들 공공기관 

중 수차례에 걸쳐 또는 지속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이었다. 

대부분 크리에이터 교육은 무료 기반이었고, 예비 또는 현직 크리에이터 교육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료로 실시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교육은 10만 원의 교육비를 받았지만, 

출석률 100%일 경우 환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예비 크리에이터 교육이 50만 원으로 가장 고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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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워크숍으로 세분화하여 진행. 교육비(10만원)는 
출석률 70% 이상 달성시 100%환급

* CY Creative, 트레져헌터 운영

경기도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멘토링 지원 프로젝트

2017년
온라인 컨설팅 및 멘토링
오프라인 행사는 3번 진행.

* 미디어자몽 운영

인천 콘텐츠 
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창업 특화 프로젝트 
2기 

2017년
유튜브 구독자 1만명 만들기: 기획, 제작,

마케팅 올인원 과정

[창작아카데미 1기] 뷰티 
크리에이터 클래스

2017년
장르별 세분화된 교육

(뷰티)

[창작아카데미 2기] 1인 
영상크리에이터 클래스

2017년 ‘창작아카데미‘ 브랜드를 통해 기수별로 진행

[창작아카데미 3기] 1인 
영상크리에이터 클래스

2017년 영상제작전문가 정성우 강사에 의해 진행

[창작아카데미 4기] 1인 
영상크리에이터 클래스

2017년 영상제작전문가 정성우 강사에 의해 진행

우끼다 프로젝트  교육&멘토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2017년
교육 및 멘토링으로 나누어 구성

인천 기반 창작자 우대

부산 콘텐츠 
코리아랩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3기 2017년
이야기 구성 트레이닝(4주)

콘텐츠 제작 심화 트레이닝(5주)

맞춤형 채널 기획 및 멘토링(5주)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2기 2017년
크리에이터 입문/스튜디오 시설 장비 활용

유튜브 마케팅 2.0 제안과 접근 전략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시즌2 2017년 시즌2 9개월 동안 동일한 교육 총 10회 진행 

서울산업진흥원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 2016년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방법, 유료(50만원)

광주정보문화산
업진흥원

MCN(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

2016년

출석률 80% 이상 시, 월 20만원 상당의 
교육수당 지급

팟캐스트 실습으로 장르 확장
* 미디어자몽 운영

제주영상위원회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2017년

유료(3만원)

* CJ E&M DIA TV 운영

인천경제산업정
보테크노 파크

1인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 2017년

방송학개론, 1인 미디어 바로 알기, 콘텐츠 
제작 등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콘텐츠 제작
실무중심 교육

1:1 멘토링시스템 도입

1인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 2018년 주 5일 총 300시간 교육(내용은 추후 확정)

강원창조경제혁
신센터

MCN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업·창직 

지원 사업
2017년

창업지원금 차등지급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 및 창업·창직 

교육지원 병행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MCN 크리에이터 스쿨 2017년 * 미디어자몽 운영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협동조합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교육 2016년
유료(10만원),

실습기반 강연과 팀별 5회차 이상의 인터넷 
방송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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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MCN 1인 크리에이터 발굴, 육성을 통한 창작·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목적
- 운영기간 : 2017. 6월 ~ 12월 

- 활동장소 : 개별 채널 개설 및 운영
※ 기존에 채널이 있던 크리에이터는 본인 채널로 운영
※ 촬영 스튜디오, 장비 등 콘텐츠코리아랩 제 1센터 활용 가능(대학로 홍익대캠퍼스 內)

- 주요내용 : MCN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콘텐츠) 기획 및 개발 지원, 페스티벌 참가 지원 등

[표 4-3] 2017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MCN 크리에이터 2기 프로그램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교육대상 - 1인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무료로 진행됨.

오픈클래스

- QBS(지상파 DMB ) 이희대 편성제작국장: ‘60초 모바일 뉴스로 보는 MCN의 미래’라는 주제로 
‘TV속의 MCN'에 대해 강연

-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 ‘어떤 콘텐츠가 누구에게 通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MCN 콘텐
츠기획’ 대해 강연

- 트레져헌터 박진우 사업본부장: ‘뻔하고 뻔한 수익모델, 타파하기’라는 제목으로 MCN 수익창출 
노하우대해 설명하고, 16일에는  강연.

주제별 1:1

상담소

- 게임, 토이, 문화, 뷰티, 음악, 푸드 등 6개 분야의 대표적 1인 창작자들과 함께 콘텐츠 기획과 
수익창출방안을 주제로 사전 신청자 중 주제별 20명을 선발해 1:1 상담 진행

- 다양한 게임 관련 동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울산큰고래’와 장난감 리뷰 동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캐리소프트’가 ‘같은 게임, 다르게 방송하기’와 ‘장난감으로 하나 되는 어른들을 공략하라’라는 
주제로 상담 

- 인터뷰 콘텐츠로 세계적으로 구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sw yoon과 뷰티스타 다또아가 각각 ‘한
국 사람과 한국문화 알리기’와 ‘차고 넘치는 뷰티 TIP 중 살아남는 콘텐츠 되기’를 주제로 상담 

- 푸드 크리에이터 ‘소프’, 작곡/편곡한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이정환(음악) 크리에이터가 1:1

상담

[표 4-2] MCN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교육 내용  

1)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년에 실시한 MCN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라는 교육은 1인 창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MCN 인기 창작자

가 되기 위해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선별해 

업계 전문가들의 오픈클래스 강연이 실시되었다. 또한 예비 1인 창작자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6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대표적 1인 창작자들이 개별 

상담을 해주는 주제별 1:1 상담소가 진행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MCN 크리에이터 2기프로그램은 활동 중

이거나 활동을 시작하려는 15명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장르 제한을 두지 않

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 멘토링, 콘텐츠 기획/개발을 위한 활동비 지원, 페스티벌/상

상캠프 등 참가 지원, 맞춤형 특강/컨설팅 제공, 크리에이터간 네트워킹, 스튜디오/장비 지원

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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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규모
- 활동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MCN 크리에이터 15명 내외
※ 스타일, 뷰티, 푸드, 팻 , 키즈, 여행, 교육, 엔터테인먼트, 게임, 뮤직, VR 등 전 분야
※ 본 프로그램에 성실한 참여가 가능해야 함

평가/선발
- 평가방식 : 서류·영상평가 + 발표·질의응답평가
- 평가항목 : 프로그램 기획력(30점), 콘텐츠 우수성(30점), 대중성(30점), 역량·의지(10점)

- 선발 결과는 접수마감 이후 2주 이내 개별 통보 예정 

구분 지원내용

MCN
프로그램(콘텐츠) 기획․개
발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

- MCN 분야별 대표 크리에이터의 집중 멘토링 및 프로그램(콘텐츠) 스크리닝, 전문가
 특화 멘토링 등

프로그램(콘텐츠) 기획․개
발 활동비 및 상금 지급

- 프로그램(콘텐츠) 기획·개발을 위한 활동비 지급(30만원 내외)

- 평가를 통해 우수팀 5팀 내외 선정, 상금 지급(최대 200만원)

MCN 페스티벌 
참가 지원

- MCN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콘텐츠) 시연, 홍보, 이벤트 등 지
원

맞춤형 특강 및 
네트워킹 지원

-  촬영기술, 노하우, 마케팅 등 특강 및 컨설팅 진행
- 크리에이터 간 콜라보 등 콘텐츠 확장을 위한 네트워킹 클래스 운영

콘텐츠코리아랩 창․제작 
인프라 지원

- 프로그램(콘텐츠) 촬영·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장비 등 지원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상상캠프(통합 워크숍), 성과발표회, 시상식 및 전시 참가 지원
- 통합 전문가 강연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구분 지원내용

MCN의 이해(2편)

- MCN이란 무엇인가?(임성희 SK플래닛 부장)

- MCN의 태동배경: 영상 플랫폼 시대
- MCN의 미래

MCN 비즈니스 
전략(4편)

- 미디어 시장 환경의 변화(임성희, SM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동영상 사업본부 본
부장)

- MCN사업자들의 대응: 수익모델 절실히 찾기
- 기존 사업자들의 대응: 웹모바일에 적응하기
- 웹모바일 동영상 사업자의 향후 과제: 수익모델의 강화

1인 미디어 
제작자가 들려주는 
콘텐츠 이야기(2편)

- 게임 유저들의 취향저격! 도티TV 이야기(도티)

- 메이크업 콘텐츠, 이사배만 믿고 Follow Me~(이사배)

[표 4-4] 한국콘텐츠 아카데미의 ‘열린 강좌’교육 내용    

‘열린 강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 <한국콘텐츠 아카데미>의 전문 콘텐츠 온라인교

육을 말한다. 열린 강좌에는 크게 방송영상, 게임, 만화캐릭터, 음악공연, 콘텐츠 인사이트, 

마스트 클래스, 인문학, 기타와 같은 대분류가 존재하였다. 이들 중에서 MCN과 관련 있는 

내용은 방송영상 분야에 있었으며, 내용은 MCN의 이해(2편), MCN비즈니스 전략(4편), 1인 미

디어 제작자가 들려주는 콘텐츠 이야기(2편)와 같이 총 6편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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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1. 평소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고 정보를 나누고 
싶어하시는 분

2. 다음 장르(푸드, 뷰티, 엔터테인먼트, 패션, 헬스, HOW-TO, 라이프, 키즈, 교육 등)에서 특별한 손재
주, 말재주, 노는 재주가 있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으신 분

3. 특정 영역에 매니아적으로 방대한 지식이나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계셔서 주변에서 능력자라 인정
받는 분

4. 장기간 영상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5. 춤, 노래, 연기 등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과 능력을 보유하신 분

교육
시간 

• 2016년 5월 23일~6월 2일 13:30~18:30
• 총 2주, 총 9일, 총 45시간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1일차
- 왜 1인 크리에이터인가
- 유튜브의 수익구조의 이해

5시간

2일차
- 영상촬영의 기본이해
- 상황별 장비세팅방법
- 스토리 구성 및 연출

5시간

3일차
- 편집의 이해
- 크로마키를 이용한 합성
- 오디오 및 색보정 등

5시간

4-7일차
(실습)

- 릴마블이 되어보자_실험 엔터테인먼트 장르
- 최고기가 되어보자_게임.먹방 장르
- 레오제이가 되어보자_뷰티,패션 장르
- 꾹TV/미미네미니어처가 되어보자-HOW TO 장르

20시간

8일차 - 아프리카BJ가 되어보자 5시간

9일차 - 채널브랜딩 및 유튜브 교육 5시간

[표 4-5]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본과정(1) 

2) 한국전파진흥협희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본과정은 트레저헌터와 공동으로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인

력 양성 프로그램이었다. 2016년 총 3회의 기본 교육이 실시되었다. 1차 기본 교육은 MCN에 

대한 이해 증진 위한 기본 교육, 촬영과 편집, 실습, 채널 블랜딩 및 플랫폼 교육을 포함하였

다. 

2차 기본 교육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 플랫폼 활용, MCN 전략이 추가적으로 보강되었다. 

아울러 창작과 촬영 편집 교육이 심화 단계까지 이루어졌으며, 채널 운영과 창작 실습도 보

강되었다. 2차 기본 교육은 1차 기본 교육에 비해 교육시간을 45시간(9일)에서 35시간(5일)으

로 축소하여 실시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3차 기본교육 커

리큘럼은 확보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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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1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캐릭터 개발과 SNS 활용 마케팅
• 1인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과정 
• 1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촬영, 후반, 업로드, 서비스 실습
• 1인 콘텐츠 영상 서비스 시연&피드백 등

교육시간 • 2016년 12월 20일~29(5일만, 9:30~17:30, 총 35시간)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1일차

· 방송 미디어 환경의 변화(모바일/OTT 이해)
· 방송도 이제 크리에이터 시대(MCN산업 개론)
· 유튜브 알고리즘의 이해 / 저작권 기초교육
· 영상 콘텐츠 기획 기초
· 기획안/구성안 작성 및 촬영 기법 익히기
· 영상 촬영 기초 실습 (스튜디오)

7시간

2일차

· 방송 스피치 A to Z 
· 아나운서 / MC / 쇼호스트 / 리포터 멘트
· 방송 스피치 현장 실습 (스튜디오) 
· 1인 미디어 방송 현황 및 주요 사례 분석
· 채널 개설 및 운영 기초 (VOD /라이브)
· 내 채널 개설 및 업로드/라이브방송 실습

7시간

3일차

· 영상 창작 심화 과정 - 촬영 
· 영상 창작 심화 과정 - 조명 
· 영상 촬영 심화 실습 (스튜디오)
· 콘텐츠 촬영 조 편성 및 개별 Theme 기획
· 조별 컨텐츠 세부 기획안 발표 
· 조별 컨텐츠 기획안 업그레이드 및 피드백

7시간

4일차

· 조별 컨텐츠 촬영 1
· 조별 컨텐츠 촬영 2 
· 영상 편집 운용 기초 교육
· 영상 편집 Tool 실전 교육 
· 컨텐츠 편집 실전 1
· 컨텐츠 편집 실전 2 (후속 편집 필요시 과제)

7시간

5일차 
· 최종 영상 시사회 &피드백
· 지상파 및 PP의 OTT / MCN 전략
· 현업 방송인과 Q&A 및 네트워킹

7시간

[표 4-6]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본과정(2)

교육대상 및 과정 
• 예비, 현직 크리에이터 20명 대상 
• 트레져헌터와 공동으로 운영
• 무료(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교육시간 • 2016년 11월 9일~12월 2일 매주 수/금(14시~19시, 총 50시간)

[표 4-7]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고급과정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고급과정은 예비, 현직 크리에이터 20명을 선발하여 이들의 역량

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트레져헌터와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시간은 총 50시

간이었다.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고급과정이 다른 교육들과 가지는 차이점은 메이크업 기

초 교육과 실습,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 제작 교육, 라이브방송 시연 교육, 저작권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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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1강
·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법
· 유튜브 성공 포맷 분석 및 비교
· 브랜드가 좋아하는 채널 만들기

5시간

2강
· 영상 촬영 교육 (카메라 렌즈사용, 조명선택)
· 촬영 배경 및 촬영환경 세팅
· 촬영 시연, Q&A

5시간

3~5강

· 메이크업 기초교육(기초메이크업, 색조메이크업)
· 메이크업 영상 촬영 실습
·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 표현력, 발음/발성 교정

15시간

6강
· 포토샵, 일러스트 영상 디자인 교육
· 사진 보정 디자인
· 썸네일, 채널아트 디자인

5시간

7강
· 편집교육
· 샘플 편집 교육
· 내 컨텐츠 편집 및 Q&A

5시간

8강
· 편집 교육 &업그레이드
· 샘플 편집 교육
· 내 컨텐츠 편집 및 Q&A

5시간

9강

· 편집영상 시사회
· 라이브 방송 교육(아프리카, 유튜브)
· 라이브방송 시연, Q&A
· SNS 마케팅

5시간

10강

· 유튜브 알고리즘의 이해
· 유튜브 채널 운영 기초
· 저작권 기초교육
· 인플루언서 역할 및 이미지 관리

5시간

교육대상 및 과정 

-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거나, 이미 활동 중이지만 영상 편집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

- 애플 파이널컷 X 로 1인 미디어에 최적화된 영상을 제작하고 싶으신 분
- 영상 편집에 대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크리에이터 편집자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미디어 크리에이터 에디터 과정 수료자 중 우수자에 대해 트레져헌터 소속 현직 크리에이터 

분들 중 편집자를 찾고자 하는 분들과 매칭해 영상 편집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시간 • 2016년 5월 28일~6월 5일(주말 4일 총 12시간)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1강
- 애플 파이너컷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소개(1인미디어 중심의)

- 파일 임폴트, 파일정리 및 컷편집 실습
3시간

2강 - 영상속도조설, 색보정 실습 3시간

[표 4-8] 미디어 콘텐츠 에디터 교육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미디어 콘텐츠 에디터 교육은 프로그램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영상편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1인 크리에이터 중 영상편집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성과에 따라 트레져

헌터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의 편집자로 활동하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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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동남아시아 방송시장의 성장과 한류 콘텐츠 자리매김에 따라 국내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

상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

참가자격 및 
선발인원

- 국내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인 크리에이터
※ 촬영 및 편집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촬영 및 영상 편집이 가능한 개인, 팀으로 
지원 가능(팀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 2명으로 제한)

- 선정팀수 : 20명 내외 

※ 뷰티/패션 분야 1팀, 뮤직 분야 1팀, 푸드 분야 1팀, 여행/문화 문화 1팀

캠프 내용

- 태국 현지 크리에이터와 20분 이내의 영상 공동제작

- 장 르 : Beauty&Fashion, Food&Cook, Music, Tourism&Culture분야 공동제작 콘텐츠

- 분 량 : 5~10분 내외(러닝타임)

- 현지 교육 : 2016년 11월 13일(일) ~ 19(6박 7일)

지원내용

- 참가비, 항공 및 숙박(조식포함), 이동 차량, 현지 가이드 지원
※ 중식, 석식, 촬영 및 편집 장비, 소품, 개인경비는 개별 부담

- 태국 MCN사업자(Vidio.com) 등 견학 및 현지 전문가와의 Co-Work 기회 제공
- 교육 종료 후 완성 콘텐츠의 현지 채널 유통 지원

- K-Contentbank, MCN社 대표 채널, thoughful Media채널 등 국내외 플랫폼․채널을 활용한 유
통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표 4-9] 한국-태국 1인 크리에이터 국제 공동제작 캠프      

- 이펙트, 트렌지션, 자막효과 실습

3강 -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다수의 카메라를 활용한 멀티캠 실습 3시간

4강 - 1인미디어에 최적화된 파이널컷과 외부 플러그인 실습 3시간

 한국전파진흥협회의 1인 크리에이터 국제 공동제작 캠프는 앞서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들

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교육형태에 해당한다. 이 캠프의 목적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크리에이

터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켜 개발한 형태이다. 1인 크리에이터의 진출 

대상국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선정해 먼저 태국과의 공동제작 캠프를 마련한 것이다. 즉 

동남아시아 방송시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태국(2016년), 인도네시아(2017년)에서 콘텐츠 

제작 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교육 캠프 운영한 

사례에 해당하였다. 

한국-태국 1인 크리에이터 국제 공동제작 캠프의 선발대상은 선발 시점에 활동 중인 1인 

크리에이터(개인 또는 팀) 또는 제 3회 글로벌 창의 콘텐츠 공모전에서 선발된 30팀 중에 선

발하였다. 한국-인도네시아 1인 크리에이터 국제 공동제작 캠프는 5만 이상 구독자 수를 가

진 크리에이터 중에서 선발하였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태국 또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미디어 회사 및 전문가들을 만나 함

께 실습/제작하고 평가하고, 현지 또는 국내외 플랫폼이나 채널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를 유

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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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동남아시아 방송시장의 성장과 한류 콘텐츠 자리매김에 따라 국내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

상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기회 제공

참가자격 및 
선발인원

- 국내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인 구독자수 5만 이상 크리에이터
  ※ 촬영 및 편집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촬영 및 영상 편집이 가능한 개인, 팀으로 
     지원 가능(팀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 3명으로 제한)

- 선정팀수 : 4팀(12명 내외)
  ※ 뷰티/패션 분야 1팀, 뮤직 분야 1팀, 푸드 분야 1팀, 여행/문화 문화 1팀

캠프 내용

- 인도네시아 현지 크리에이터와 20분 이내의 영상 공동제작

- 장 르 : Beauty&Fashion, Food&Cook, Music, Tourism&Culture분야 공동제작 콘텐츠

- 분 량 : 10~20분 내외(러닝타임)

- 현지(인도네시아) 교육 : 2017년 10월 22일(일) ~ 10월 21일(토), 6박 7일

지원내용

- 참가비, 항공 및 숙박(조식포함), 이동 차량, 현지 가이드 지원
   ※ 중식, 석식, 촬영 및 편집 장비, 소품, 개인경비는 개별 부담
- 인도네시아 MCN사업자(Vidio.com) 등 견학 및 현지 전문가와의 Co-Work  기회 제공
- 교육 종료 후 완성 콘텐츠의 현지 채널 유통 지원
- K-Contentbank, MCN社 대표 채널, Vidio.com 채널 등 국내외 플랫폼․채널을 활용한 유통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국내
교육

10.11
• 인도네시아 현지 문화, 방송 현황
• 기획안 공유, 보완 등

1일차 10.15(일)
• 인천공항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동
• 숙소 체크인 및 현지 오리엔테이션

2일차 10.16(월)
• 한국-인도네시아 크리에이터 오리엔테이션 
• 팀 매칭, 팀별 제작 기획 회의

Vidio.com 회의실

[표 4-10] 한국-인도네시아 1인 크리에이터 국제 공동제작 캠프      

국내
교육

11.7~8
• 태국현지 문화, 방송 현황
• 기획안 공유, 보완 등

1일차 11.13(일)
• 인천공항 → 태국 방콕 이동
• 숙소 체크인 및 현지 오리엔테이션

2일차 11.14(월)
• 한국-인도네시아 크리에이터 오리엔테이션 
• 팀 매칭, 팀별 제작 기획 회의

Thoughful Media 회의실

3일차 11.15(화)
• 1차 콘텐츠 제작 실습
• 1차 실습 결과물 확인 및 편집 실습

멘토, 가이드, 인솔 그룹별 
1명 전담

4일차 11.16(수)
• 2차 콘텐츠 제작 실습
• 2차 실습 결과물 확인 및 편집 실습

그룹별 이동

5일차 11.17(목)
• 3차 콘텐츠 제작 실습
• 3차 실습 결과물 확인 및 편집 실습

그룹별 이동

6일차 11.18(금)
• 실습 결과 중간 점검 및 보완
• 최종 편집

7일차 11.19(토)
• 결과물 공동 시사 및 평가
• 태국 방콕 → 인천공항

시사회:Thoughful

Media(관계자 및 참가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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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0.17(화)
• 1차 콘텐츠 제작 실습
• 1차 실습 결과물 확인 및 편집 실습

멘토, 가이드, 인솔 그룹별 
1명 전담

4일차 10.18(수)
• 2차 콘텐츠 제작 실습
• 2차 실습 결과물 확인 및 편집 실습

그룹별 이동

5일차 10.19(목)
• 3차 콘텐츠 제작 실습
• 3차 실습 결과물 확인 및 편집 실습

그룹별 이동

6일차 10.20(금)
• 실습 결과 중간 점검 및 보완
• 최종 편집

7일차 10.21(토)
• 결과물 공동 시사 및 평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인천공항

시사회:Vidio.com
(관계자 및 참가자 참여)

3)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영상 크리에이터 교

육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내에 여러 기관에서 교육이 실시된

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크리에이터 교육의 경우, 해당 기관 내에서 교육이 실행되는 경

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의정부, 가천대학교, 수원, 성남, 

부천대, 고양 등에 소재한 영상미디어센터들에서 나누어 진행되었다. 

