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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TV 나왔어!”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방송 카메라에 찍히면 영광스러워 하던 시대가 있었다. 뉴스 

프로그램의 인터뷰이(interviewee)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잠깐 카메라에 등장하는 것 

만으로도 ‘일대 사건’이 되던 시절이었다. TV 매체가 강한 권력으로 작동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나 요즘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러 나가면 일부러 촬영에 응할 사람을 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매체 이외에 다양한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경험해 본데다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에 민감해 졌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 미디어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자신의 취향을 표출하는 사용자들이 있는가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만의 방송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도 자주 

목격된다. 얼마 전 모 일간지는 “유튜브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 겸직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은 

없는가” 되묻는 분석 기사를 내 놓기도 했다. 유튜브가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것을 전통 미디어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설(一說)에 따르면 유튜브 동영상 1개당 20만 뷰(view)가 넘는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 생산자는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을 번다고 한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쉽게 꿈꿀 수 없는 막대한 

수익이다. 국내 안드로이드 사용자 기준으로 2017년 유튜브 사용량은 257억 분이다. 전세계 사람들은 하루 

10억 시간 이상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Bharat Anand, 2017)

채널A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연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오영주 씨는 최근 매우 독특한 

전직(轉職)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됐다. ‘오’씨는 미국 명문대(UCLA) 출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해외 

방송에서 인기 얻은 후 ‘유튜버’ 전직하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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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을 담당하던 ‘엘리트 직장인’이었다. 그런 ‘오’씨가 방송에 출연한 후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고, 네이버 

검색어에서 수위(首位)를 점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되자 수많은 대기업 브랜드들이 광고 모델 출연을 

제안했다. ‘오’씨가 출연한 광고는 음료(코카콜라 아이스티 '골드피크’), 화장품(‘셀라피’) 등 매우 화려하다. 

자기 마케팅이 가능해진 ‘오’씨는 과감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를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가 퇴직 

이후 결정한 새로운 직업이 대중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줬다. 바로 ‘유튜버’(Youtuber : 유튜브 방송콘텐츠 

출연자 겸 제작자)였던 것