둘째, 교육 과정이 기본, 심화, 전문스텝, 글로벌 교육 과정으로 세분화되었다. 위에서 살

펴본 다른 공공 기관의 경우에도 기본이나 고급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글로

벌 실습교육을 실행하기도 하였지만, 1개 기관이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유일하였다. 또

한 이러한 세분화된 교육이 1개 지역에서 열리지 않고 다양한 지역성을 가진 예비 또는 현

직의 1인 크리에이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특징적이

었다. 

기본 교육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가천대학교,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되었고, 심

화교육은 성남영상미디어센터, 부천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되

었다. 전문스텝교육은 가천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글로벌 교육과정은 

성남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공되었다. 이러한 교육들은 씨와이크리에이티브 그룹을 위탁사업

자로 선정하여 운영되었다. 

셋째, 경기도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의 기본 교육은 10만원의 유료로 운영되지

만, 출석률(70%) 목표달성 시 100% 환급하며 청소년은 50%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EBS가 토익강좌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목표 달성시 환불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교육 참여율과 

학습효과를 향상시킨 것과 같은 전략으로 판단되었다.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의 기본교육 내용은 기본적 이해 교육(MCN, 장르, 미디어 산업 흐

름), 촬영과 편집 실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브랜딩 전략 기획, 기획안 작성 및 채널 운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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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
- 1인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초보자 및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기획 및 실무 

능력 배양

교육대상
- 20명 ※ 100,000원 (만 24세 미만 이하 5만원)

* 출석률 70%이상 달성 시 교육비가 100% 환급 

교육기간  9월 1일 ~ 11월 1일 / 매주 수, 금 (오후 2-5시)

교육장소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교육기관 씨와이크리에이티브 그룹

구분 세부내용 강사

1 오리엔테이션 및 MCN,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흐름 MCN 협희 유진희 사무국장

2 MCN 장르분석 및 기획안 작성법 ‘우키는 TV’백욱희 실장

3 A-영상촬영 및 장비의 이해/B-영상편집실습

크리에이터 박상민/스칼렛4 A-콘텐츠제작실습/B-영상편집실습

5 A-콘텐츠제작실습/B-영상편집실습

6 A-콘텐츠제작실습/B-영상편집실습

크리에이터 박상민
/‘찰진스튜디오’ 나민규 대표

7 A-콘텐츠제작실습/B-콘텐츠제작실습

8 A-콘텐츠제작실습/B-콘텐츠제작실습

9 콘텐츠 1차 기획안 발표 ‘우키는 TV’백욱희 실장

10 콘텐츠 기획안 수정 (채널시장조사중심)

‘크리액션’ 최정욱 대표
11 콘텐츠 기획안 수정(기획의도 등 기획안 중심)

12 개인별 촬영본 발표 및 피드백

13 개인별 가편집본 발표 및 피드백

14 채널개설 및 디자인 ‘크리액션’ 최정욱 대표/이지연

15 채널 마케팅 판도라TV 차재희 팀장

16 개인별 채널 및 콘텐츠 평가
CY Creative Group 이창영 대표/판도

라TV 이승무 그룹장

[표 4-11]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교육 내용(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획 및 발표, 1인 채널 오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본교육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교육 내용

과 매우 유사하지만, 보다 실무/실습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천대학교에서 진행된 기본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디어/플랫폼/MCN/포맷의 이해를 

위한 교육(레거시 미디어와 비교, MCN 장르/콘텐츠포맷, 주요 동영상 플랫폼 특징), MCN 비

즈니스 모델/경험, 주요 사례분석, 촬영과 편집 기초에 대한 실습, 과제 실습 및 품평, 기획

안 작성, 채널 운영계획 및 발표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본교육 내용은 1인 미디어사업과 성공사례, 촬영/편집 실습, 콘텐

츠 획과 제작실습 및 평가/피드백, 채널 운용/마케팅 등과 같이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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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가천대학교

교육기간  7월 6일 ~ 8월 31일 / 매주 화, 목 (오후 2-5시)

교육기관 씨와이크리에이티브 그룹

구분 세부내용 강사

1
오리엔테이션 MCN 개념 및 등장 배경 (국내/해외 MCN
현황)

CY 크리에이티브 박칠순 본부장 / MCNA
유진희 사무국장

2 MCN 장르분석 및 사례 SNS 조천백 대표

3 모바일 콘텐츠 포맷 연구 (레거시 미디어 비교) 최정욱 대표

4 MCN 비즈니스의 흐름 1 : 광고기반 수익모델 BJN 김진우 대표

5 MCN 비즈니스의 흐름 2 : 광고기반 수익모델 핑핑 송희승 대표

6 주요 동영상 플랫폼 특징 분석 : VOD와 LIVE 비교 u'zine TV 장유진 / CY 크리에이티브 백
욱희 실장7 실시간 방송 실습 발표

8 크리에이터 성공 경험담 및 노하우 타나이/스칼렛/오땡큐

9 영상 장비, 구도, 촬영기법 1
Mr.LEE PICTURES 이치호 대표

10 영상 장비, 구도, 촬영기법 2

11 콘텐츠 제작 및 채널 브랜딩 전략 기획안 초안 작성 짱기자 장주영

12 촬영실습 1 (촬영/음향/녹음) : 강의 시연
콘텐츠민주주의 김도연 PD

13 촬영실습 2 (촬영/음향/녹음) : 과제 품평

14 편집실습 1 (자막/편집/프리미어(초급)) : 강의 시연
뷰티크리에이터 스칼렛

15 편집실습 2 (자막/편집/프리미어(초급)) : 과제 

16 기획안 수정/채널 운영 계획 발표(Break term 계획)
판도라 TV 이승무 부장 / CY 크리에이티
브 백욱희 실장

[표 4-12]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의 기본 교육 내용(가천대) 

교육장소 수원 영상미디어센터(20명)

교육기간  7월 12일 ~ 9월 1일 / 매주 수, 금 (오후 2-5시)

교육기관 씨와이크리에이티브 그룹

구분 세부내용 강사

1 1인 미디어 산업의 이해 및 성공사례 이수현, 최고기

2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 고동기

3 영상촬영의 기본 이해하기 김승록,박석주,김소리

4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실제 시연 및 기초 촬영 실습 윤석원,유소정

5 콘텐츠 제작 실습 1 김은택,유소정

6 콘텐츠 제작 실습 2 하지원,보조강사

7 영상 편집교육 l 하지원,보조강사

[표 4-13]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의 기본 교육 내용(수원 영상미디어센터) 

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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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상 편집교육 ll 하지원,보조강사

9 영상 편집교육 I 하지원,보조강사

10 영상 편집교육 II 하지원,보조강사

11 영상디자인 교육 고수진

12 채널 운영 교육 황성근

13 LIVE 교육 오종현

14 채널 마케팅 교육 박석주,이수현

15 Content ID 이해 최시준,윤석원

16 Wrap-up 및 피드백 &크리에이터 멘토링, 과제 설정 등 고동기,최범규

과정개요

- 재능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

- 기본교육과정 수료생과 현업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1인 크리에이터로서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개인별 채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촬영˙편집 기

술 교육

교육대상
- 10명 내외 ※ 100,000원 (청소년 50%할인)

* 출석률 70%이상 달성 시 교육비 100% 환급 

교육기간 2017.8.10.(목)~10.12(목) 매주 화, 목(오후 7시~10시)

구분 교육일시 세부내용 강사

1 8.10 채널 운영 진행 사항 및 발표 72초TV 서권석 이사

2 8.17 유튜브 분석도구 마스터하기 김범휴 유튜브 부장

[표 4-14]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심화교육 내용(고양 영상미디어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심화 교육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

거나 현업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화교육도 기본교육의 운용방식과 동일하였다. 

즉, 유료기반(10만원)으로 운영되지만 출석률(70%)라는 목표에 달성할 시에는 100% 환급하며, 

청소년은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심화교육은 매주 2회, 매회 3시간으로 총 교육

시간은 48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심화교육의 내용이 기본교육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한 채널 홍보 

전략과 마케팅 전략(광고), 스토리텔링 및 스피치, 저작권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비와 소프트웨어 활용(촬영 및 편집)에 대한 것도 기본 단계보

다는 심화된 단계를 교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천대에서 실시하는 심화교육은 매주 토요일 총 7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촬

영/편집 심화, 채널 홍보/비즈니스 전략,  저작권과 윤리 등과 다른 프로그램에는 영상디자인

과 캐릭터개발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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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22 저작권, 윤리교육 박주희 변호사

4 8.24 즉석 스토리텔링 허남성, 백욱희

5 8.29 스피치 실습 1 박현욱

6 8.31 스피치 실습 2 이혁

7 9.5 채널 운영 및 멘토 컨설팅 중간점검 판도라TV 이승무, 백욱희 실장

8 9.7 플랫폼별 채널 홍보 전략 분석 및 사례 SNS엔터테인먼트 조천백 대표

9 9.12 콘텐츠로 비즈니스하는 이야기 72초TV 서권석 이사

10 9.14 광고 수익 최적화 실전 전략 김범휴 유튜브 부장

11 9.19 촬영 심화 과정 1
김도연PD

12 9.21 촬영 심화 과정 2

13 9.26 편집 심화 과정 1
뷰티크리에이터 스칼렛

14 9.28 편집 심화 과정 2

15 10.10 채널 운영 진행 사항 최종 발표 판도라TV 이승무, 백욱희

16 10.12 최종 PT MCN협회 유진희, 이창영

교육장소 가천대학교

교육기관 씨와이크리에이티브 그룹

구분 세부내용 강사

1 오리엔테이션 MCN 개념 및 등장 배경 (국내/해외 MCN 현황)
CY 크리에이티브 박칠순 본부장 /
MCNA 유진희 사무국장

2
1인미디어의 이해 (1인미디어의 기획제작과정 및 콘텐츠의 특징 
등)

CY 크리에이티브 백욱희 실장

3 스마트폰 종류와 카메라 활용 팁 소개
CY 크리에이티브 백욱희 실장 / 크
리액션 최정욱 대표

4 스마트폰 촬영 앱 실습 / 편집 앱 실습 / 음악 앱 실습
CY 크리에이티브 백욱희 실장 / 크
리액션 최정욱 대표

5 콘텐츠 품평
CY 크리에이티브 백욱희 실장 / 크
리액션 최정욱 대표

6 영상 촬영 기술 (샷/앵글/구도/조명) 찰진스튜디오 나민규

7 영상 촬영 기술실습 (샷/앵글/구도) 찰진스튜디오 나민규

8 편집 소프트웨어 소개 및 교육(프리미어, 파이널 컷프로) 찰진스튜디오 나민규

9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 프로를 활용한 편집실습 찰진스튜디오 나민규

10 콘텐츠 품평
CY크리에이티브 이창영 대표 / CY
크리에이티브 백욱희 실장

[표 4-15]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전문스텝 교육 내용(가천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전문스텝 교육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미디

어 콘텐츠 에디터 교육과 마찬가지로 영상전문편집자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이 교

육프로그램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조명, 광고제작, 후반작업(애프터 이펙트)과 같

은 전문기술을 교육한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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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1인 영상 콘텐츠 촬영/편집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장소 부천대(20명)

교육기간  7월 15일 ~ 9월 2일 / 매주 토요일(오전 1시-5시)

교육기관 씨와이크리에이티브 그룹

구분 세부내용 강사

1 운영 진행 사항 및 발표 72초 TV 서권석 마케팅 이사

2 콘텐츠 지표 읽기 김범휴 유튜브 부장

3 영상 촬영 심화1 백욱희

4 영상 촬영 심화2 백욱희

5 편집 소프트웨어 소개 및 교육(프리미어) 김성호

6 프리미어를 활용한 편집실습 김성호

7 채널 운영 및 멘토 컨설팅 중간점검
판도라 TV 이승무 부장, CY 크리에이티브 백욱
희 실장

8 플랫폼별 채널 홍보 전략 분석 및 사례 SNS 엔터테인먼트 조천백 대표

9 콘텐츠로 비즈니스하는 이야기 72초 TV 서권석 마케팅 이사

10 광고 수익 최적화 실전 전략 김범휴 유튜브 부장

11 플랫폼별 채널 홍보 전략 분석 및 사례 백욱희

12 저작권, 윤리교육 박주희 변호사

13 A-영상디자인교육1 / B-캐릭터개발1 A-조병희/B-박칠순

14 A-영상디자인교육2 / B-캐릭터개발2 A-조병희/B-박칠순

15 A-영상디자인교육3 / B-캐릭터개발3 A-조병희/B-박칠순

16 최종 PT
CY 크리에이티브 이창영 대표, MCN 협회 유진
희 사무국장

[표 4-16]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의 1인 크리에이터 심화교육 내용(부천대) 

11 실제 광고 스탭의 제작 과정 특강(촬영/조명) - 시연 조병희 감독

12 실제 광고 스탭의 제작 과정 특강 (촬영/조명) - 실습 조병희 감독

13 에프터 이펙트의 이해 - 텍스트, 이펙트 - 시연 CY크리에이티브 신우석 실장

14 에프터 이펙트의 이해 - 종합 (시연 및 실습) CY 크리에이티브 백욱희 실장

15 에프터 이펙트 실습
CY 크리에이티브 신우석 아트팀 실
장

16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최종발표
MCNA 유진희 사무국장 / CY 크
리에이티브 이창영 대표

경기콘텐츠진흥원 성남영상미디어센터의 글로벌 교육과정은 MCN업체인 트레져헌터에 의

해 운영되었다. 글로벌 교육과정이지만 다른 크리에이터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과 차별화된 

주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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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는 법을 익히고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전업 1인 크리

에이터 희망자)

- 20명 내외(무료)

교육일정 2018년 3월 14일~16일, 총 24시간(오전 9~오후 6시)

구분 교육명 내용 및 결과물

[표 4-18] 크리에이터 창업 특화 프로젝트 교육 과정(2기) 

교육개요
- 글로벌 전문가 과정은 글로벌향 콘텐츠 제작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크리에이터 교육 및 지원

교육장소 성남영상미디어센터(20명)

교육기간  9월 18일 ~11월 20일 / 매주 월요일(오후 1시-5시)

교육기관 트레져 헌터

구분 세부내용 강사

1 산업의 이해 및 글로벌 크리에이터 성공사례 고동기, 에드워드

2 글로벌 콘텐츠 기획 및 유튜브 기초 교육 김지연,고동기

3 영상촬영 교육 기초 박석주,김소리

4 영상 편집 교육 기초 유소정,김은택

5 성공하는 포맷과 핵심팁 소개 유소정,김은택

6 썸네일, 채널아트 디자인 교육 김은택

7 개인 채널 생성 및 코칭 유소정,황성근

8 라이브 플랫폼 설정 및 세팅, 송출 고동기,윤석원,최시준

[표 4-17] 성남영상미디어센터의 1인 크리에이터 글로벌 교육 과정 

4)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의 크리에이터 창업 특화 프로젝트 2기는 콘텐츠 사업화 과정으로써 유

튜브 구독자 1만명 만들기를 위해 전업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

육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세부 주제

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튜브 플랫폼 초점을 맞추어 유튜브에서 마케팅/채널

운영/성과측정에 대한 교육, 영상 촬영/편집 실습, 콘텐츠 기획과 실습, 유튜브 채널운용 방

식과 지속가능한 운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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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마케팅 관점에서 발본 채널 
포지셔닝(2시간)

- 4p관점에서 바라보는 내 채널 포지셔닝하기
- 유튜브 알고리즘 위에 올라타기 위한 전략 수립
- 키즈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 살펴보기
- 유튜브 성과측정을 위한 툴 소개 및 활용법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콘텐츠 
기획(2시간)

- 자기만의 채널(큐레이션) 컨셉과 아이템 정하기
-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vs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
- 기획을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한 10가지 코드
- (실습) 나만의 웹큐레이션 유튜브 태널 컨셉과 아이템 정하기

촬영 기초 및 장비 
선택법(4시간)

- 꼭 알고 시작해야 하는 사진/영상 기초 이론
- 내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장비 선택법 3단계
- 영상 퀄리티를 높이는 촬영노하우
- (실습)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 운용 가이드

3/15

유튜브 크리에이터 실행 
방법론(4시간)

- 주제 영역 탐색/식별하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크리에이터 노하우
- 큐레이션한 콘텐츠 SNS를 통해 공유/유통하기
- (실습)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 운용가이드

영상편집1: 단계별 워크플로우 
익히기 (4시간)

- (실습) 편집 툴 화명 구성 및 필수 기능 익히기
- (실습)워크플로우 익히기1: 다양한 소스(이미지/비디오/오디오) 클립 관

리
- (실습) 워크플로우 익히기2: 러프컷 편집(필수 단축키 습득)
- (실습)워크플로우 익히기 3: 편집 수정 및 보정하기
- (실습)워크플로우 익히기4: 오디오(SE/BGM),자막, Voiceover 녹음기능사

용

3/16

영상편집2: 시간을 아끼는 
편집노하우(4시간)

- (실습) 노하우1: 최종 영상 검수 및 용도에 맞게 Export 하기
- (실습)노하우2: 소스 마켓 이용하여 손쉽게 영상 퀄리티 올리기
- (실습)노하우3: Chrome Key 합성, 멀티앵글 멀티캠 작업

지속가능한 
채널운영방법론(4시간)

-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지속가능을 위한 3가지 조건
-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수입 다각화 전략
- 수익을 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방법 3가지 
- (실습)내 유튜브채널/콘텐츠 간단하게 발표해보기
- 최종 Q&A 및 피드백 총평

 아이디어 개발과정 창작아카데미 중 1인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창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4회(4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1기는 뷰티 크리에이터 클래

스, 2기부터는 1인 영상크리에이터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고, 2기에서 4기까지 교육

내용은 동일하다. 

창작 아카데미 3기: 1인 영상크리에이터 클래스는 오디오와 특수효과 교육내용을 포함하였

고, 창작 아카데미 4기: 1인 영상크리에이터 클래스는 다른 교육의 기본교육 프로그램과 마

찬가지로 영상 기획, 편집/촬영(조명), 콘텐츠 반응 분석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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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는 가람, 1인 미디어 분야 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 20명 내외(무료)

교육일정 2018년 1월 25일~3월 15일, 총 6주 40시간(매주 목 2시~10시)

구분 교육명 내용 및 결과물

1/25 영상기획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2/1 영상유통전략 - 타인은 왜 내 콘텐츠를 봐야 하는가?

2/8 영상촬영
- 창작자에 맞는 영상 필요 도구 찾기
- 카메라 기능 완전 정복하기 

2/22 영상촬영
- 빛과의 싸움! 영상의 8할은 조명
- 이제는 오디오의 시대!
- 특수효과를 통한 영상 퀄리티 높이기 

3/8 영상편집 - 영상편집의 3단계

3/15 심화 콘텐츠 제작 과정
- 레퍼런스 분석/ 디지털 콘텐츠 동향 
- 나의 콘텐츠가 살아남기 위한 필살기 제작 

[표 4-20] [창작아카데미 4기] 1인 영상크리에이터 클래스 

교육대상
 -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는 가람, 1인 미디어 분야 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 20명 내외(무료) 

교육일정 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18일, 총 5주 40시간(매주 목 2시~10시) 

구분 교육명 내용 및 결과물

12/21 영상 창작의 준비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 타인은 왜 내 콘텐츠를 봐야 하는가?

12/28 내게 맞는 영상도구 찾기
- 부드럽게 스며드는 나의 콘텐츠
- 창작자에 맞는 영상 필요 도구 찾기

1/4 카메라와 조명에 대한 이해
- 카메라 기능 완전 정복하기 
- 빛과의 싸움! 영상의 8할은 조명

1/11 영상에 양념치기 
- 이제는 오디오의 시대!
- 특수효과를 통한 영상 퀄리티 높이기 

1/18 영상편집의 Ato Z
- 영상편집의 3단계
- 에티팅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

[표 4-19] [창작아카데미 3기] 1인 영상크리에이터 클래스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의 “[아이디어 융합과정] 우끼다 프로젝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

성”은 1인 미디어 교육과 1인 미디어 멘토링으로 구분되어 진행된 특징이 있었다. 이를 구

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미디어 교육은 스토리텔링(스피치 강의), 보이스 트레이닝, 

이미지 창출 및 메이크업을 제공하여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소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유튜브 

마케팅 수익구조, 촬영/편집 등과 같이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동일한 교육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인 미디어 멘토링은 현직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여 예비 크리에이터에게 개별 도움을 

주고, 방송국과 스튜디오 견학, 프로필 촬영과 명함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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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우리는 끼로 산다!“ 프로젝트는 예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진행 

- 30명 내외(무료)

1인 미디어 교육[2017.2.15.~2.24(1회 4시간/7회/28시간)]

구분 교육명 세부 내용 

1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 1인 미디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말의 전달력을 위한 스피치 강의

2 보이스 트레이닝 - 호감가는 보이스를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 강의

3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1인 미디어의 특성상 호감가는 이미지를 

위해 스스로를 위한 브랜딩

4 이미지 메이킹 메이크업 - 메이크업의 기초부터 색조까지 전반적인 메이크업과 관련된 강의 

5 유튜버 수익구조 및 유튜브 마케팅 - 실제 유튜브의 수익구조에 대한 강의 및 유튜브 마케팅과 홍보

6
영상: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위한 연출 

기법
- 촬영의 기본 소양 및 연출 기법 등의 강의

7 영상장비 기법&기술
- 영상장비를 다루는 법 등 간단한 편집과 영상 촬영 전 후의 기술

과 기법 강의 

1인 미디어 멘토링[2.27~3.24(1회 4시간/6회/25시간)]

1 현직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는 1인 미디어 멘토링 수업

2 방송국 및 스튜디오 견학

3 수강생 프로필 촬영 및 명함 제작 

[표 4-21] [아이디어 융합과정] 우끼다 프로젝트  

교육대상 - 청소년 이상 누구나(무료)

구분 교육명 세부 내용 

1부 크리에이터 입문/스튜디오 시설 장비 활용 토요일 16시

2부 YouTube 마케팅 2.0 제안과 접근 전략 토요일 19시

3부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Youtube 콘텐츠 촬영 일요일 16시 

4부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Youtube 콘텐츠 편집 일요일 19시

[표 4-22]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시즌2   

5) 부산콘텐츠미디어랩   

부산콘텐츠미디어랩의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시즌2는 총 4부로 나누어 유튜브에 올릴 콘텐

츠를 촬영/편집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튜브에 올릴 영상콘텐츠를 촬

영과 편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매우 기초적인 간략형 교육이라 할 수 있다.  

6)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산하)의 신역량스쿨에서 2016년에 실시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은 ㈜오데프와 함께 개설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크리에이터 교육 중 가장 고가(50만원)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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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 1인미디어에 관한 지식과 기술 함양 및 1인 미디어를 통한 취업, 자기계발 등의 

연계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음 

교육대상

- 영상 및 영상제작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울MCN (1인미디어) 제작 기획사에 

취업을 원하거나 실무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관련 예비창업자, 영상학과,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등 관련학과 졸업자/예정자 우대

교육기간 2016년 9월26일 ~ 11월 26일 (목 ~토) / 240시간 내외 교육 진행  

주요참여강사 - 김건우 , 이원석, 이다영, 손주성 

구분 과목명 세부내용 교 육 시 간

[표 4-24]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내용 

교육개요

- 3개 과정반 중 택1하여 신청(월/수요일 과정반 14:00~17:00, 화/목요일 과정반 

14:00~17:00, 토요일 과정반 13:00~19:00)

- 크리에이터로 창업, 창직, 취업 등을 원하는 서울시민

교육장소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3층(학여울역)

교육기간  2016. 6. 13(월) ~ 7. 9(토) <4주>

교육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오데프

구분 세부내용

1 - 일인 창작자 정의 및 현황

2 - MCN 산업개요, 비즈니스 및 수익모델 구축

3 - 컨셉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4 - 제작 Tool kit 활용법

5 - 컨텐츠 구성 및 분석(1차 촬영 및 분석)

6 - SNS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7 - 실전제작, 플래폼 및 소셜미디어 등록

8 - 수료 및 시상(현직 크리에에터 및 소셜미디어 전문가 특강)

[표 4-23] 서울산업진흥원 미디어크리에이터 교육 과정 

로그램이었다. 총 3개반(월/수 과정반, 화/목 과정반, 토요일 과정반)으로 나누어서 동일한 교

육이 실시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 교육과정은 2016년에 개설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발전된 형태의 교육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교육내용은 미디어 트렌드 변화와 플랫폼에 대한 이해, 방송 

연출과 기획, 방송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실습 활용, 스피치 및 프리젠테이션 실습, 

인기 크리에이터 사례 분석, 채널 마케팅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기관에 비해 교육시

간이 240시간으로 상당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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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리엔테이션

- 방송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 및 프로젝트 발표 
- 프로세스와 성과 측졍 안내 (평가)

- 팀 구성 및 세팅
- 주간 개인&팀 과제  

8시간

1
미디어 트렌드와
플랫폼의 이해

- 미디어 트렌드와 MCN

- 1인 크리에이터 성공과 영향력
- 유튜버와 BJ, 팟캐스트
- 1인 미디어 방송 제작 과정 - 영상, 팟캐스트
- 영상 플랫폼의 이해 
- 음성 플랫폼의 이해 

24시간

2 방송 연출과 기획실습

- 방송 포맷 탐구
- 방송 채널 개설과 브랜딩
- 기획 실습 후 발표
- 플랫폼 게재 및 활동 진행
- 팀 구성하기 : 팀별 3~4인 구성
- 방송 아이템 브레인 스토밍
- 방송 아이템 구체화 및 기획안 작성 

48시간

3
스피치 커뮤니케이과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 1인 미디어 콘텐츠 프레젠테이션
- 채널을 고정하는 스토리텔링 
- 방송 글쓰기 
- 방송 전달력을 위한 호흡과 발성 
- 방송 MC&리포트 실습 &모니터링 
- 즉석 스피치 실습 

24시간

4
인기 크리에이터 사례연구와 

조사발표

- 유튜브 개인방송 프로그램 소개
- 인기 에피소드와 성공 사례
- 유튜브 진행자 라이프사이클
- 팟캐스트 개인방송 프로그램 소개
- 인기 에피소드와 성공 사례
- 팟캐스트 진행자 라이프사이클 

24시간

5
영상 장비 기술 습득과 방송 

제작 실습 

- 유료프로그램의 이해 - 프리미어
- 무료프로그램의 활용 - 공개소프트웨어
- 촬영 장비 익히기와 촬영 실습 
- 콘텐츠 제작과 피드백 - 팀& 개인과제 

40시간

6

팟캐스트 실습
오디오 편집 기술 및 사운드 

디자인 

- 팟캐스트 제작 이해와 실습
- 팟캐스트 방송 진행 스타일 분석 
- 나에게 맞는 팟캐스트 방송 스타일 찾기
- 방송 구성과 전략적 방송 글쓰기
- 오디오 편집의 이해 
- 사운드디자인과 방송 게재 진행 
- 방송 제작 실습과 발표 (팀 운영)

40시간

7
콘텐츠 마케팅과 홍보,

전략수립과 발표 

- 유튜버, BJ 활동으로 수익모델
- 기업 협업 사례 소개
- MCN 사업자 파트너쉽
- 팟캐스트 수익모델 정리
- 1인미디어 콘텐츠 수익모델 총정리 

24시간

8 크리에이터특강 현직 크리에이터 특강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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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 제주도민들의 영상문화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 전문 영상 인적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주지

역의 차세대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 제주도내 일반인/청소년 중 영상제작 경험자 또는 크리에이터 지망생. 현재 블로그/Youtube

채널 운영자

- 15명, 교육비 3만원 

교육장소 성남영상미디어센터(20명)

교육기간  2017년 4.18 ~7.13 (매주 화/목 1시-4시) 총 26회

교육기관

구분 세부내용 강사

개괄
1 오리엔테이션, MCN 개념 및 등장배경 제주영상위원회

2 국내외 MCN현황, MCN 장르분석 및 사례 MCN담당자

장르
3 MCN 장르분석 및 사례1 MCN담당자

4 MCN 장르분석 및 사례2 제주영상위원회

특강 5 크리에이터 특강 크리에이터

실습1
6 콘텐츠 기획: 역량 평가 제주영상위원회

7 콘텐츠 발표: 과제 수행 결과 품평 제주영상위원회

실습2
8 콘텐츠 기획: 역량 평가  제주영상위원회

9 콘텐츠 발표: 과제 수행 결과 품평 제주영상위원회

특강 10 크리에이터 특강 크리에이터

수익 
모델

11
MCN 비즈니스의 흐름1: 콘텐츠 기반 수익모델(기부형, 아이템, 유료 
오리지널 콘텐츠, MD상품, OSMU등)

MCN 담당자

12
MCN 비즈니스의 흐름2: 광고 기반 수익모델(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수수료 배분, v-commerce, 콜라보 브랜드, PPL 등)

제주영상위원회

기획
13 콘텐츠 제작 및 채널 브랜딩 전략 기획안 초안작성1 크리에이터

14 콘텐츠 제작 및 채널 브랜딩 전략 기획안 초안작성2 제주영상위원회

특강
15 크리에이터 성공 경험담 및 노하우1 크리에이터

16 크리에이터 성공 경험담 및 노하우2 크리에이터

실습3
17 콘텐츠 기획: 역량 평가 제주영상위원회

18 콘텐츠 발표: 과제 수행 결과 품평 제주영상위원회

실습4
19 콘텐츠 기획: 역량 평가 제주영상위원회

20 콘텐츠 발표: 과제 수행 결과 품평 제주영상위원회

[표 4-25] 제주영상위원회 전문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 

8) 제주영상위원회 

 전문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은 총 26회 78시간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시간은 앞서 

살펴본 일반적 교육보다 30시간 정도 많았다. 양성교육 프로그램 내에는 MCN에 대한 기본

지식(개념, 현황, 장르 등),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분석/지표 해석, 저작권/윤리 교육이 제공

되었으며, 이와 함께 실습/품평, 제작 실습/품평과 같이 제공되었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의 특

강이 주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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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21

주요 동영상 플랫폼 특징 분석:VOD와 LIVE비교(유튜브, 페이스북, 아
프리카)

MCN 담당자

22 실시간 방송 실습(1-3인의 개인/팀으로 진행, 팀별 모니터링) MCN 담당자

분석 23 콘텐츠 지표 읽기(댓글, 조회수, 구글 애널리스틱 등) MCN 담당자

법률 24 저작권, 윤리교육 로스쿨 교수

계획
25 기획안 수정 및 채널 운영계획 발표1 MCN 담당자

26 기획안 수정 및 채널 운영계획 발표1 크리에이터

교육개요

- 유튜버 양성 및 취·창업 프로그램인 「1인 방송콘텐츠 제작자 양성 및 MCN 실무교육」
- 수료시 교육기간 내 일정 중식비, 교통비 지원
- 수료시 취·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최근 3개년 간 취·창업률 50% 이상)

- 인기 유튜버 및 SNS 등에서 수익을 창출 중인 인기 계정보유자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특강 
행사 참여 혜택 등

- 선발인원 : 총25명

교육기간 2018년 6월 중순 ~ 8월 중순 / 주5일, 총 300시간 이수※추후 확정

프로그램

(예정)

- 1인 영상을 유튜브(Youtube),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 막대한 수익을 창출
하는‘유튜버’의 성공 전략

- 방송사 등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유통과 관련한 분야로 취·창업할 수 있는 직무지식(영상편
집 기초 포함) 및 세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

- 유명 취업포털 전담 멘토가 진행하는 성공 자기소개서 및 면접 특강, 개인별 1:1 멘토링 등

[표 4-26]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1인 방송콘텐츠 제작자 양성 및 MCN 실무교육 

9)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2018년 사업은 모집공고가 나고 모집기간 내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 프로그램은 발표되지 않고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창

업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교육사업으로 판단된다. 

2017년 실시된 1인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을 보면, (1) 1인 방송콘텐츠 제작

자 전문교육, (2) 방송학개론, 1인 미디어 바로알기, 콘텐츠 제작 등, (3) 브레인 스토밍을 통

한 콘텐츠 제작, (4) MCN 및 방송국 관련 전문가를 통한 실무중심교육, (5) 1:1 멘트링시스템 

도입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기초교육과 함께 실무교육, 실습과 멘토링을 통해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창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경계혁신센터의 교육지원사업은 MCN에 대한 교육과 함께 창업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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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 모집대상 : 고등학교 · 대학교 졸업 ( 졸업예정자 포함 ) 이상 만 39 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 창업을 원하는 자
○ 교육장소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사무소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내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 모집인원 : 25 명 이내

교육기간

○ MCN 교육 기간 : 2017. 7. 10. ~ 12. 31.

○ 교육시간 
- 2017. 7.15. ~ 8.30.(영상콘텐츠 교육 매주 수, 금 10~17시)

- 2017. 9. 1. ~ 12.31.(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일정 맞춤형 진행 예정)

교육내용

○ MCN 개념 및 현황
○ MCN 장르분석 , 레거시미디어 , 비즈니스의 흐름
○ 플랫폼 분석과 실시간 방송 실습
○ 영상기획 , 기초 (장비 , 구도 , 촬영기법), 실습 (촬영 , 음향 , 녹음 , 자막 , 편집 , 프리미어 : 프

로젝트 진행)

○ 영상 관련 분석 , 법률
○ 창업 관련 회계 , 법률 , 경영 , 자금 등
○ 해커톤 , 크리에이터 성공 경험담 및 노하우
○ 1:1 맞춤형 멘토링 (영상제작 , 창업)

지원내용

○ 교육비 일체 무료
○ 창업지원금 총 4000 만원 지급 ( 수료 90% 이상 , 심사 후 차등지급 )

○ 실습 장비 임대
○ 시외 교통비 및 중식 제공 (해당자에 한함)

○ 성공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연계
○ 1:1 맞춤형 창업지원

[표 4-27]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MCN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지원사업 

1인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이 취업과 창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을 지원하지는 않

았다. 반면, 강원창조경계혁신센터의 프로그램은 1:1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최대 4천만원까지 

창원지원금을 지급하며, 창업교육(회계, 법률 등)을 실시하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11)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MCN업체 중 하나인 미디어자몽과 함께 천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MCN 크리에이터 스쿨이라는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진행하였다. 내

용은 예비 크리에이터에 맞추어 기본교육부터 촬용/편집, 콘텐츠 직접 제작 실습/품평회, 성

과분석 및 채널 마케팅, 저작권 교육 등까지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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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영상콘텐츠 분야 취업 활성화
○ 콘텐츠 보유자 및 기존 창업자의 콘텐츠 마케팅 효과 제고 및 수익창출

교육 대상 및 
일정

○ 천안시민 및 천안 관내 대학 재·휴학생 중
○ 교육기간 : 2017. 10. 17.(화) ~ 2017. 12. 19.(화) / 주2회 / 총 19강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 오후3시~오후6시 (3시간)

○ 교육장소 : 충남콘텐츠코리아랩 7층 비빔마루

우수
교육생 
혜택 

○ 최우수상(1팀) : 상금 100만원, CGV용산 오픈스튜디오 공개방송 1회 개최 특전
○ 우 수 상(1팀) : 자몽 미디어센터 논현 스페이스 이용권

구분 커리큘럼 세부내용

1강 오리엔테이션 - 강의소개

2강 1인 미디어의 이해 - 트렌드와 포맷의 이해

3강 1인 미디어 콘텐츠 수익모델 - 플랫폼별 수익 창출 전략

4강 방송 기획과 활용 - 방송 콘텐츠 기획, 활용방법과 전략 수립

5강 크리에이터 초청강의

6강 기획안 품평회

7강 영상 촬영의 기초 쌓기 - 영상 촬영의 이해, 기본적인 카메라 작동방법 실습

8강 영상편집의 기초 이해하기
- 영상/오디오 편집 방법 개론
- 프로그램별 차이

9강 콘텐츠 제작 실습 - 영상/팟캐스트 콘텐츠 직접 제작실습과정

10강 크리에이터 초청 영상편집실습

11강 영상 디자인의 중요성과 이해 - 영상 디자인, 이미지 시각화 작업

12강 미디어 트렌드 & 플랫폼 활용 - 글로벌 미디어트렌드, 플랫폼별 활용 전략

13강 채널 마케팅 교육 - 마케팅과 블랜딩 콘텐츠 PR전략

14강 중간 점검 및 채널 전략 발표 품평회 - 콘텐츠 중간 점검, 개선방법 토의

15강 성공하는 콘텐츠 케이스 스터디 -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분석

16강 크리에이터 저작권 & 리스트 관리 - 저작권 프리 활용법, 크리에이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17강 유튜브 분석으로 효과측정하기 - 채널의 실적과 지표 읽기, 채널 확대전략

18강 글로벌 채널 만들기 및 최종 점검 - 클로벌 채널 전략 및 최종 콘텐츠 점검

19강 제작발표회 - 콘텐츠 최종 발표 네트워킹 파티

[표 4-28] 충남문화산업진흥원 MCN 크리에이터 스쿨  

12)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민간 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부분에 위치시켰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이 서울시 산하의 서

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개설한 미디어콘텐츠창작자 교육은 촬영, 연출, 조명, 메이크업, 오디오, 

법률 등 보다 실무에 가까운 형태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명, 메이크업, 저작권 등

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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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과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
와 정보 그리고 끼를 담아 공감하는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싶은 개인방송창작자 또
는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인터넷방송제작 교육과정 제공

- 나이, 성별 제한 없음. 25명 
- 54시간의 실습 중심의 강연과 팀별 5회차 이상의 콘텐츠 제작

교육기간  2016. 9. 21 ~ 11.15 <매주 수/목/금 1회 3시간>

구분 세부내용

1 토크쇼 -미디어콘텐츠창작자란? 콘텐츠시장과 MCN

2 2회 -방송(인터넷방송) 제작과정-인터넷중계 전체과정 실습

3 4회 -촬영(방송용카메라 기초에서 생중계까지)

4 2회 -연출/제작

5 2회 -방송출연(발성/방송해설, 연기/이미지연출)

6 1회 -방송메이크업(화면 잘 받는 메이크업과 의상연출)

7 2회 -조명(방송조명과 인터넷방송 최적화 조명)

8 2회 -오디오(촬영과 녹음, BGM/효과음)

9 2회 -그래픽(방송용 그래픽, 타이틀과 모션그래픽 기본)

10 1회 -인터넷방송과 저작권(기본, 주의사항)

11 1회 -동영상콘텐츠 배포

12 1회 -MCN비지니스 국내외 현황

13 2회 -인터넷방송 기획

14 3회 -특강(AR, 360, 드론 등 특수촬영/ 콘텐츠마케팅/스토리텔링)

[표 4-29]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의 미디어콘텐츠창작자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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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주최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 

MCN 업체들은 자사 매니지먼트팀을 이용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유한 스튜

디오와 장비 등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MCN 업체들의 교육 내용은 주로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MCN 

업체는 자체적으로 예비 크리에이터나 MCN산업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며, 앞서 살펴본 바 같이 공공기관과 협업 또는 위탁을 통해 예비 크

리에이터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하며, 특강을 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실시되기 때문

에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MCN 업체별 주요 교육 현황이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이아TV

다이아TV는 국내 MCN업체 중 가장 많은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들 파트

너십을 맺은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제작 전문 스튜디오를 제공하면서, 촬영 및 편집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와 청소

년을 대상으로 영상제작/기획 교육,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전수, 네이버 TV캐스트 운영 지원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이아TV는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기획, 촬영, 편집에 관한 고급 기술 및 채널 운

영 노하우를 교육하며, 교육을 수료한 크리에이터는 스튜디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스튜

디오에 제작 전문 인력이 상시 상주하기 때문에 장비 지원 및 촬영/편집 교육 등 파트너 교

육을 받을 수 있다(다이아TV 홈페이지 참조).  

2018년 2월 다이아TV는 광고주와 창작자들을 연결하는 창작 지원 시스템 ‘에코넥

션’(Econnection)을 개발하면서, 창작자 교육 및 글로벌 체험 행사를 확대해 직업으로서의 크

리에이터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

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 트레져헌터

트레져헌터는 2016년 5월 트레져헌터 미디어크리에이터 평생교육원 인가 획득하였고,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및 서울영상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였다. 트레져헌터는 서울스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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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장비 지원 및 촬영/편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청소

년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한 ‘키버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트레져헌터의 담당 매니저들이 소속 1인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의 성과를 통계 분석하여 지원하

고 있으며, 월별/분기별 촬영, 편집 기술 및 채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

다.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한 카메라 선택, 렌즈, 조명, 마이크, 삼각대, 짐벌 등 장비 교육을 실습

과 병행해 실시하였다. 

트레져헌터는 2016년 2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

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교육이라는 외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교육에서는 

트레져헌터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하였고, 콘텐츠 기획/제작/편집 등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였다. 

키버 아카데미25)는 2014년과 2015년에 운영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레져헌

터에 소속된 크리에이터 ‘양띵’, ‘악어’, ‘잉여맨’, ‘최고기’, ‘릴마블’, ‘스팀보

이’ 등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회 키버 아카데미에는 약 100명, 2회 키버 아카데미

에는 350명 정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3) 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

레페리는 뷰티와 패션에 집중하는 MCN에 해당한다. 2014년 8월부터 잠재력이 있는 예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를 시작하였다. 크리에이터 육

성 아카데미는 유튜브 한국지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태이다. 아모레퍼시픽, 로레알컴퍼니, 

록시땅, 클리오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는 2015년 총 6

회가 진행되었고, 회당 20명 정원으로 총 120명의 뷰티/패션 크리에이터의 교육을 시키고 이

들을 데뷔시켰다. 교육내용은 플랫폼 활용법, 촬영/편집/기획/디자인에 대한 강의와 멘토링을 

약 4주간 제공하고 있다(Platum, 2016). 구체적으로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유튜브 사용

법, 뷰티 영상에 대한 이해, 동영상 기획/편집/촬영, 초보 유튜버들이 알아야할 팁과 성공적

인 유튜버가 되기 위한 전략, 포토샵 등을 이용한 디자인하는 방법, 유튜브에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데뷔한 이후에는 멘토링, 채

널활용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광고를 유치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레페리는 텐센트그룹과 함께 Mnet의 ‘프로듀스 101’과 유사하게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선발하는 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즉 2015년 9월 중국 뷰티 크리에이터를 

뽑는 ‘워더메이쫭꾸에이미’(나의 절친 메이크업)를 중국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시한 바 있

25) ‘키버’는 키즈와 유튜버를 합성한 용어이며, 텍스트로 작성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아
카데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jVYTe_4yz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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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 예비 크리에이터 30명 대상 유료(35만원) 교육  
- 상암스페이스 내 스튜디오 무상 사용, 교재 증정 
- DMC 홍보관 3층 1인미디어&MCN 체험관

교육기간  2017. 11. 10 ~ 12.15

횟차 일정 세부내용

1주 2017.11.10 - 1인 미디어 트렌드와 포맷의 이해

[표 4-30] 미디어자몽의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아카데미 3기

다. 레페리는 오디션을 통해 스타성과 열정을 가진 인물들을 선발한 뒤 촬영, 편집, 기획, 디

자인 등 4주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트레이닝도 시킨 것

으로 알려져 있다(미디어오늘, 2017; 주간동아, 2017).   

4) 샌드박스 네트워크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의 성장 사이클에 따른 커리큘럼을 개발해 데이터 분석과 함께 교

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샌드박스는 교육 프로그램 샌드박스 아

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 유망주를 발굴해 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기 

위해 5주간 기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은 오디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샌드박스의 크리에이터 파트

너십 팀 매니저가 크리에이터에게 1:1 콘텐츠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하고, 소속 크리에이터들

이 멘토링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식 멘토로는 샌드박스 대표적 크리에이터인 ‘운학’, ‘잠

뜰’이 있다. 2016년 1기, 2017년 2기 선발했으며, 1기의 15팀 선발에 총 2241명 지원하며 경

쟁률 146대1을 보이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17). 

5) 미디어자몽

미디어자몽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아카데미 및 키

즈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크리에

이터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미디어자몽 홈페이지 참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6주 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인 미디어 또는 

1인 방송에 관심 있는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강사로는 김건우 미디어자몽 대

표, 신지현 마이셀렙스 대표 등이 나서고, 유료(35만원)로 진행되었다. 수강한 사람들에게 주

어지는 혜택은 몽미디어센터 상암 스페이스 내 스튜디오 무료 사용(교육기간 내, 사전 예약 

필수), 교육 교재 무료 증정(도서 <1인미디어 당신의 콘텐츠를 캐스팅하라!>), 우수 수강생을 

대상으로 MCN 크리에이터 계약(MCN 기업 추천)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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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콘텐츠 수익 모델 안내
- 플랫폼 수익 창출 전략

2주 2017.11.17
-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습과 활용: 장비, 기술교육
-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습실 이용: 소프트웨어 활용

3주 2017.11.24
- 1인미디어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딩
- 콘텐츠PR 전략 및 실행: 언론홍보와 디지털 마케팅

4주 2017.12.1

- 라이브 방송 소개와 글로벌 라이브 방송 트렌드(중국 왕홍 등)

- 라이브 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 유튜브 마케팅 전략 소개

5주 2017.12.8
- 조회수와 구독자 늘리는 콘텐츠 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마이셀렙스 빅데이터 분석과 콘텐츠 반영 실습

6주 2017.12.15
-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발표와 평가
-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펀딩 기획과 IP 개발

회차 일정 내용

1주
2017.4.6.(목)

2017.4.8.(토)

o 1인미디어 트렌드와 포맷의 이해
o 키즈크리에이터 성공사례와 수익모델  
- 1인미디어 트렌드와 포맷 이해 
- 1인미디어/ MCN/ 크리에이터  
- 미디어콘텐츠 소비 변화  
- 키즈 콘텐츠 포맷과 글로벌 트랜드  
- 1인미디어 콘텐츠 수익 모델 안내 
-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익구조 분석과 특징 이해플랫폼 수익 창출 전략  
- 수익창출 플랫폼과 세팅 방법  
- 키즈 콘텐츠 글로벌 진출 사례 

2주
2017.4.13.(목)

2017.4.15.(토)

o 콘텐츠 제작 -영상/음향장비 안내와 소프트웨어 활용법 
- 키즈 크리에이터 콘텐츠 촬영노하우 
- 키즈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획/ 컨설팅 
- 프로그램 별 카메라·조명 셋팅 노하우 
- 개인별 콘텐츠 촬영과 방송운영 노하우
- 영상 프로그램 제작과 편집 
- 소프트웨어 종류와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 선택하기 

[표 4-31] 미디어 자몽의 키즈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미디어자몽의 키즈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서울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자

녀를 키즈 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고 싶거나, 키즈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부모, 아이

와 유튜브로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키즈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키즈 콘

텐츠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형태의 교육이다. 미디어자몽은 2017년 4월 6일부터 4주 동안 상

암동 DMC 1인 미디어 체험관에서 평일반(목요일 오후 7-9시)과 주말반(토요일 오후 3-5시)으

로 나누어 제1기 키즈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진행한 바 있다. 2018년 4월 중순부터 진행되

는 키즈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자몽미디어센터 

상암 1인미디어체험관과 CGV용산아이파크몰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1인 미

디어 트렌드와 포맷,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창출 전략과 마케팅 등

이다. 교육비는 33만원, 수강인원은 20명이다(미디어자몽, 2017; ZDNet Kor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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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장비 이해 
- 촬영 기법과 연출 방법 
- 액션캠 짐벌 활용법 

3주
2017.4.20.(목)

2017.4.22.(토)

o 영상 제작 실습 안내 (노트북 지참 필수)

-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과 편집 
- 영상편집 툴 이해하기 (기본편)

- 프리미어, 무비매이커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하기 
- 효과적인 영상 효과 툴 선택과 활용 : 애프터이펙트, 플러그인 활용법  
-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편집 : 포토샵/일러스트 
- 빠르고 간편한 사진보정·썸네일 디자인, 자막 디자인 
- 조명의 이해와 활용 
-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조명 활용과 사례

4주
2017.4.27.(목)

2017.4.29.(토)

o 비디오 콘텐츠 마케팅과 수익화 전략  
- 유튜브 채널 운영 노하우 
- 유튜브 채널 개설과 MCN 방송운영 노하우 
-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 이해와 활용 
- 유튜브 플랫폼 시스템 이해
-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유튜브 저작권과 알고리즘 
- 영상/오디오 콘텐츠 소스와 활용 방법 
- 유튜브 스튜디오 이해하기 
- 콘텐츠 플랫폼 이해하기와 글로벌 채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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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공공기관의 1인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며 예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교육프로그램

은 유료이지만 3~10만 원 정도로 높지 않으며, 청소년 또는 특정 나이(만24세) 이하의 경우

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거나, 목표달성 방식을 적용하여 출석률 70% 이상이면 100% 환불

해주는 체계로 운용되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출석률 80%이상이면 20만원 상당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둘째, 13개 공공기관 중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지속적 사업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5개(한

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천콘텐츠코리아랩, 부산콘텐츠코리

아랩)이었다. 이들 기관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은 

강의, 특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지원 즉 전문가 멘토링, 콘텐츠 기획/개발 활동비 

지원, 페스티벌/상상캠프 참가 지원, 맞춤형 특강/컨설팅 제공, 크리에이터간 네트워킹, 스튜

디오/장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열린 강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유일하

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좌 수는 몇 개에 불과하여 실용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기본과정과 고급과정, 에디터 과정, 국제공동캠프와 같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교육하고 있다. 기본 과정은 더 많이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급 과정으로 이어

지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전문적으로 영상/편집을 할 수 있는 에디터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하였고, 가장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은 해외 기관/사업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지 방문형(태국, 인도네시아)으로 운영된 국제공동캠프이었다. 글로벌 1인 크리에이터를 강

조하면서 강의형태로 진행한 다른 공공기관들의 교육에 비해 차별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가장 활발하게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

한다. 경기도 내 5개 지역에 소재한 교육기관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서울을 가운데 

두고 환형으로 위치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수강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은 기본, 심화, 전문스텝, 글로벌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체

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은 창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뷰티 크리에이터에 특화된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창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은 인천콘텐츠코리아랩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1만 

구독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창업과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였다.  

셋째, 일부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취·창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인천

콘텐츠코리아랩의 크리에이터 창업특화 프로젝트 2기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전업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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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제작/마케팅 등을 교육하였다. 하지만 3일간 총 24

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취창업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지 않

은 한계가 있었다. 

1인 크리에이터의 취·창업에 가장 주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MCN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지원사업이었다. 실제로 교육 내용에 창업 관련 회계/법률/

경영/자금 등에 대한 교육, 영상제작과 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멘토링, 창업지원금 지급

(4000만원 심사후 차등지급), 성공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이 포함되는 등 가장 

진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비해 민간 영역에서의 크리에이터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MCN이 자체 개발하여 제공하는 교육은 대부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사 매

니지먼트팀에서 개발하고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외부

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트레져헌터는 미디어크리에이터 평생교육

원을 인가받아 자사의 교육 시스템을 학점 취득과 연계하고 있다.  

둘째, 일부 MCN업체는 크리에이터교육을 유망한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

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레페리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

데미를 운영하면서, 유망주와 계약을 하면서 글로벌 진출 및 상품판매를 연동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뷰티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교육 기회를 제공 받고, 반면 

레페리는 인재를 발굴하여 국내외 크리에이터로 인큐베이팅하면서 크리에이터들과 연계된 

커머스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 MCN업체들은 자사 내 교육에 머물지 않고, 외부 공공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맺거나 

대행 업무를 맡아 자사의 교육체계를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MCN업체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MCN업체들은 소속 크리에이터를 강사 또는 사례 제시자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MCN업체들이 외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었다. 트레져헌터는 키즈 유튜버를 발굴하는 키버 아카데미를 2014년부터 수차례 

운영해 왔다. 미디어자몽은 키즈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유료로 수차례 운영하고 있다. MCN

업체와 콘텐츠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즉 어

린이와 청소년들이 MCN시장에 더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이들 중 유망주를 발굴해 내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개인미디어콘텐츠 육성방안 연구

Ⅴ. 개인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요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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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2018년3월 현재) 장르 MCN 소속 여부

A 4.3천 지식/정보 X

B 6.2만 게임 O

C 6.1만 라이프 O

D, E 4.5만 뮤직 O

F 3.1만 라이프 O

G 2천 라이프 O

H 9.5만 정보 O

I 2.9만 키즈 X

J 6만 뷰티 O

K 5.1만 키즈 X

L 44.7만 뷰티 O

[표 5-1] 심층 인터뷰 대상자

Ⅴ. 개인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요구 분

석 

1. 분석 방법 : 크리에이터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본 연구는 크리에이터의 요구 사항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

저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환경, 제작 현황, 플랫폼 유통 현황, 크리에이터의 

요구 사항, 개인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와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조사업체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3일

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50만 이하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들로 1주일 

내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업로드 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크리에이터 911명 

대상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가운데 120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13.2%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 전원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120명 가운데 크리에이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11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였다. 

FGI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18년 3월 23일 2시간동안 서울 종로의 한 회의실에서 실시하

였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크리에이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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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7 39.2

여 73 60.8

연령

10대(10세 이상 20세 미만) 23 19.2

20대(20세 이상 30세 미만) 71 59.2

30대(30세 이상 40세 미만) 24 20.0

40대(40세 이상 50세 미만) 2 1.6

[표 5-2] 설문 참여 크리에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특성

1) 크리에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크리에이터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으며, 20대(59.2%, 71명)>30대

(20%, 24명)>10대(19.2%, 23명)>40대(1.6%,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7명(39.2%), 여성은 

73명(60.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소 연령은 14세, 최고 연령은 48세였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25.48세였으며 표준 편차는 6.2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세 이상 30

세 미만의 20대가 71명(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30대 크리에이터는 

24명(20%),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10대 크리에이터는 23명(19.2%), 40세 이상의 50세 미만의 

40대 크리에이터는 2명(1.6%)의 순이었다. 

2) 크리에이터 활동 특성

  콘텐츠 제작 목적에 있어서 설문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들은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본

업으로 하는 전업 크리에이터보다는 콘텐츠 제작을 부업 혹은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61.7%(74명)가 취미 혹은 부업으로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38.3%(46명)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 크리에이터로 확인되었다. 

  운영 장르에 있어서는 한 가지 장르만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는 41.7%(50명)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장르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는 36.7%(44명), 세 가지 이상의 장르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는 21.7%(26명)로 두 가지 이상의 장르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58%로 상대

적으로 많았다. 

  1순위 제작 장르를 살펴보면, 라이프, 뷰티, 게임, 엔터테인먼트, 푸드/먹방, 키즈 장르 분

야의 제작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가 주로 제작하고 있는 장르는 라이프가 21.7%(26명)로 가

장 많았으며, 뷰티 20.8%(25명), 게임 20%(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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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활동 목적
크리에이터를 본업으로 46 38.3

크리에이터를 부업(취미)으로 74 61.7

장르

(1순위)

라이프(여행, Vlog, how-to 등) 26 21.7

뷰티 25 20.8

게임 24 20.0

엔터테인먼트(예능, 토크, 연기, 더빙등) 14 11.7

푸드/먹방 9 7.5

키즈(토이, 놀이, 유아교육포함) 7 5.8

지식/정보(시사, 교양, 학,문화등) 4 3.3

ASMR 2 1.7

음악 2 1.7

기타 7 5.8

장르

(중복응답)

n=216

라이프(여행, Vlog, how-to 등) 64 29.6

뷰티 30 13.9

게임 30 13.9

엔터테인먼트(예능, 토크, 연기, 더빙등) 26 12.0

푸드/먹방 22 10.2

키즈(토이, 놀이, 유아교육포함) 9 4.2

지식/정보(시사, 교양, 학,문화등) 11 5.1

ASMR 5 2.3

음악 6 2.8

기타 13 6.0

[표 5-3] 크리에이터 활동 목적 및 운영 장르

까지의 중복응답을 고려한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라이프 장르의 제작이 29.6%(6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뷰티(13.9%), 게임(13.9%), 엔터테인먼트(12%), 푸드/먹방(10.2%), 지식/정보

(5.1%) 등의 제작이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에 응답한 장르로는 동물, 테크, 실험, 그

림/조각, 영화, 소통, 농업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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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크리에이터 활동 목적

<그림 5-2> 활동 장르 (1순위) <그림 5-3> 활동 장르 (중복응답 N=216)

3) 채널 운영 현황

  채널 개설 기간은 평균 23.64개월로 2년 가까이 되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31개월로 

10년 이상 된 크리에이터도 1명 포함되었다. 영상을 본격 업로드한 기간은 평균 18.61개월로 

1년이 넘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5개월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크리에이터들은 

평균적으로 채널을 개설한지는 2년 정도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업로드하는 데에는 18개월 정

도 된 것으로 나타나 개설에서 본격 업로드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

정된다. 채널을 개설한지 1년 미만 된 크리에이터가 33.3%(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

상 2년 미만 된 크리에이터는 30%(36명), 2년 이상 3년 미만 된 크리에이터는 22.5%(27명), 3

년 이상 된 크리에이터는 14.2%(17명)로 나타났다. 채널을 개설한 뒤 영상을 본격 업로드한 

기간은 1년 미만이 49.2%(59명)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이 26.7%(32명), 2년 이상

은 24.25%(29명)였다. 

  업로드 주기는 주 1회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주 2-3회도 3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격주로 1회 업로드한다는 응답은 9.2%(11명), 주 4-5회, 주 6회 이상은 각각 7.5%(9명), 

월 1회 이하 6.7%(8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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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채널

개설 기간

1년 미만 40 33.3

1년 이상 2년 미만 36 30.0

2년 이상 3년 미만 27 22.5

3년 이상 17 14.2

평균(개월) M=23.64 SD=21.928

본격 업로드 기간

1년 미만 59 49.2

1년 이상 2년 미만 32 26.7

2년 이상 29 24.2

평균(개월) M=18.61 SD=18.636

업로드

주기

월 1회 이하 8 6.7

격주 1회 11 9.2

주 1회 43 35.8

주 2-3회 40 33.3

주 4-5회 9 7.5

주 6회 이상 9 7.5

[표 5-4] 채널 운영 특성 

<그림 5-3> 채널 개설 기간 <그림 5-4> 본격 콘텐츠 업로드 기간

<그림 5-5> 콘텐츠 업로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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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독자 특성

  조사 대상 크리에이터들의 72.5%(87명)가 5만 명 미만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세

부적으로 보면 만 명 미만의 구독자를 확보한 크리에이터가 40.8%(49명)로 가장 많았으며, 

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31.7%(38명)로 나타났다. 5만명 이상 10

만 명 미만은 16.7%(20명), 10만 명 이상은 10.9%(13명)였다.

  구독자의 연령대는 10대가 45%(54명), 20대가 40.8%(49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

며, 30대 9.2%(11명), 10대 미만은 4.2%(5명), 40대는 0.8%(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구독자 수

1만 미만 49 40.8

1만 이상 - 5만 미만 38 31.7

5만 이상 - 10만 미만 20 16.7

10만 이상 13 10.9

구독자

연령대

10대 미만 5 4.2

10대 54 45.0

20대 49 40.8

30대 11 9.2

40대 1 0.8

[표 5-5] 구독자 규모 및 연령대

<그림 5-6> 구독자 수 <그림 5-7> 구독자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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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랫폼 특성

  응답자들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주 이용 플랫폼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89.2%(107

명)가 주 이용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선택하였으며,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각각 4.2%(5명), 아

프리카TV 1.7%(2명), 페이스북 0.8%(1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분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주 이용 플랫폼

유튜브 107 89.2

인스타그램 5 4.2

네이버 5 4.2

아프리카TV 2 1.7

페이스북 1 0.8

[표 5-6] 주 이용 플랫폼 현황

 

<그림 5-8> 크리에이터들의 주 이용 플랫폼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주로 업로드하는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플

랫폼이어서(익숙해서)”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함으로써(M=4.30) 수익보다는 플랫폼에 느끼는 

익숙함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외에 “자신들의 콘텐츠 특성과도 맞아야 하

며”(M=4.09), “플랫폼의 이미지”(M=3.91), “내가 목표로 하는 이용자의 수”(M=3.88), “수

익이 높아서”(M=2.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선택

이유

내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어서(익숙해서) 4.30 0.87

내 콘텐츠의 특성(장르, 타깃 등)과 맞아서 4.09 0.84

플랫폼  이미지가 좋아서 3.91 0.96

내가  목표로 하는 이용자의 수가 많아서 3.88 1.17

수익이  높아서 (광고- VOD형/후원-Live형) 2.93 1.23

[표 5-7] 주 이용 플랫폼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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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주 이용 플랫폼 선택 이유 

  크리에이터들에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에 다른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유통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20명 가운데 74.2%(89명)가 추가 유통 의향을 밝혔다. 현재 

플랫폼에 느끼는 만족도는 크리에이터들은 현재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M=4.45)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수익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이외에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에 얼마나 편리한지(M=4.35), 크리에이터들이 작업할 때의 편의성(M=3.71), 이용자 규모의 확

대 가능성(M=3.64), 수익성(M=.352)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120명 가운데 89명은 현재 플랫폼 외에 다른 플랫폼에도 추가적으로 유통할 

의향이 있었으나, 추가 플랫폼에서 기대하는 만족도는 현재 플랫폼에서의 만족도보다는 낮았

다. 추가 플랫폼에 대한 기대는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한가”(M=3.4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규모(M=3.30), 수익성(M=3.28), 크리에이터 작업 편의

성(M=3.15), 이용자 규모 확대 가능성(M=3.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
현재 플랫폼 만족도 추가 플랫폼 기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용자 규모 4.45 0.69 3.30 0.91

이용자 이용 편의성 4.35 0.65 3.41 0.75

크리에이터 작업 편의성 3.71 0.65 3.15 0.74

이용자 규모 확대 가능성 3.64 0.72 3.12 0.79

수익성 3.52 0.79 3.28 0.82

[표 5-8] 플랫폼 만족도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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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플랫폼 만족도와 기대

 

6) 콘텐츠 제작 현황

  응답자들의 89.2%(107명)가 혼자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응답한 반면, 10.8%(13명)는 팀을 

구성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장소는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장소는 응답자의 74.2%(89명)가 '집'이라고 밝혔으며, 개인 스튜디오 3.3%(4명), 

스튜디오 대여 2.5%(3명), 소속회사 2.5%(3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촬영장소로는 농장, 

회사 사무실 등이 있었다. 편집 장소 역시 응답자의 92.5%(111명)가 집으로 응답하였으며, 개

인스튜디오 2.5%(3명), 소속회사 1.7%(2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장소로는 도서관, 직

장 사무실, 카페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주로 크리에이터가 독립적으로 제

작한다는 점에서 집이 많이 이용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MCN이나 공공에서 제공되는 공

간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편집을 제외한 평균 제작시간은 약 12시간, 편집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시간으로 나

타났으며, 촬영보다 편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작시간은 최소 20

분에서 최대 300시간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773분으로 약 12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을 제외한 촬영 시간은 1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57.5%(69명)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 15.8%(19명)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5%(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촬영에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17.5%(21명)였다. 편집시간

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696분으로 약 11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 시간 역시 1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소요가 49.2%(59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은 23.3%(28명),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10%(12명)로 

나타났다. 편집에 2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15%(18명) 있었다. 

  한편,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만원 미만이 88.3%(10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 107 -

구분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제작 방식
개인 107 89.2

팀 구성 13 10.8

촬영 장소

집 89 74.2

야외 17 14.2

개인 스튜디오 4 3.3

스튜디오 대여 3 2.5

소속 회사 3 2.5

기타 4 3.3

편집 장소

집 111 92.5

개인 스튜디오 3 2.5

소속 회사 2 1.7

기타 4 3.3

촬영 

소요

시간

1시간 미만 5 4.2

1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9 57.5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9 15.8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6 5.0

24시간 이상 21 17.5

편집

소요

시간

1시간 미만 3 2.5

1시간 이상 6시간 미만 59 49.2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28 23.3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12 10.0

24시간 이상 18 15.0

제작 비용

10만원 미만 106 88.3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1 9.2

3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2 1.7

6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 0.8

소재 발굴

일상 63 52.5

방송 영상 11 9.2

다른 크리에이터 콘텐츠 9 7.5

최신 트렌드 분석보고서 9 7.5

[표 5-9] 콘텐츠 제작 방식 

타나 저비용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9.2%(11명)

로 나타났으며,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7%(2명),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도 0.8%(1명)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일상에서 소재를 발굴하는 경우가 52.5%(63명)로 많았으며, 

다른 방송 영상(9.2%)이나 다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7.5%), 최신 트렌드 분석(7.5%) 등을 참

고해 소재를 발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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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외국콘텐츠 7 5.8

관련 서적 5 4.2

기타 16 13.3

<그림 5-11> 제작 방식 <그림 5-12> 촬영 장소 <그림 5-13> 편집 장소

<그림 5-14> 촬영 및 편집 소요 시간 

<그림 5-15> 소재 발굴 <그림 5-16> 평균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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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크리에이터 애로 사항

  크리에이터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M=3.91),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에 대한 어

려움(M=3.83)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업의 안정성과 댓글, 법률적인 문

제(M=3.38), 영상제작의 어려움(M=3.25)의 순서였다.

구분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제작의

어려움

해외 시장 진출 3.91 0.87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 3.83 0.65

직업 안정성, 댓글 등 3.38 0.84

영상 제작 3.25 0.85

[표 5-10] 크리에이터의 애로 사항

<그림 5-17> 크리에이터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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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장르, 구독자 수, 채널 운영 기간 차이에 따른 특성

1) 크리에이터의 제작 장르의 차이에 따른 특성

콘텐츠

업로드

장르

뷰티 게임
엔터테

인먼트 

지식/

정보
ASMR 음악 키즈 라이프 

푸드/

먹방
기타 총계

월1회 이하 1 4 1 0 0 0 0 1 1 0 8

격주 1회 2 0 3 1 1 0 0 3 0 1 11

주 1회 13 2 2 2 0 1 2 14 2 5 43

 주 2-3회 9 8 6 0 1 1 3 7 5 0 40

 주 4-5회 0 4 1 1 0 0 1 1 0 1 9

주6회 이상 0 6 1 0 0 0 1 0 1 0 9

25 24 14 4 2 2 7 26 9 7 120

[표 5-11] 제작 장르의 차이별 콘텐츠 업로드 수 

  제작 장르별 콘텐츠 업로드 수는 주 1회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 2-3회, 격주 1회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리에이터 수가 많은 라이프와 뷰티 장르의 크리에이터는 주 1회 업로드하

고 있으며 게임, 엔터테인먼트는 주 2-3회 업로드가 가장 많으나 게임 장르는 주 6회 이상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통

플랫폼

장르

뷰티 게임
엔터테

인먼트 

지식

/정보
ASMR 음악 키즈 라이프 

푸드

/먹방
기타 총계

유튜브 20 23 13 4 2 2 6 24 8 5 107

아프리카TV 0 1 1 0 0 0 0 0 0 0 2

네이버 1 0 0 0 0 0 1 1 0 2 5

페이스북 1 0 0 0 0 0 0 0 0 0 1

인스타그램 3 0 0 0 0 0 0 1 1 0 5

25 24 14 4 2 2 7 26 9 7 120

[표 5-12] 제작 장르별 유통 플랫폼의 차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은 큰 차이가 없으며, 유튜브에 유통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

다. 장르에 따라 유튜브 외 다른 플랫폼에 유통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뷰티, 라이프, 푸드의 

경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며,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장르도 아프리카 TV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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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다. 

구독자수

장르

뷰티 게임
엔터테

인먼트 

지식

/정보
ASMR 음악 키즈 라이프 

푸드

/먹방
기타 총계

1만 미만 13 7 3 2 2 2 1 14 2 3 49

 1만-5만 9 9 5 0 0 0 2 8 3 2 38

5만-10만 3 5 4 1 0 0 2 3 1 1 20

10만 이상 0 3 2 1 0 0 2 1 3 1 13

25 24 14 4 2 2 7 26 9 7 120

[표 5-13] 제작 장르별 구독자 수의 차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는 1만 미만의 구독자수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10만 이상의 구독자수를 가진 장르는 게임, 푸드 장르의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키즈 순으로 나타났다. 구독자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장르

는 게임, 엔터, 키즈, 라이프, 푸드 장르가 해당하며 뷰티 장르는 5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적게 분포하고 있다.

MCN

장르

뷰티 게임
엔터테

인먼트 

지식

/정보
ASMR  음악  키즈 라이프 

푸드

/먹방
기타 총계

소속 11 18 9 2 0 0 3 10 6 3 62

비소속 14 6 5 2 2 2 4 16 3 4 58

25 24 14 4 2 2 7 26 9 7 120

[표 5-14] 제작 장르별 MCN 소속 여부의 차이

  대부분 MCN에 소속된 크리에이터가 많으나 뷰티, 라이프, 키즈는 MCN에 소속되지 않은 

크리에이터가 더 많았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장르는 MCN 소속된 크리에이터가 두 배 이

상 많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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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선택 

이유
콘텐츠 장르 N M S.D

이용자 규모

(M=3.29)

 뷰티 25 4.4400 .71181

 게임 24 4.4583 .56945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4.6071 .59416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 문화) 4 4.8750 .25000
 ASMR 2 5.0000 .00000

 음악 2 4.2500 .35355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4.1429 .80178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4.4615 .74730
 푸드/먹방 9 4.6111 .48591

 기타 7 3.7857 1.03510

이용자

편의성 

(M=3.40)

 뷰티 25 4.2500 .74652

 게임 24 4.4167 .61532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4.3571 .69139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문화) 4 4.6875 .37500
 ASMR 2 5.0000 .00000

 음악 2 3.8750 .17678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4.0357 .65238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4.3750 .67175
 푸드/먹방 9 4.5556 .46398

 기타 7 4.2500 .69222

작업

편의성

(M=3.15)

뷰티 25 3.5900 .59459

게임 24 3.9583 .69808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3.9821 .76877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 문화) 4 3.6875 .65749
ASMR 2 3.7500 .35355

음악 2 3.2500 .35355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3.5000 .45644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3.7308 .54278
푸드/먹방 9 3.5556 .72648

기타 7 3.1429 .71962

수익성

(M=3.27)

뷰티 25 3.3200 .85245

게임 24 3.8542 .84028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3.7143 .72627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 문화) 4 3.8750 .47871
ASMR 2 2.7500 .35355

음악 2 3.0000 .70711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3.5000 .57735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3.3462 .85755
푸드/먹방 9 3.4444 .58333

기타 7 3.5714 .60749
총계 120 3.5167 .79106

[표 5-15] 제작 장르별 플랫폼 선택 이유

  크리에이터들의 플랫폼을 선택하는데 있어 이용자 규모는 작업 편의성이나 수익성보다 모

든 장르의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SMR, 푸드와 엔터테인먼트 장르

는 이용자 규모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악 장르의 크리에이터는 

상대적으로 이용자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작업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는 장르는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이며, 플랫폼을 선택할 때 수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장르는 지식/정보와 게임 장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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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콘텐츠 장르 N M S.D

영상

제작

(M=3.24)

 뷰티 25 25 3.4008
 게임 24 24 3.3125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14 2.9871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 문화) 4 4 3.0400

 ASMR 2 2 3.8350
 음악 2 2 2.5800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7 3.1186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26 3.2565

 푸드/먹방 9 9 3.5000
 기타 7 7 2.9286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

(M=3.83)

 뷰티 25 3.7260 .93914
 게임 24 3.8987 .60689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3.8771 .66747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문화) 4 3.9300 .25020

 ASMR 2 3.5000 .50912
 음악 2 3.7850 .50205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3.7743 .28313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3.8850 .54081

 푸드/먹방 9 3.9522 .50024
 기타 7 3.6314 .69832

해외시장

진출

(M=3.91)

뷰티 25 3.7200 .84261
게임 24 4.3750 .82423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3.7500 .99518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 문화) 4 3.1250 .75000

ASMR 2 3.7500 .35355
음악 2 4.0000 .70711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3.8571 .47559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3.9423 .84056

푸드/먹방 9 3.7778 .79495
기타 7 3.9286 1.17006

직업

안정성

(M=3.37)

뷰티 25 3.3604 .85493
게임 24 3.5138 .94319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3.3107 .97304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 문화) 4 3.0850 .62952

ASMR 2 4.3350 .47376
음악 2 3.3350 .47376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3.0000 .47142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3.3077 .84292

푸드/먹방 9 3.5933 .82802
기타 7 3.3314 .77077

총계 120

[표 5-16] 제작 장르별 애로사항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데 느끼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진출을 가장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 부분이었다. 영상제작이나 직업으로서 안

정성, 부정적 댓글로 인한 상처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인식하는 장르는 게임, 음악, 

라이프, 키즈 순으로 나타났고, 콘텐츠 마케팅에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장르는 푸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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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안정성에 대해 애로를 적게 느끼는 가운데 ASMR 장르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 요구 

분야
콘텐츠 장르 N M S.D

기획

및 제작

(M=3.82)

 뷰티 25 3.9600 .71828

 게임 24 3.9721 .77120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4.0107 .75734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 문화) 4 3.8325 .27354

 ASMR 2 3.2500 2.00818

 음악 2 4.5800 .35355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3.6657 1.01434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3.6604 .90861

 푸드/먹방 9 3.5367 1.05311

 기타 7 3.5457 1.22072

콘텐츠 

마케팅

(M=3.98)

 뷰티 25 3.8700 .83267

 게임 24 4.1146 .76960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3.8214 .94781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문화) 4 4.0000 .20412

 ASMR 2 3.6250 .53033

 음악 2 5.0000 .00000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4.1786 1.12467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4.0288 .90919

 푸드/먹방 9 3.8056 .92515

 기타 7 3.9286 .64087

네트워킹 

및 홍보

(M=3.73)

 뷰티 25 3.7100 .76608

 게임 24 3.8958 .87202

 엔터테인먼트 (예능, 토크, 연기, 더빙) 14 3.6607 .66944

 지식/정보(시사, 교양, 어학, 문화) 4 4.0000 .93541

 ASMR 2 2.7500 1.76777

 음악 2 4.7500 .35355

 키즈 (토이, 놀이, 유아교육) 7 3.9286 1.06765

 라이프 (여행, Vlog, how-to) 26 3.7308 .84535

 푸드/먹방 9 3.6667 1.08972

 기타 7 3.2500 .59512

[표 5-17] 제작 장르별 정부 지원 요구 사항

  장르별로 크리에이터들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분야를 보면,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 분

야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다음으로 기획 및 제작 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르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마케팅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장르는 음악, 키즈, 게임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획 및 제작에서의 지원을 요구하는 장르는 음악, 엔터, 게임 순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음악 장르는 네트워킹 및 홍보에서도 압도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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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 구독자 수의 차이에 따른 특성

콘텐츠업로드
구독자수

1만 미만 1만~5만 5만~10만 10만 이상 총계

월 1회 이하 4 3 1 0 8

격주 1회 8 4 0 0 12

주 1회 22 13 4 4 43

주 2-3회 14 13 8 4 39

주 4-5회 0 2 5 2 9

주 6회 이상 1 3 2 3 9

49 38 20 13 120

[표 5-18] 구독자 수의 차이에 따른 콘텐츠 업로드 수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의 규모에 따라 콘텐츠 업로드 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만 미만

의 구독자는 가진 크리에이터는 주 1회 업로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주 2-3

회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도 주 2-3회와 

주 1회가 가장 많으며 주 4-5회 이상을 업로드하는 경우는 5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

에이터도 25% 미만으로 나타났다.

유통 플랫폼
구독자수

1만 미만 1만~5만 5만~10만 10만 이상 총계

 유튜브 43 33 18 13 107

 아프리카TV 1 1 0 0 2

 네이버 3 1 1 0 5

 페이스북 0 1 0 0 1

 인스타그램 2 2 1 0 5

49 38 20 13 120

[표 5-19] 구독자 수의 차이에 따른 유통 플랫폼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의 규모에 따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유튜브

에 가장 많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1만 미만의 경우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에도 업로

드하는 크리에이터도 있었다.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 13명은 모두 유튜브에

만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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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기간
구독자수

1만 미만 1만~5만 5만~10만 10만 이상 총계

1년미만 36 16 7 0 59

1년~2년 10 12 5 5 32

2년이상 3 10 8 8 29

49 38 20 13 120

[표 5-20] 구독자 수의 차이에 따른 콘텐츠 업로드 기간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의 규모에 따라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기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구독자수가 적을수록 1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

에이터는 2년 이상 업로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구독자수가 많을수록 영상을 업로드하는 

기간도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독자 수 N M S.D

영상제작

(M=3.24)

1만미만 49 3.2382 .94449

1만~5만 38 3.3811 .79519

5만~10만 20 3.1835 .81628

10만이상 13 3.0008 .72355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

(M=3.83)

1만미만 49 3.2382 .94449

1만~5만 38 3.3811 .79519

5만~10만 20 3.1835 .81628

10만이상 13 3.0008 .72355

해외시장 진출

(M=3.91)

1만미만 49 3.8776 .92720

1만~5만 38 3.9605 .74780

5만~10만 20 3.9500 .95834

10만이상 13 3.8462 .89872

직업안정성

(M=3.37)

1만미만 49 3.9125 .86642

1만~5만 38 3.2316 .86394

5만~10만 20 3.5005 .86233

10만이상 13 3.5160 .82659

[표 5-21] 구독자 수 규모별 애로사항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의 규모에 따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인식하는 애로사항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상 제작, 콘텐츠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에서는 

이제 갓 시작한 1만 미만의 구독자수를 가진 크리에이터보다 1만~5만 규모의 구독자수를 가

진 크리에이터가 가장 큰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10만 이상의 구독자 수를 가진 크리에

이터는 해외 시장 진출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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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 N M S.D

기획 및 제작

(M=3.82)

1만미만 49 3.8261 .74816

1만~5만 38 3.8068 1.02018

5만~10만 20 3.8825 .83286

10만이상 13 3.7815 .88048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

(M=3.98)

1만미만 49 3.9592 .79443

1만~5만 38 3.9276 1.04446

5만~10만 20 4.0875 .56937

10만이상 13 4.0769 .74571

네트워킹

및 홍보

(M=3.91)

1만미만 49 3.8163 .82880

1만~5만 38 3.6118 .90736

5만~10만 20 3.9500 .84136

10만이상 13 3.5000 .77055

[표 5-22] 구독자 수 규모별 정부 지원 요구 사항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분야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1만 미만의 구독자수를 가진 크리에이터 보다는 

5만~10만 규모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기획 및 제작,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네트

워킹 및 홍보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 이상

의 구독자 수를 가진 크리에이터도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채널 운영기간의 차이에 따른 특성

콘텐츠업로드 수
채널 운영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총계

 월 1회 이하 1 2 2 3 8

 격주 1회 6 3 3 0 12

 주 1회 22 8 9 4 43

 주 2-3회 8 18 9 4 39

 주 4-5회 1 3 2 3 9

 주 6회 이상 2 2 2 3 9

40 36 27 17 120

[표 5-23] 채널 운영 기간의 차이에 따른 콘텐츠 업로드 수 

  크리에이터의 채널 운영 기간에 따라 콘텐츠 업로드 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년 미만으

로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는 주 1회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이 넘어갈수록 주 2-3회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을 1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에서 주 6회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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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플랫폼
채널운영 기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총계

유튜브 37 30 26 14 107

아프리카TV 0 1 0 1 2

네이버 1 3 0 1 5

페이스북 0 1 0 0 1

인스타그램 2 1 1 1 5

40 36 27 17 120

[표 5-24] 채널 운영 기간의 차이에 따른 유통 플랫폼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의 규모에 따라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의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나, 아프리카TV와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선택은 구독자 수나 채널 운영 기간의 

차이보다는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장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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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소속 여부

(n=120)

MCN에 소속됨 62 51.7

MCN에 소속되지 않음 58 48.3

소속사

(n=62)

 DIA TV 34 28.3

 트레져헌터 8 6.7

 콜랩 8 6.7

 레페리 4 3.3

 샌드박스네트워크 3 2.5

기타 5 4.1

[표 5-25] MCN 소속 현황 

4. MCN 소속 여부에 따른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현황 특성

1) MCN 소속 현황 및 소속사 현황 

o MCN 소속 여부 및 소속사 현황

  MCN 소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MCN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는 51.7%(62명)이었으며, MCN에 

소속되지 않은 크리에이터는 48.3%(58명)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들의 소속사로는 

DIA TV가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트레저헌터와 콜랩 각각 8명, 레페리 4명, 샌드박스네트

워크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MCN으로는 ONCE ent., BBTV, 프리엔터테인

먼트, 롤큐 등이 있었다.

<그림 5-18> MCN 소속 여부 및 소속 분포

o 소속사 선택 이유 및 MCN에 대한 인식

  MCN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소속사 선택 이유를 물어본 결과, 회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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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소속사

선택

이유

(n=62)

회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인지도 19 30.6

저작권 관리 및 세금 등에서의 도움 15 24.2

 장비 지원, 촬영/편집 교육 및 지표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 12 19.4

광고주와의 연결 기회 8 12.9

기타 8 12.9

MCN

인식

(n=62)

수익  배분의 투명성 4.15 0.70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만족 3.63 1.09 

저작권 관리 3.27 1.01 

장비, 시설, 스튜디오 등의 지원 3.05 1.08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네트워킹 2.98 1.36 

다른 MCN으로 옮길 생각 2.89 1.29 

다양한  분야의 교육 2.81 1.28 

체계적인 교육 및 지표 분석 2.65 1.15 

광고주와의 연결 기회 2.60 1.11 

[표 5-26] MCN 소속 선택 이유 및 MCN에 대한 인식

의 높은 인지도(30.6%, 19명), 저작권 및 세금 등의 도움(24.2%, 15명), 장비, 교육, 지표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19.4%, 12명), 광고주와의 연결(12.9%, 8명) 등의 이유로 소속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이유로는 SNS 홍보,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했다거나 친구가 운

영하는 회사라는 이유 등이 있었다. MCN에 대한 인식은 MCN 회사의 수익 배분의 투명성

(M=4.15)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외 수익 배분의 방식(M=3.63), 저작권 관리(M=3.27)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네트워킹(M=2.98), 교육의 다양성(M=2.81), 체계적인 촬영/편집 

교육 및 지표 분석(M=2.65), 광고주 연결(M=2.60)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

다.

  현 소속사에서 다른 MCN으로 옮길 생각은 평균 2.89로 다른 MCN으로 옮기기 보다는 현

재 소속사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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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MCN 소속 이유

<그림 5-20> MCN에 대한 인식

2) MCN 비소속 크리에이터 현황

o MCN 소속되지 않는 이유

  MCN에 소속되지 않은 58명의 응답자들에게 개인으로 활동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혼자

서도 영상을 잘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M=3.14).

  반면, MCN과의 수익배분(M=2.76), 교육의 필요성(M=2.36), 저작권 관리(M=2.33), MCN의 체

계적인 관리가 없다는 인식(M=2.21), MCN에 대한 불신(M=2.21), 광고주와의 연결이 절실하지 

않아서(M=2.03) 등의 이유는 3점보다 낮게 나와서 실제로 MCN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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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빈도/평균 백분율/표준편차

개인 활동 이유

(n=58)

혼자도 영상을 잘 제작할 수 있어서 3.14 1.36 

MCN과 수익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2.76 1.29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2.36 1.28 

혼자 저작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서 2.33 1.15 

체계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들어서 2.21 1.28 

MCN에 대한 불신 2.21 1.12 

광고주와의 연결이 절실하지 않아서 2.03 1.14 

소속 희망

MCN

(n=58)

DIA TV 27 46.6

콜랩 7 12.1

비디오빌리지 6 10.3

샌드박스네트워크 5 8.6

트레져헌터 3 5.2

레페리 2 3.4

기타 8 13.8

MCN에

대한 기대

(n=58)

광고주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 4.24 0.73 

다른 크리에이터들과의 교류 4.05 0.89 

지표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 3.91 0.94 

저작권 관리와 세금 등의 문제 해결 3.62 1.02 

조회 수 상승 3.60 1.06 

제작 장비 지원 3.59 1.03 

수익 확대 3.38 1.12 

회사에 소속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17 1.13 

[표 5-27] 개인 활동 이유 및 MCN에 대한 인식

o 소속 희망 MCN 및 소속사에 대한 기대

  이들에게 소속을 희망하는 MCN 회사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DIA TV가 46.6%(27명)

로 가장 많았으며, 콜랩 12.1%(7명), 비디오빌리지 10.3%(6명), 샌드박스네트워크 8.6%(5명), 

트레저헌터 5.2%(3명), 레페리 3.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MCN에 소속될 경우 광고주와의 연결 기회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으며(M=4.24), 다른 크리

에이터들과의 교류(M=4.05) 지표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M=3.91), 저작권 및 세금 등의 문제 

해결(M=3.62), 조회 수(M=3.60), 제작 장비 지원(M=3.59), 수익 확대(M=3.38) 등에 대한 기대도 

높았으며, “회사에 소속되는 것이 좋을 같다는 인식” 또한 3.17로 MCN 소속에 대한 막연

한 기대감 또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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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활동하는 이유 

<그림 5-22> MCN에 소속될 경우 갖는 기대 

3) MCN 소속 크리에이터와 비소속 크리에이터간의 특성 비교

o 제작 편 수

  MCN 소속 크리에이터 그룹은 주 2~3회 이상이 20%(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이상

이 13.3%(16명)이었고, 주 4~5회 및 주 6회 이상도 각각 5.8%(7명)으로 나타났다.

  MCN에 소속되지 않은 크리에이터 그룹은 주 1회 업로드한다는 응답이 22.5%(27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2~3회 업로드와 격주 1회 업로드가 각각 13.3%(16명)과 7.5%(9

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 1회 이하로 업로드하는 경우와 주 4~5회 이상 또는 주 6회 이

상 업로드하는 경우는 모두1.7%(2명)에 그쳐, MCN에 소속된 크리에이터 그룹에 비해 콘텐츠 

업로드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즉, MCN에 소속된 크리에이터 그룹(M=3.73, SD=1.33)이 그렇지 않은 크리에이터 그룹

(M=3.22, SD=0.99)에 비해 좀 더 많은 편수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신

뢰도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124 -

항목 집단구분 N M SD t dt

제작편수*
MCN 소속 62 3.7258 1.33268

2.236 118
MCN 비소속 58 3.2241 0.99195

[표 5-29] MCN 소속 여부에 따른 콘텐츠 업로드 주기

항목 집단구분 N M SD t

이용자 규모
MCN 소속 62 4.4919 0.59707

0.751
MCN 비소속 58 4.3966 0.77662

이용자 이용 편의성
MCN 소속 62 4.3629 0.60510

0.151
MCN 비소속 58 4.3448 0.70217

크리에이터 

작업편의성

MCN 소속 62 3.7460 0.70054
0.686

MCN 비소속 58 3.6638 0.60436

이용자규모 

확대가능성

MCN 소속 62 3.6734 0.74464
0.567

MCN 비소속 58 3.5991 0.68656

[표 5-30] MCN 소속여부에 따른 주 이용 플랫폼 만족도 차이

업로드 주기 MCN 소속 MCN 비소속 N

월 1회 이하 6명 (5.0%) 2명 (1.7%) 8명 (6.7%)

격주 1회 2명 (1.7%) 9명 (7.5%) 11명 (9.2%)

주 1회 16명 (13.3%) 27명 (22.5%) 43명 (35.8%)

주 2~3회 24명 (20.0%) 16명 (13.3%) 40명 (33.3%)

주 4~5회 7명 (5.8%) 2명 (1.7%) 9명 (7.5%)

주 6회 이상 7명 (5.8%) 2명 (1.7%) 9명 (7.5%)

N 62명 (51.7%) 58명 (48.3%) 120명 (100%)

[표 5-28] 크리에이터의 평균 콘텐츠 업로드 주기

*p< .05

o 주 이용 플랫폼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 관련 항목 중,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이용 

편의성)에 대해서는 두 그룹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M=4.36, M=4.34), 그 외의 항목에서는 

MCN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나, 이용 플랫폼의 만족도에 대한 두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선택은 타겟 이용자들의 요구와 자신의 취향을 고려

한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 125 -

플랫폼 수익성
MCN 소속 62 3.5806 0.84054

0.915
MCN 비소속 58 3.4483 0.73562

항목 집단구분 N M SD t

구독자수
MCN 소속 62 2.50 .988

6.983**
MCN 비소속 58 1.41 .676

[표 5-32] MCN 소속 여부에 따른 구독자 수의 차이

구독자수 MCN 소속 MCN 비소속 N

~1만 이하 10 39 49

1만 이상~5만 이하 23 15 38

5만 이상~10만 이하 17 3 20

10만 이상 12 1 13

N 62명 58명 120

[표 5-31] MCN 소속 여부에 따른 구독자수

*p< .05

o 구독자 수 

  MCN 소속 크리에이터 그룹에서는 구독자 1만 이상에서 5만 이하(23명, 19.2%)와 5만 이상

에서 10만 이하(17명, 14.2%)를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많았다. 

  MCN에 소속되지 않은 크리에이터 그룹에서는 5천만 미만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크리에이

터들이 26.7%(32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1만 이상 5만 이하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들

이 12.5%로 나타났다. 

  MCN에 소속된 크리에이터 그룹의 구독자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의 구독자수보다 더 높은 

편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01

o 편당 제작비

  편당 제작비는 MCN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 1편당 10만원 미만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각각 45%, 43.3%로 가장 많았으며, MCN 소속 그룹에서는 3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

의 제작비를 쓴다가 1.7%,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제작비가 들어간다는 응답도 0.8%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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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단구분 N M SD t

편당 제작비
MCN 소속 62 1.1935 0.56796

1.090
MCN 비소속 58 1.1034 0.30720

광고 외 다른 수익화 어려움
MCN 소속 62 3.7258 0.96103

-2.580*
MCN 비소속 58 4.1552 0.85433

콘텐츠 수익화의 어려움
MCN 소속 62 3.6774 0.90126

-2.454*
MCN 비소속 58 4.0862 0.92309

[표 5-34] MCN 소속여부에 따른 수익성 차이

편당 제작비 MCN 소속 MCN 비소속 N

10만원 미만 54명 (45.0%) 52명 (43.3%) 106명 (88.3%)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5명 (4.2%) 6명 (5.0%) 11명 (9.2%)

3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2명 (1.7%) 0명 (0.0%) 2명 (1.7%)

6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명 (0.8%) 0명 (0.0%) 1명 (0.8%)

N 62명 (51.7%) 58명 (48.3%) 120명 (100%)

[표 5-33] MCN 소속여부에 따른 편당 제작비 범위

o 수익성

  수익성 항목은 광고 수수료 배분 외에 다른 수익화 부분의 어려움 정도, 콘텐츠 자체의 수

익화 부분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했다.

  수익창출 부분에서 비소속 크리에이터 그룹은 광고수수료 배분 외에 다른 수익화 방안과 

‘콘텐츠로 돈 벌기 어렵다’는 항목에 대해 MCN 소속 크리에이터 그룹보다 높은 평균값이 

높아 비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상대적으로 수익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p< .05

o 크리에이터 활동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콘텐츠의 제작환경 지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영상 제작 지원 항목 부분에서 두 그룹 간의 

평균차가 가장 컸고(M=3.09, M=3.42) 해외시장 진출 항목의 평균차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M=3.92, M=3.91). 

  통계적으로는 ‘영상제작 지원’과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 항목에서 두 그룹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해외진출 시장’과 ‘기타’ 항목에서는 두 그

룹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MCN이 크리에이터의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 관련하여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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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단구분 N M SD t

영상제작 지원
MCN 소속 62 3.0860 0.84229

-2.192*
MCN 비소속 58 3.4224 0.83816

콘텐츠마케팅 및 유통
MCN 소속 62 3.7116 0.63732

-2.113*
MCN 비소속 58 3.9584 0.64121

해외시장 진출
MCN 소속 62 3.9194 0.87400

0.089
MCN 비소속 58 3.9052 0.86581

직업 안정성

법률 등

MCN 소속 62 3.3605 .87298
-1.98

MCN 비소속 58 3.3910 .81469

[표 5-35]  MCN 소속여부에 따른 애로사항 인식 차이

*p< .05

o 정부지원 요구 사항의 차이

  MCN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기획 및 제작, 콘텐츠 마케팅 및 유통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

하다는 인식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

다. 

항목 집단구분 N M SD t

기획 및 제작
MCN 소속 62 3.9005 .83022

1.00
MCN 비소속 58 3.7434 .89027

콘텐츠마케팅 및 

유통

MCN 소속 62 4.0565 .76611
.986

MCN 비소속 58 3.9052 .91266

네트워킹 및 홍보
MCN 소속 62 3.7419 .84926

.031
MCN 비소속 58 3.7371 .86403

[표 5-36]  MCN 소속여부에 따른 정부지원 요구 사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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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빈도/평균 백분율/표준편차

참여

(n=120)

참여한 적 있음 53 44.2

참여한 적 없음 67 55.8

프로그램 주체

(n=53)

공공 기관(문화부, 콘진원 등) 11 20.8

민간 사업자(구글, 유튜브, 네이버 등) 23 43.4

소속회사(MCN) 19 35.8

프로그램 만족도

(n=53)

적절한 장소 3.64 0.86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3.49 0.95 

풍부한 교육 내용 3.45 0.95 

적절한 수업시간  편성 및 길이 3.36 1.06 

교육  시설 및 장비 3.34 1.06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확인 3.26 0.94 

다양한 강사진  구성 3.25 0.98 

참여자들의 원활한 네트워킹 3.25 1.14 

[표 5-37]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5. 크리에이터 교육 및 멘토링/네트워킹과 정부 지원

1) 교육 프로그램 참여

o 교육 참여 경험자의  크리에이터 교육 만족도

   크리에이터 교육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는 조사 참여자 120명 중 53명(44.3%)이었다. 이들이 

주로 참여한 강의나 세미나는 공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진흥원 등)의 강의나 세미나 참

석은 20.8%(11명), 민간사업자(구글, 유튜브, 네이버, 미디어 자몽 등)의 강의나 세미나 참석은 

43.4%(23명), 소속 회사(MCN)의 강의나 세미나 참석은 35.8%(19명)로 민간 사업자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이 중간점에 해당하는 3점을 

넘어서고 있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강사진 구성의 다양

성”, “참여자들의 원활한 네트워킹”,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확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약간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67명의 크리에이터 중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크리에

이터는 47명(70.1%)이었으며, 20명(29.9%)은 향후에도 교육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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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스피치 4.49 1.21

채널 마케팅 4.28 .80

이용자 이해 4.11 .91

편집 4.06 1.08

해외 진출 4.00 .94

[표 5-38] 1인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그림 5-23>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프로그램 주체

<그림 5-24>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o 1인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응답한 교육은 스피치, 채널 마케팅, 이용자에 

대한 이해, 해외 진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상제작, 포맷, 멘토링과 네트워킹으로 나타

났다. 한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와 같은 개관 내용은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

져 이에 대한 부분은 축소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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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영상 제작 3.99 1.09

포맷 3.92 1.06

비즈니스 전략 3.85 1.02

멘토링 및 네트워킹 3.85 1.11

분석(알고리즘, 지표 등) 3.83 1.04

장비 3.81 1.10

법률 3.78 1.09

콘텐츠기획 3.77 1.04

플랫폼 3.57 .98

개괄(콘텐츠산업의 이해) 3.13 1.07

2)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

o 크리에이터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와 만족도

  다음으로 응답자 가운에 36.7%에 해당하는 44명이 멘토링이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적이 있었으나, 63.3%(76명)가 멘토링이나 네트워킹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3.2~3.4 수준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크리에이터로서의 전반적인 노하우(M=3.34)나 크리에이터간 정보 교환(M=3.34)

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세부항목 빈도/평균 백분율/표준편차

참여

(n=120)

참여한 적 있음 44 36.7

참여한 적 없음 76 63.3

프로그램 

만족도

(n=44)

크리에이터로서 전반적인 노하우 3.34 0.99 

크리에이터 간 정보 교환 3.34 1.10 

채널 운영 멘토링 3.25 0.87 

콘텐츠 기획 방향 멘토링 3.25 0.81 

[표 5-39]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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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크리에이터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 만족도 

3) 희망 강사 유형

o 강사 유형 분석 결과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강사의 유형은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M=3.87)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편집 및 디자인 전문가와 이용자 분석 등 미디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 3.87 1.05

 편집 및 디자인 전문가 3.83 .92

 이용자 분석 등 미디어 전문가 3.83 .84

 플랫폼 종사자 3.73 .92

 MCN업계 종사자 3.59 .95

 구독자가 많은 크리에이터 3.47 1.05

[표 5-40] 강사 유형 분석결과

4)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분야 

o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크리에이터들은 번역 서비스와 같은 해외 시장 진출 지원방식(M=4.10)과 저작권 관리 등 

법률 교육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M=4.01). 이 외에 

콘텐츠 마케팅(M=3.98)에 대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제작 분야(M=3.82), 네트워

킹 및 공모전, 페스티벌 등(M=3.74)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지원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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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평균 표준편차

기획 및 제작

(M=3.82)

제작비 지원 3.98 1.09 

영상, 편집, 음향 등 제작 장비 지원 3.97 1.04 

회의실 등 크리에이터 전용 공간 제공 3.81 1.12 

기획/제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3.79 1.04 

콘텐츠 소재 발굴 및 기획 3.72 1.08 

크리에이터 전용 스튜디오 지원 3.69 1.15 

콘텐츠 마케팅

(M=3.98)

해외  시장 진출 지원(번역 서비스) 4.10 1.08 

콘텐츠 마케팅 교육(구독자, 조회수 증대 등) 3.97 0.98 

커머스,  굿즈 등 2차 시장 진출 지원 3.94 1.02 

이용자 및 최신 트렌드 분석 결과 정기적 제공 3.93 1.02 

기타

(M=3.74)

저작권 관리 등 법률 교육 서비스 4.01 0.98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3.73 1.17 

크리에이터 중심 페스티벌 개최 3.72 1.15 

 공모전 개최 3.51 1.24 

[표 5-41]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번역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독자나 조회 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마케팅 교육(M=3.97), 이용

자 및 최신 트렌드 분석 결과에 대한 정기적 제공(M=3.93), 커머스, 굿즈 등 2차 시장 진출

(M=3.94)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기획 및 제작 차원에서는 제작비(M=3.98), 제작 장비(M=3.97), 크리에이터 전용 공간

(M=3.81) 등의 순서로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타 분야로 크리에이터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M=3.73), 크리에

이터 중심의 페스티벌 개최(M=3.72), 공모전 개최(M=3.51)에 대한 인식도 3점을 상회하며 정

부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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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기획 및 제작

<그림 5-27> 콘텐츠 마케팅

<그림 5-2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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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좀 애매한 상태이긴 해요. 구독자 10만 명 이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과도기여서. 주변에 보면 

한 가지 영상을 애초부터 쭉 밀고 나갔으면 올라가는 속도는 느려도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많아지기는 

하는데, 저처럼 잡다하게 올려서 팬을 확보해버리면 뭘 올려도 조회 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 (크리에이터 F)

6.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특성

1) 직업으로서 안정성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들은 10만 이하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이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를 본업으로 하기보다는 취미나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도 처음부터 직업으로 생각하고 전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유튜버 개념이 한국에 별로 없을 당시에 2013년 때 처음 채널을 개설했고 취미로 올렸던 뷰티 영상이 

잘 되면서 뷰티 유튜버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크리에이터 L)

원래 PD지망이어서 언론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크리에이터를 재미있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걸로 돈을 벌수도 있구나 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에이터 J)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게 아니라, 장난감 사면 소개해 볼까 하고 올렸었는데 요즘은 편

집에 맛을 들여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G)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현재 크리에이터를 본업을 하고 있지만, 조회 수가 안 나오다보니 다

시 직업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거나 조회 수가 바

탕이 되지 않으면,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크다고 할 수 없었다.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제작비 드는 것에 비해 조회 수가 안 나오다보니까. 요즘에는 

직장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가서 인터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브이로그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H)

2) 채널 운영 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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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구독자의 8배? 정도 조회 수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SNS를 통한 엄마와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

요. (크리에이터 I)

키즈의 경우는 연령대가 낮아서 아이들이 한글을 몰라서 댓글이 별로 없어요. 엄마들이 보여주거나 아

이들이 알아서 보거나 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요. 댓글이 너무 없으니까. 댓글이 많은 것도 콘

텐츠의 점수가 되거든요. 근데 댓글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크리에이터 K)

저희의 경우 연령대가 낮고 한글 모르고 구독버튼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회 수는 많아도 외로운 경

우가 있어요. 저희는 인스타그램 계정 연동으로 엄마들을 유입해서 엄마들이 많이 보여주고 계시더라고

요. 저희 같은 채널은 SNS 연동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I)

저도 옛날에 장난감 리뷰 같은 거 올렸어서 ‘이거 주세요.’ 이런 댓글 달리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댓글에 답글을 달아 줬었는데 요즘은 ‘ㅋㅋㅋㅋ’이런 거에 뭐라고 달아야 할지 몰라서 댓글마다 하트

를 달아주고 있어요. (크리에이터 G) 

예전에는 한국문화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국문화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

터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컨셉이 바뀌어서 영어 가르치는 것, 개그 등을 하고 있습니다.(크리에이터 

H)

장난감 박스를 뜯는 채널인데 타겟 층은 남성 아동입니다. 거의 제 손만 나오고 목소리를 더빙해서 하

  크리에이터들은 채널 운영에 있어서 구독자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10만 이하 

구독자는 어느 정도 구독자를 확보했지만, 성장의 속도가 더뎌지는 과도기 구간이기도 하다. 

10만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다시 구독자 수나 조회 수가 상승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키즈 장르는 구독자가 적어도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키즈 크리에이터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사용했던 장난감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

행하여 구독자를 유입시킨다. 구독자는 장르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지만, 심층 인터뷰에 참

여한 키즈 크리에이터들은 어린이 이용자들이어서 댓글 반응이 적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고 밝혔다. 

  초기에 운영하던 장르가 변화하는 경우, 복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도 있었다. 이

들은 컨셉이 변하면서 장르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기존의 제작하던 장르로 인해 변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하나의 장르만 집중하는 경우 전문성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장르를 다룸으로써 차별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방향과 수준을 찾는 것이 

크리에이터들에게 고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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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로봇 아니면 잘 안 봐요. 다른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변형

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리에이터 K)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영화를 한다는 게 점점 뷰티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는 환경이 되니까 오히려 강점

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뷰티 아닌 다른 콘텐츠를 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

요. 그렇다보니까 한쪽에 집중해서 밀고 나가는 게 때로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장

르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수많은 크리에이터 들 중에 개성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중간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L)

많은 뷰티 크리에이터 중에 사람들이 왜 저를 구독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

저 대학생. 가고 싶은 학교, 학과의 언니, 누나, 이런 것과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화장하는 게 궁금

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려니까 그렇더라고요. (크리에이터 L)

저는 댓글을 다 달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달아주고 있고 하트 하나라도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요. (크리에이터 D)

저는 댓글에서 영상 주제를 받았습니다. 어떤 편집을 원하는지 댓글을 확인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계속 그걸 원하는 사람만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 흔들리는 자막을 

  또한 특수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 주제 선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채널 운영 방향을 소속 MCN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나가지만, 결국 크리에이터들이 해결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남는다.

한국에서 예능에 나오는 트랜스젠더는 있지만 강의를 한다거나 하는 진지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없잖

아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샌드박스에서 의견 제시를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주제가 한정적이어서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크리에이

터 F)

3)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 

  크리에이터들은 친근감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기존의 연예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기를 얻어나간다. 이용자의 댓글에 상호작용하며 팬덤을 형성해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내용을 구성하는 등 채널 운영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

며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채널 운영의 변화를 줄 경우 기존 이용자가 이탈하는 문제

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용자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조회 

수가 올라가는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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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싶어 했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만 보게 되니까 보는 사람이 적어져요. (크리에이터 A)

제가 예전에는 댓글을 두 시간 정도 할애해서 달았었거든요. 이게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

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댓글밖에 없었어요. 댓글을 분석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제 채널 보

면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는 영어 채널을 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예 채널에 영어 강좌

를 넣어서 했었어요. 이건 잘 돼서 전략이 잘 먹혔어요. 잘 될 때는 하루 1만 5천 명 정도 올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 H)

구독자가 2~3천 명 정도 됐었는데 커밍아웃하는 영상을 올리니까 만 명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뒤에 

편하게 영상도 올렸는데, 외국 것을 많이 참고했어요. 외국에도 많지는 않지만, 농담하는 것 보다 교육

적이거나 정보전달 같이, 솔직하고 덤덤하게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고 진지하게 얘기를 풀어나가니까 조회 수가 나오더라고요. (크리에이터 F)

재밌는 게 시청 시간을 보면 이렇게 물결 쳐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지점이 개봉을 했을 때예요. 

스킵하다가 개봉했을 때 올라가더라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해야겠

다 싶어서 요즘 생각하는 것은 피규어를 빨리 개봉해야겠다라든지, 쓸데없는 말을 좀 줄여야겠다라든지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얻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C)

저는 애초에 유튜버가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뷰티만 하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듣고 영화를 올렸어요. 근데 딜레마인 게 어느 정도의 구독자 수

가 되니까 성장이 정체됐어요. (크리에이터 L)

네이버 담당자분도 5분 이상인 영상은 끝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본

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뷰티도 딱딱한 튜토리얼이 아니라 말하면

서 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독자들이랑 친한 관계이고 영상이 8~9분 정도는 되는데 이걸 1분으로 줄이

라고 하니까 제가 만드는 게 재미도 없고. 제가 뷰티를 스킬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서 자신감도 없더

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기계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조회 수도 네이버 메인에 뜨지 않으면 

  이러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데이터 분석에 근거할 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유튜브나 MCN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들의 심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다시 다음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게 된다.  

4) MCN과의 관계

  크리에이터 본인의 목표와 MCN의 방향, 플랫폼의 전략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다. 소속된 

MCN의 장르 등을 고려한 채널 운영이 창작자인 크리에이터 자신의 목표와 어긋나면서 재미

가 사라지면서 성장이 정체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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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단위 밖에 안 나오고 메인에 떠야 만 정도 나와요. (크리에이터 J)

제가 OOO에 불만이 많은 이유가 콘텐츠 조언을 잘 안해줬던 게 불만이긴 한데 이건 어딜 가나 다 그렇

고. 일단 MCN에 들어가면 원래 10만 원을 주고 사야 하는 음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스튜

디오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득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불만 없이 다니고 있

거든요. (크리에이터 H)

큰 MCN들은 스튜디오 제공이랑 음원이랑 폰트 같은 것 좀 적당히 제공하고, 가장 좋은 게 일대일은 아니

지만 굉장히 소수로 매니저분이 (관리해서) 질문답변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고 매니저와의 친밀감도 있

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좋고요. (크리에이터 F)

저도 MCN소속이긴 한데.. 그렇다고 MCN이 그렇게 막 엄청난 조언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강의를 

많이 가봤었는데, 초반에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1+1=2다’ 이런 식의 조

언을 해주니까 그 시간조차 아깝더라구요.(크리에이터 H)

저는 000소속인데, 지표는 잘 나와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 봐서 내가 뭐가 문제고, 어

떤 부분을 보완해야하고 하는 부분이 확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C)

저는 OOO인데 저희는 지원받은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 

D)

‘언제 음악 크리에이터 모인다’ 해서 네트워킹 하고,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메리트가 없어요. 오만 

명 넘으면 수익도 나눠야 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마케팅도 하고 영상도 알아서 제작도 하는데... 거기

서 (수익을) 또 나눈다고 하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크리에이터 E)

그냥 아무생각 없이 키우다가 오만 명이 넘기 시작하고부터 (회사와 수익을) 8:2로 나누고 회의감이 들

  MCN의 크리에이터 지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개별 크리에이터들의 적극성, 활동 기

간, 소속사에 따라 MCN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차이가 있었다. 음원, 폰트 등의 기능적 지원

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었으나, 심층적인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빴다. 크리에

이터로서의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아 MCN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지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MCN들은 대체로 5만 이하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우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전적으로 

보장을 하지만, 5만 명이 넘어가는 순간 수익을 배분해야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로서는 갈등

하게 된다. 특히, MCN과 크리에이터들은 느슨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도 이적의 가능성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지만, MCN

과 협상하여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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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나 혼자 다하는데 회사가 왜 (수익을) 떼어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위약금 조건이 있는거죠. 그러다보니 선뜻 제가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크리에이터 C)

제가 000에서 나간 사람들 중에 두 명 정도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따로 위약금은 안냈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 항목은 있는데, 대표님과 이야기를 잘 해서 위약금은 안내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크리에이터 

H)

저는 키즈이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장난감이에요. 이벤트를 하면서 조건을 내 거는 거죠. 단

순하게 댓글 달고, 구독 눌러줘라. 그럼 추첨을 하겠다. 그럼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이 댓글을 달고 구

독을 누르고... 한정적으로 선물을 주지만 아이들이 일단 구독을 눌러 놓았으니까 구독자 수는 늘어난 

상황이고, 구독을 눌러 놓았으니까 제가 업로드를 하면 알림이 가고 보게 될 수도 있고.(크리에이터 K)

저는 무료 프로그램 다루니까 그때부터 오더라고요. 무료 bgm, 프로그램을 다루니까 확 올랐어요. (크

리에이터 A)

저희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책을 내게 됐어요. 출판사에서 독학서적을 만들어보자고 

제안이 왔어요. 저희가 교육채널이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

요. 되게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1판도 완판 됐다고 하고. 피아노 연주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은 많은데 교육채널은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교육채널이 맛보기 채널이나 유료 사이트로 연

동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곡을 배우기 위한 채널이니까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곡을 검색을 

하면 그게 상단에 뜨니까 배울 수 있겠다하고 보면서 저희가 판매하는 악보도 구매하고 하는 선순환

이 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E)

저는 뷰티(크리에이터)라서 이야기하는데 크리에이터들 중에 특히 어린친구들 중에 뷰티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의 제품이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 물건

5) 수익창출 방안 

  크리에이터들은 수익화에 고민이 있으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구독자 확보가 중요

했다. 구독자 확보를 위해 상품, 무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구독자 확보에 나서기도 하였

다. 

  광고 수입 외에 부가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수익의 선순환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 

분야는 출판과 연계됨으로써 부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크리에이터들은 수익을 위해 여러 제품과 협업할 수 있지만, 자신의 채널과 맞지 않는 제

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 채널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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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떨어진 물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그런 물건을 광고해주고 같이 협업을 해주

는 게 돈은 벌지만 전체적 채널에는 마이너스 일 수도 있거든요. (크리에이터 L)

콘텐츠코리아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그게 저희 집이거든요. 사실 2년 동안 매번 치

열하게 예약해서 쓰는 곳인데 만약 그곳이 없어지면 채널을 없애야 하나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홍

릉에 생긴다고는 하는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대학로가 서울의 중심지인데, 대학로가 제일 좋은

데 저희의 보금자리가 없어지면 갈 곳 없는 막막한... 홍릉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딱히...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찍을 만한 곳이 정말 없어요... 스튜디오 문제도 같이 좀 뭔가... 집에서 하거나 스튜디오를 따

로 마련하거나, 그럼 장비를 다 (준비)해야 되니까 결국엔 또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

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크리에이터 I)

(코리아)콘텐츠랩도 완전 초창기에 (조회 수) 10만 조금 안될 때 사용했었는데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었고, 정말 비싼 장비들이 있었는데, 예약을 1달 전, 3달 전부터 해야 됐었고, 그러면 

트렌드에 뒤처지고... 그리고 사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약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예약하

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익숙하고 일상적이 되어야 채널이 빨리빨리 성

장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다양한 지역에 있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크리에이터 L)

저는 모든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고민은 초반에는 돈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외국인 게스트를 부르면 돈을 주든 혹은 밥을 사주든 어쨌든 한번 부르면 5만원에서 10만원이 나가잖아

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영상은 조회 수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크리에이터 H)  

6) 정부 지원 방안

  정부에서 마련한 제작시설에 대한 크리에이터들의 니즈는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적극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정부 지원 시설에 대

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예약의 어려움을 토로하

였다. 크리에이터들의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크리에이터들은 조회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를 상회할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

는 상황이다. 만드는 영상에 대한 제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작

비 지원을 받았던 크리에이터의 경우 제작비의 걱정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고품질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 만족도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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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가 천만 원이었고 2차가 오백만 원이었어요. 2차가 3개월에 영상 8개였나...? 적은 금액에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추가된 거라서... 1차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회사도 없고, 지

금 운영하는 것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제작비가 

많이 나오면 정말 쫄리지 않고 창작자로서 하고 싶은 거, 정말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작비 때문에) 못하는 것들에 제약을 받지 않게 더 많이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비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시간 예약도 더 오래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 (크리에

이터 I)

저는 개인적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만약 지원해주면 한국에서 그런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크리에이터 L)

번역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분들도 많이 보세요. 맨 처음에는 번역기 돌려서 직접 하다가 너

무 힘드니까 이제 안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댓글 보면 자꾸 번역해달라고... 

외국인분들이... 왜냐하면 외국에는 그런 사이트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구독자분들도 직접 와서 만났는데 두바이 한국 사람들은 제 채널을 

다 본대요. 거긴 아카데미가 없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같은 것도 많

이 지원해주시면... 왜냐면 글로벌에서 하는거랑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랑 완전 게임이 다르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터 D) 

작년에 정부지원으로 글로벌 크리에이터에 (선발)돼서 글로벌로 나갔거든요. 번역도 다해주시고 크리에

이터 만남도 다해주시고 해서 갔는데 한번에 끝났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좀 더 지속적으로 하던지 

여러 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중략) 그렇게 끝내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해줬더라면 조금 더 지

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분기별로 한번 씩 간다던지 기회를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홍콩 갔을 때 

저희가 외국에 있는 크리에이터와 직접 협업하고 여기 채널과 저기 채널에 함께 나오고 나중에 번역도 

되고 기사까지 나왔을 때 정말 베스트였는데, 그렇게 끝나버리니 너무 아쉬웠어요. (크리에이터 I)

  크리에이터들은 국내 조회 수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외 진출에 대한 필요성

을 인식하였다. 해외 진출에 있어서 번역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해외 이

용자들에 대한 전략이 부재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번역 지원 서비스

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때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MCN 소속 크리에이터들은 소속사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며, 실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 폰트의 아카이브 구축

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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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커리큘럼 만드는 데에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연주영상이 조회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 거기서는 수익을 

못 가져오는 거죠. (크리에이터 E)

‘이 곡은 원곡 수익자가 다 가져갑니다.’, ‘이 곡은 어느 국가에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하고 써 

있어요. 거기에 없는 노래도 많을 수 있어요. 아직 아카이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복불

복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신곡의 경우 수익 창출하다가 갑자기 영상이 잘릴 수도 있어요.(크리에이터 

A)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음원이 걸린 거예요. 외국 노래였는데 걸려서 영상을 내가 만들었으니 내게 권한

이 있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음원을 썼으니까 안 되는 거였는데 거기서 체크를 안 하고 30일이 지나

면 그 다음부터 수익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뒤에 MCN 회사에 말했더니 그렇게 해서 걸렸으면 스트라

이크 하나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에이터 H)

먼저 시험 삼아 비공개로 올려놓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살펴보면 수익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뜨

니까 그걸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크리에이터 F)

정부 지원으로 MCN처럼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고 하면 분야별로 나

눠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꾸준히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좀 오랫동안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레페리에서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해봤을 때 1회성으로 한두 번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런게 MCN이에요, 이런게 유튜브예요’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그 사람들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도 

같아요.(크리에이터 L)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런 정보들을 아예 모르겠어요. 어디서 얻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유통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지원을 어디서 하는지 1도 모르겠더라구요. 다른 사람들 보면 ‘나 지원받

고 잘됐어!’ 하는데 저는...(크리에이터 A)

근데 진짜 저런 홍보 채널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알 수

가...(크리에이터 C)

  정부의 크리에이터 교육 지원 사업은 분야별, 장르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회성

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MCN 사업자들의 체계화된 교육 커

리큘럼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채널에 대한 요구 또한 컸다. 크리에이터 간 편차도 컸는데, 

이미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된 기간이 

짧은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홍보 채널과 함께 크리에이터들의 불만이나 요청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해주는 소

통의 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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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던 것처럼 문제는 그 곳에 가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저기 퍼질 수 있으면, 전달이 요

즘엔 SNS로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떴어’하면 그 사업이 뜨는 곳을 직접 찾아서 봐야 

하는 것이... 사업이 퍼지지 않는 것이 문제 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K)

일단은 제가 지금 모든 걸 거의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회사 소속

이 아니고 혼자 힘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이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크리

에이터 I)



   개인미디어콘텐츠 육성방안 연구

VI.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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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개인 미디어 콘텐츠 지원을 통한 기대 효과 

VI. 정책적 제안

1. 개인 미디어 콘텐츠 지원을 통한 기대 효과

§ 새롭고 독창적인 여러 장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하는 수많은 라이징 크리에이터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회문화적 그리고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o 표현의 자유, 소통 채널 증가를 통한 콘텐츠 다양성을 통한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

§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전통 미디어의 콘텐츠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많고, 콘텐

츠 소재나 제작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콘텐츠 다양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콘텐츠 제

작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소통 채널이 많아질수록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수

렴될 가능성은 높다. 

§ 많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표현 욕구를 표출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은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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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운 직군으로서 일자리 창출

§ 콘텐츠 창작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개인 미디어 창작자가 새로운 직군으로서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소수 스타만 유의미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전통 미디어와 다르게 개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MCN이나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창작자로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 정부가 제작 장비나 제작 시설 등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콘

텐츠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면 젊은 청년층이 업으로서 콘텐츠 창작자가 

자리잡고 안정된 삶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o 콘텐츠 가치 확대를 통한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

§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전통 미디어보다 장르도 다양하고 

상이한 장르간 융합이 이미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컴퓨터 그래픽이나 AR과 

VR등 신기술과 융합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 즉 콘텐츠의 포맷이 다양해지면서 영상

산업의 혁신이 제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개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용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형

성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로서 브랜드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비즈니스로 산업 연관 효과도 크다. 

o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글로벌 이용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각 나라의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는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각 나라의 이용자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 있으며 해외 인플루언서나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전통 미디어는 해외 국가의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개인 창작자는 전통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개인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지원 방안

 

 개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월하

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인프라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업으로서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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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다. 

 제작 차원에서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제작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낮은 수

익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크리에이터들이 접근하기 쉽게 제작 시설 및 장비를 보다 확충

하고, 고품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편집 인력을 양성하여 크리에이터들에게 매칭시켜주

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차원에서 MCN에 소속되지 않는 크리에

이터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데이터 분석 메뉴를 개발하여 구독자를 증설하고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킹 차원에서 크리에이터와 마케터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원활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률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

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2> 개인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지원 방안 

o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발굴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기존 영상에 없었던 새로운 포맷과 소재의 콘텐츠가 제작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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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주목받았다. 대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한 블록버스터

급 콘텐츠는 아니지만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현대인이 함께 일구

어가는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참신한 소재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

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o 크리에이터 소통 채널 구축

  초기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정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전용 소

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o MCN 진출 국가의 동영상 시장 분석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인프라 보급 상태 및 영상 제작 수

준과 이용 행태 등 기본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외에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MCN 등

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 각 국가의 미디어 시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기

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o 창작의 지속성을 위한 제작비의 지원

§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작비의 지원이 요구된다. 크리에이터 대상 인터뷰에 따

르면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제작비였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

가 비용이 적게 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크리에이터들이 다음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낮은 수익으로서는 다음 콘텐츠의 제

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

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제작비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 하지만, 개인의 창작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측면

도 존재한다. 현재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제작

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간접적인 공모 지원 사업은 현재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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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그치는 지원이 많다. 지자체, 재래시장 등이 정책 홍보, 지역 홍보를 크리에이터

들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공모 사업의 경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

는 기회가 되며, 지자체나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은 적은 비용으로 미디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 지원은 정부 부처에서 보다 적극 활용할 경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보다 좋은 콘텐

츠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 제작의 

자율성의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 프로세스의 

간소화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적으로는 보다 수익이 다변화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 지원을 하더라도 MCN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은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목

적을 가지고 이뤄져야할 것이며, 제작비 지원을 받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이어질 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o 콘텐츠 제작 공간 및 시설의 확충

§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을 위한 제작 공간 및 시

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크리에이터 심층인터뷰 결과 정부에서 마련한 제작시설에 대한 

크리에이터들의 니즈는 높은 편이다. MCN 소속 크리에이터들은 자사 스튜디오나 촬영, 

편집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비소속 크리에이터들은 정부 제작 시설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CN이 제공하는 스튜디오, 편집 시설 역시 서울에 많은 편이며, 

특히 강남 지역에 밀집되어 위치하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속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어렵다. 시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들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코리아랩 등의 활용도가 높았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예약을 하거나 실제 이용하는 데 쉽지 않았다. 개인 미디어 콘텐

츠의 특성이 일상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구

축되어야 하며,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개방 시간이 주로 공공기관 업무시간과 연계되어 있지만, 크

리에이터들의 작업 환경의 특성상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끔 작업 가능시간의 확대 또한 

요구된다. 단순히 장소와 시간을 늘리는 차원이 아닌, 누구나 참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만들어 콘텐츠 제작이 자연스러운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공간의 

확충은 크리에이터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면서, 부가적으로 정보 교류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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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만나며 제작 노하우, 트렌드, 공모 사

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으며, 관심사가 일치하는 크리에이터들끼리 협업하

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o 전문 편집 교육 및 인력 지원

§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들도 간단한 편집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콘텐츠가 고

도화되는 변화의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편집자의 도움이 적절하게 이뤄지

는 것이 필요하다.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 후반 작업으로 편집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비소속 크리에이터나 중소 MCN 소속 크리에이터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편집 

인력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보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쪽에

서 전문적인 편집자의 풀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전문적인 편집을 담당하는 인력을 교육 및 훈련시킴으로써 편집 인력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MCN에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비소속 크리에이터와 매칭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편집 프로

그램에 개인 미디어 콘텐츠 분야 편집을 포함시키고, 편집 전문 프로그램의 배출 인력들

을 주요 MCN에 연결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편집 지원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면, 개별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 편집 인력을 매칭시켜 주는 것도 가

능하다.   

o 데이터 분석 지원 

§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의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초기 크

리에이터들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확대로 연결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용자 및 플랫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는 크리

에이터 능력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 맞춤형 분석이 제공되어야할 것

이다. 특히 큰 규모의 MCN은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 크리에이터들이 손쉽게 데이터 분석

을 하고 광고주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비소속 크리에이터들은 이러한 기

술의 활용에 있어서 열악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정부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느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데이터 분석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크리에이터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메뉴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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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을 위한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미디어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또한 크리에이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MCN 산업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함께, 크리에이터를 

독자로 삼는 트렌드 동향 매거진을 발행할 수 있다. 최근 인기 있는 콘텐츠의 특성, 해외 

개인 미디어 콘텐츠 동향, 현재 이용자들의 특성, 플랫폼 별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이 크리에이터의 눈높이로 제공된다면 보다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

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장 제공

§ 크리에이터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 즉,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업의 장래성, 안정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이들은 자신이 제대로 제작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이 

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줄 동료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MCN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MCN은 탑크리에이터 위주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

독자가 적은 초기 크리에이터들에게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소속 크리에이터들

은 이조차 물어볼 곳이 없는 상황이다. 

§ 정부는 개개인의 크리에이터들을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초기 크리에이터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조

성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간의 협업, 멘토링 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 오프라인

의 공간의 확충은 단순히 스튜디오, 제작 시설 등을 크리에이터들이 이용하는 데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 간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의 장으로써 기능할 것이다.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정부 공모 사업, MCN 동향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알

리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만들어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교

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기존의 제작 시설을 중심으로 공간과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 할 수 있게 지원해줄 수 있다. 

§ 이러한 정보 교류의 장, 네트워크의 장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홍보의 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 초기 크리에이터들은 탑크리에이터와 달리 자신을 홍보

할 수 있는 창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 영역에서 개최하는 콘테스트, 페스

티벌 등을 지원하여 이러한 행사들이 자주 개최됨으로써 초기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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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내용 기대 효과 요구사항

제작비

지원

·직접 지원: 창업 지원금 ·일자리 창출
·직접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

의 필요
·간접 지원

·지자체,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의 공모 사업 확대

·MCN을 통한 지원 사업 확대 

·지원 기관의 홍보

·크리에이터 제작비 확보를 통

한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콘텐츠의 질적 향상

·지원규모의 확대

·지원의 영속성

·지원 절차의 간소화

제작공간 

및 시설

확충

·촬영·편집 공간/시설의 확충

·제작의 활성화 및 영상 콘텐

츠의 고도화

·체험공간 및 정보교류 장으로 

활용으로써 크리에이터 저변 확

대

·크리에이터 간 협업가능

·접근성 높은 다양한 지역에 

설립

·개방시간의 유연화

편집 전문 

인력 지원

·개인 미디어에 특화된 전문 

편집 인력을 양성하여 크리에이

터와 매칭

·고품질 콘텐츠 제작

·편집 전문 인력 풀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기존 영상편집 교육프로그램

의 재구성 필요

MCN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용

·비소속 크리에이터와 매칭

데이터 

프로그램 

·플랫폼 제공 데이터 분석 프

로그램 개발 및 활용 교육 실시

·크리에이터 연구의 활성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콘텐츠 

·데이터 분석력과 노하우를 가

진 개발자 참여 필요 

[표 6-1] 개인 미디어 콘텐츠 대중화를 위한 초기 크리에이터 지원 방안 

진시킬 수 있다. 

o 법률 서비스 지원

§ 크리에이터들이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법률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초기 크리에이터들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 법률 

교육 서비스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콘텐츠 제작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

작 활동 중에 부딪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것

이다. MCN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은 소속사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이용하거나 소속사의 

법률 자문을 얻음으로써 저작권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었다. 초기 크리에이터들이 실

제로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

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

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며, 실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나 폰트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여 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크리에이터들이 자주 사용하는 음원과 폰트에 대해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별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자유로운 콘

텐츠 제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 발생시 이를 상담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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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트렌드 

제공

·이용자 분석 및 트렌드 분석 

보고서 제공
제작의 수월성

·크리에이터의 수준별, 장르별 

맞춤형 분석 

·초기 크리에이터들의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분석 메뉴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의 

장 제공

· 초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SNS, 홈페이지 개설 

·제작공간 및 게시판 등 활성

화 

·콘테스트, 페스티벌 지원

·크리에이터간 교류, 협업, 멘

토링 증진

·정부 지원 사업의 홍보 

·크리에이터 마케팅 및 홍보 

효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킹

·민간 주도의 크리에이터 콘테

스트, 페스티벌 공동 개최

법률 

서비스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률 자

문

·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

·음원, 폰트 제공

·법적 분쟁 사전 방지

·권리 침해 없는 원활한 콘텐

츠 제작

·저작권침해 판별 서비스 구축

·무료 음원, 폰트 개발 및 아

카이브 구축

3. 개인 미디어 콘텐츠의 고도화 방안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크리에이터가 이용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터로서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 인플루언서로서 인정을 받

아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원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마케터로서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크리에이터, MCN 입장에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크리에이터

o 커뮤니티를 활용한 이용자와의 유대감 강화

§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용자

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토대로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는 이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

다. 

§ 탄탄한 팬덤을 갖춘 커뮤니티는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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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커뮤니티의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다. 커뮤니티가 탄탄하게 구축될 경우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포맷의 동영상을 업로

드하거나 브랜드와의 협업을 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o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협력 강화

§ 10만 미만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는 채널을 개설한 지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 그리고 다양한 이슈에 걸쳐 정보를 교류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다른 크리

에이터와의 정보 교류를 해야 한다.  

§ 크리에이터들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일을 잘 하기 어렵다. 이에 

자신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하여 상호 협력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특히 고품질 영상을 위한 영상 편집이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전

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MCN

§ 국내 개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MCN의 역할은 매우 크다. 브랜드와의 

연결을 통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이나 자신의 IP를 활용한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

해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MCN이 보유하는 자원에 따라 MCN

의 특성에 따라 채택하는 전략은 매우 상이하다. 다음은 MCN이 개인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행해야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o 크리에이터에 대한 균등한 지원 

§ MCN의 주요 자산은 크리에이터이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제작하

는 주체들이다. 크리에이터들의 평판을 관리하고 이들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

할부터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

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MCN은 5만 이상의 구

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부터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탑 크리에이터와 주로 브랜드와 협업

을 진행한다. 인플루언서가 된 크리에이터의 독점 지대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라이징 크

리에이터를 포함한 전체 크리에이터들이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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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P 기반의 부가 사업 확대 

§ MCN이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자체 IP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독자적인 IP가 있어야 라이센싱 수수료를 늘리고 엔터테인먼트와 커머스 사업으

로 연계하고, 더 나아가 투자 유치를 통해 도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CN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대한 IP를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IP가 있을 경우 브랜디드 콘텐츠로 연

결할 수 있으며, 포맷을 판매하거나 OSMU 전략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자체 커머스 사업

을 진행할 수 있다. 

§ IP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MCN은 캐리소프트를 들 수 있다. 캐리

소프트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OSMU에 이어 ‘캐리’ ‘캐빈’ ‘엘리’ ‘줄

리’ 등의 캐릭터 사업도 확대하면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쿠’를 필두로 ‘아이

치이’, ‘텐센트’, ‘소후’ 등 4개의 플랫폼에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여 중국 내 총 

구독자 수 230만 여명, 누적 조회 수 9억 3천만 회를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

다.26) 

o 국내외 MCN과의 업무 협력 증대 

§ 국내 MCN은 크리에이터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시장에서 다른 MCN과 협업할 필요가 있

다. 대부분의 MCN는 장르를 특화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보한 크리에이터가 많고 그 특성이 다양한 MCN이 있는가하면 영상 제작을 잘하

는 제작 부문이 경쟁력이 있는 MCN이 있다. 만약 자체 MCN 내부에 유통 전문가가 없다

면 동영상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MCN

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경험이 있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경험 있는 MCN과 협업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각자의 노하우 및 인프라, 프로그램

을 공유할 경우 비즈니스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o 방송사업자와의 협력 증대 

§ MCN은 개별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외 인지도가 낮고 마케팅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이미 잘 알려진 국내외 방송사나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해외 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다. 

§ 콘텐츠 기반이 강한 방송사 계열의 MCN은 웹을 거쳐 TV에도 편성할 수 있는 콘텐츠의 

멀티 플랫포밍으로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게임이나 키즈 콘텐츠를 확보한 MCN 또한 방송 채널과의 협업이 활발한 편이다.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86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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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문 MCN 업체인 콩두컴퍼니는 게임 콘텐츠를 중국 롱주TV, 후야TV(虎牙TV), 와이

와이TV(YYTV), 판다TV 등 20개 채널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인으로 구성

된 게임단도 육성중이다.

o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국내의 제한된 시장 규모를 넘어서 해외 구독자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개인 크리에이터

들도 충분한 광고수익을 가질 수 있다. 이에 크리에이터들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다르

게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갈망하고 있으며 MCN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

출을 모색 중이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현지 크리에이터, 유통회사, 

브랜드와의 세분화된 파트너쉽 체결이 필요하다. 

§ 최근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중국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 외

에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중국 기업의 광고를 하고 중국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까지 사

업을 확장하고 있다.27) 이외에도 2016년 5월 한중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랙티브 

아이돌 프로그램 <K.I.S.S(K-POP Idol Secret Stage)>를 중국 판다TV와 공동 제작하면서 

누적 시청자 수 4,0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 뷰티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레페리 역시 홍콩 법인 ‘Leferi HongKong’과 

중국 내 상해와 심천 지사를 설립하였다. 레페리는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현지 플랫폼과 

파트너쉽을 체결하도록 돕고 있으며, 저작권 관리나 현지어 자막 등을 지원하고 있다.28) 

레페리는 궁극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자신만의 IP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커머스 사업을 적

극 지원하고 있는데,29) 고도화된 뷰티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여 현지에서 디지

털 마케팅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o 현지화 전략

§ MCN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를 진행한다. 콘텐츠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해

당 국가의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현

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타겟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을 해야 할 경우 현지 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다이아TV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 전용 채널을 개설해 소속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유

통할 때 중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왕홍들과 한국 크

27) MCN 기업 트레져헌터, 중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 진출_OSEN(2015.10.05.)
 http://osen.mt.co.kr/article/G1110261879
28) 뷰티 MCN 레페리, 홍콩 법인 설립하며 중국 뷰티시장 본격 진출_헤럴드POP(2015.10.12.)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510121612250103018_1
29)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8



- 157 -

리에이터가 함께 중국과 한국의 화장품 매장을 탐방하여 메이크업을 하는 콘텐츠를 제작

하여 양국에서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30)

§ 레페리도 베트남 지사를 설립하며 동남아 진출할 시 현지 직원들이 국내 크리에이터 전

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하고 베트남어 자막을 달아 영상을 업로드하고 팬 관리도 돕

고 있다. 

§ 메이크어스는 중국 유쿠투더우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대표 뷰티 크

리에이터인 치우치우(Qiuqiu), 싸이(Sayi)와 한국의 뷰티아티스트가 함께 출연하는 버라이

어티 프로그램 <K-뷰티로드> 을 제작한 바 있다. 

§ MCN 외에도 국내 동영상 플랫폼들이 해외 이용자를 위해 채팅 번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해외 이용자와 방송제작자(BJ)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채팅 언

어를 번역해주고있으며, 네이버 V라이브에서는 ‘브이 팬서브(V Fansubs)’를 오픈하여 

팬들이 직접 브이 라이브의 자막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 현지화를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은 현지 크리에이터와 협력하는 방안을 들 수 있

다. 레페리는 텐센트 그룹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88명을 육성하면서 한

한령을 극복하고 그 영향력을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이아TV 역시 베트남 시

장 진출을 위해 의 뷰티(화장)·패션 분야 1위 크리에이터 ‘창메이크업’ 채널과 협업하

여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다.31) 

o 전문성 강화

  현재 대부분의 MCN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창출하는 광고수익은 크리에이터와 분배하고 있

지만 그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와의 협업이나 커머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커머스 사업을 할 경우 제품관리나 유통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

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한다. 만약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유통 전문회사와 제휴하여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 

30) <중국 언니, 서울을 만나다>와 <한국 언니, 상해를 만나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31) CJ E&M 다이아 TV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시장 진출”_서울경제(2018.04.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274571&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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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개인 미디어 콘텐츠 교육 활성화 방안

4.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프로그램

1)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에서 실시된 크리에이터 대상의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크리에이터 및 MCN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향후 1인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과 정책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differential stage education)과 실습기반 교육(practice-based 

educa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교육은 주로 예비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산업/플랫폼/MCN에 대한 이해, 촬영/편집/조명 등에 대한 교육, 채널 운영 및 마케팅에 대한 

교육, 성과분석 등으로 국한 또는 집중되어 왔다. 심화 교육(전문교육) 또는 편집자 교육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CN에 소속되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제작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교육은 ‘예비 크리에이터’, “초기 진입 크리에이터”, “잠재역량 

보유 크리에이터” 등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구독자 수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제공해야 한다. 

즉,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진입한 크리에이터들이 전문 

실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일정 정도 구독자를 확보한 크리에이터들이 MCN 사업

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별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원포인트 레슨’과 같은 실습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소규모의 구독자를 

가지는 크리에이터들은 기초/기본 교육이 촬영/편집 등에 방점을 두는 강의형 교육에 국한되

어 있기 때문에 편집 능력이나 마케팅 노하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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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실습을 하면서 멘토의 지도를 받는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둘째, 개인미디어 콘텐츠도 뷰티, 게임, 먹방, 라이프, 음악, 스포츠, 취미, 교육, ASMR 등

과 같이 다양하게 세분화된 장르를 가지고 있다. 이미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들에게 장르 특성에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터 교육에 전

문성을 가지는 MCN 사업자들과의 협업 또는 연계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 ‘레페리’는 뷰

티 크리에이터를 교육하면서 뷰티 크리에이터를 발탁하여 화장품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에게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

식을 원용하여 게임 장르에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참여시키거나, 키즈 장르에 ‘캐리 소

프트’를 협업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MCN 사업자들

은 전문화된 교육의 주체로 동참하고 관련 업계를 동참시킴으로써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크리에이터 교육이 제공되는 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MCN의 크리에이

터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사례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여줄 필

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교육 기회를 증대시키고 시설/장비 이용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 대학이나 특성화고교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MCN업체와 협업교육 과정을 마련하고(교육재원 지원), 이러한 교육이 지역 거점 대학이나 

특성화고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작 시설의 구비, 운영비용 지원). 개인미디

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재원투자는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와의 연계, MCN 산업계와

의 연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

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넷째, 청·장년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들 중 하나로 ‘청·장년 1인 크리에이터 취·창업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수혜 대상을 넓히고 교육과 지원을 연예하고, 제작, 

편집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경영 분야, 맞춤형 컨설팅까지 진행함으로써 실

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터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역별 

거점 센터와 거점대학과 연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별로 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대기업-대학’까지 포함하는 협업적 모델을 활용하여 청·장

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크리에이터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콘텐츠 제작을 쉽게 배울 수 있

는 온라인 강좌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기관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유일하지만 그 교육 내용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 크리에이터들은 주

로 유튜브가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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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문제점 대안 기대효과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과 실습기반 
교육의 도입

기초교육이 강의형 교육에 국
한되어 있음.
심화교육 또는 편집자 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구독자
수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제공
해야 함.
원포인트 레슨과 같은 실습형 
교육 필요.

전문성 강화
취창업화 가능

MCN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장르별 특화 교육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
은 기초/기본 교육에 집중되
어 있어서 장르 특성에 최적
화된 교육을 받을 수 없음.
장르에 특화된 교육은 뷰티 
장르가 전부.

크리에이터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는 MCN 사업자들과의 협
업 또는 연계 교육 고려 필요.

MCN : 교육의 주체로 동참, 
크리에이터들 발굴.
크리에이터 : 교육 효과의 극
대화

크리에이터 교육 
장소 확대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제
작시설의 접근 및 이용에 제
약을 겪고 있음.

MCN업체와 협업하여 교육 과
정을 마련
지역 거점 대학이나 특성화고
교에서 실시.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와의 연
계, MCN산업계와의 연계, 지
역 균형발전 모색

청·장년 1인 
크리에이터 
취·창업정책 고려

크리에이터 교육을 취·창업
과 연계하여 진행한 사례가 
부족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 거점 대학과 
연계 운용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온라인강좌 
시스템의 도입

온라인강좌는 한국콘텐츠진흥
원의 6편이 전부. 크리에이터
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들을 
온라인 강좌로 제공.

‘K-MOOK’에 제공하면 누
구나 활용 가능

[표 6-2] 크리에이터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에게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 콘텐츠 제작방법, 수익창출·비즈니스 전략, 우수 사례 등 다

양한 온라인 교육 강좌를 초급·중급·상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플랫

폼에 적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에 참여하지 못

한 잠재적 진입자들에게도 오픈하여 수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온라인 강좌 방식은 ‘K-MOOC’을 활용하는 것이다.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http://mooc.org/)는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수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들이 이용가능하며, 온라인(웹)을 기반으로 강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MOOC은 대학의 

우수강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2년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된 후, 현재 20개 대학의 140여 개 대학 강좌가 무료로 제공되

고 있다. 운영 주체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대학들이 협업할 수 있다면 크리에이터 교

육 내용을 K-MOOC에서 활용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크리에이터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크리에이

터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막번역 사업을 지원하거나,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례와 

같이 인도네시아, 태국의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할 수 있는 국제 공동제작 캠프사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어권 유튜브 이용자들은 영어자막으로 구성된 외국어음성 콘텐츠

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언어가 

필요 없는 ‘Non-Verbal’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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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미’이용 중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자막번역 지원 서비스도 적고, 
이로 인한 해외 진출 성공 사
례가제한적임.

영어로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지원
Non-Verbal 콘텐츠 제작 지원
실전훈련형 교육의 제공 필요.

해외 구독자 확보.

회

차
주제 초급 중급 고급

1~2

미디어 시장 
변화와 

비즈니스모델 
이해/적용

[기초교육]
[플랫폼별 채널개설 통한 
비즈니스모델 실전훈련]

[멘토링수업]

1. 미디어 시장/ 
콘텐츠소비 

개괄

1. Youtube
(광고기반)

1. Youtube에서 
구독자/가입자 증가 및 

수익증가시키기 

2. 개인 미디어와 MCN 
비즈모델, 수익구조의 

이해: 기존 방송과의 차이

2. Live Broadcasting
[실전훈련, 유튜브 위한 

기반으로 활용]

2. Branded 콘텐츠 
제작 멘토링

3-4
콘텐츠만들기1: 

영상촬영

[영상촬영 기본교육] [영상촬영 전문교육] [영상촬영 심화교육]

1. 장비의 이해와 상황별 
세팅실습

1. 메이크업교육: 
뷰티전문가의 실습

1. 조명실습

2. 촬영기법 실습: 개인 
콘텐츠 만들기

2. 개인미디어에 적용되는 
특수촬영: 멀티캠, 
크로마키 촬영 등

2. 스피치교육: 호감가는 
발성법 원포인트레슨

5-6
콘텐츠만들기2:

영상편집

[영상편집 기본교육] [영상편집 전문교육]
[조인트/콜라보 영상편집 

실습]
1. 편집프로그램 

(파이널컷/프리미어) 
인터페이스 이해와 

기본실습 

1. 오디오보정/ 사운드 
디자인, 이팩트, 

자막효과 

1. 내 작품(콘텐츠) 
업그레이드 위한 

원-포인트 편집레슨

2. 나의  촬영콘텐츠를 
활용한 샘플편집교육 

2. 색보정, 애니메이션,  
후반작업

2. 영상편집 전문가와의 
콜라보 작품제작

[표 6-3] 크리에이터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 

2) 크리에이터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크리에이터의 수준별 교육은 한 가지 주제영역을 일종의 중분류로 보고, 하부에 2개의 교

육을 배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중급-고급으로 심화시키고, 고급과정일수록 필요한 관련 

분야에 대한 실습교육을 배치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먼저 크리에이터 기본교육은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와 바닥 다지기와 같은 교육이 필

요하기 떄문에, 현황/구조/변화, 그리고 기초 기술능력 학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크리

에이터 중급 교육은 기본교육과 고급교육을 매개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교육 또는 관련 

분야 핵심교육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터 고급교육은 크리에이터의 채널 활용 

상태를 고려하여 원-포인트 레슨 형태, 즉 멘토링형 능력 증진을 위한 실습교육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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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튜브채널에 
올리기)

7-8

 
스토리텔링(기획)

의 이해와 
실습활용

[스토리텔링 기본교육] [창의적 발상 교육]
[시리즈 스토리텔링 

멘토링]

1. 영상이미지의 구성과 
문법

1. 스토링텔링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창의적 

비교(유튜브 성공 포맷 
분석 포함)

1. 시리즈 콘텐츠 구성안 
실습(10회 이상 가능한 

아이템 발굴) 

2. 스토리 구성의 원칙과 
변화

2. 콘텐츠 기획안 작성 
실습과 발표

2.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실습(브랜드와 매칭 

실습교육)

9- 
10

 성과분석 & 
콘텐츠 마케팅

[분석도구 이해] [마케팅전략] [글로벌전략]

1. 유튜브 분석도구 활용법

1. 유튜브 분석 도구 
활용한 지표 해석

2. 플랫폼별 타켓팅/마케팅 
전략 수립 실습

1. 글로벌 채널 분석 및 
전략

2. 채널평가 및 잠재적 
시청자개발

2. 콘텐츠 펀딩/광고 전략 2. 글로벌 공동작업(콜라보)

11
법과 저작권의 
이해와 대응

[기초교육] [활용교육] 심화교육

콘텐츠 관련법들의 이해와 
윤리교육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 교육

음원 활용과 대응: 
저작권-프리 음원 활용법, 
유튜브 저작권 신고시 

대응법

3) 장르별 교육 차별화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기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 및 구성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많은 제작진과 출연진들의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반면, 1인 크

리에이터의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능력, 개인기, 매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크리에

이터가 선택하는 장르는 사실상 자신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정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키즈 콘텐츠는 주 시청자층인 유아·어린이

에 대한 발달단계별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와 이해도에 대한 사전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며, 부모의 지도하에 시청한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반면 뷰티 장르는 장르의 특성상 메이

크업, 헤어, 스타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와 이를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영상으로 표현

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와의 콜라보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게

임은 라이브 방송을 주로 진행하며 게임에 대한 분석과 해석능력에 따라 콘텐츠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다음에서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뷰티, 

키즈, 게임 장르에서 차별화하여 제공해야 할 교육 내용을 사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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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내  용

키즈

o 어린이 발달단계와 미디어 콘텐츠 주목(attention)과 이해 교육
- 유아·어린이의 연령·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콘텐츠를 기획하는 능력 필요함. 따라서 아동·교육학과 연

계된 전문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주 시청자 층인 유아·어린이의 미디어 주목과 이해도 역시 연령·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유아·어린이의 주목과 이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계
된 전문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o 키즈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에 대한 반응 분석 
- 콘텐츠의 평가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자료 분석, 구독자의 콘텐츠별 클릭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편

적임. 하지만 키즈 콘텐츠는 부모들과 유아·어린이 모두의 복합적 선택으로 시청하고 평가하기 때문
에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함.

-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반응분석 기법에 대한 유아·어린이 분야 전문가들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o 키즈 크리에이터의 글로벌 성공 사례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키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 교육 
- 키즈 콘텐츠는 다른 장르에 비해 글로벌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나이, 성별, 언어적 장벽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연령대별 글로벌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콘텐츠 기획전략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 제공

뷰티

o 조명, 포토샵, 후반작업, 스튜디오세팅 등 아름다운 영상 만들기에 대한 심화교육  
- 뷰티 콘텐츠는 아이디어와 기획력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영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임. 따라서 

크리에이터들이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특수조명, 포토샵 편집, 후반작업, 스튜디오 세팅 등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o 화장품, 패션 회사들과 연계된 브랜디드 콘텐츠 교육 
- 뷰티는 사용하는 화장품, 패션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초보 단계를 넘어서 중급단계로 진입하면 

이들 브랜드와 콜라보 형태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짐. 따라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노하우
와 이와 관련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o 패션과 색감 교육(콜라보레이션) 제공  
- 메이크업에 관한 영상을 제작을 하더라도 어떤 헤어 스타일과 패션을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색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메이크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뷰티 크리에이터를 위해 스킨, 헤어, 패션 등
과 관련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콘텐츠 제작을 실습하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게임

o 다양한 게임에 대한 분석(실행)능력과 이해도 증진 교육
- 게임 장르의 크리에이터는 시장에 출시된 게임을 하거나 분석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게임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자신만의 주력 게임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실행하
는 능력을 기반으로 게임 해설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

-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한 이해능력, 분석능력, 실행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이 필요함.

o 콜라보레이션 능력을 증대시켜주는 실습 교육 
- 게임 장르는 다양한 게임 캐릭터의 등장으로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콜라보를 필요로 함. 모바일, 콘솔게

임,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게임물들은 혼자만의 진행으로 사람들로부터 선택받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
고 있어, 협업과 협동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함.

- 특히 게임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협업 경험이 적기 때문에 콜라보와 관
련된 교육이 필요함.

o 게임콘텐츠이외의 장르에 대한 제작 능력    
- 게임콘텐츠를 더 돋보이게 후반 작업하여 고품질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실사 영상을 첨가하여 새로운 

예능 포맷으로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는 게임 콘텐츠의 분석/실행 능력뿐만 아니
라 새로운 포맷으로 전환시키는 창의적 능력이 필요함을 의미함.

- 게임 크리에이터들은 라이브로 게임 중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 제작/편집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
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제 2의 장르를 택하도록 하
고 기획/촬영/편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함.

[표 6-4]  장르별 교육 프로그램 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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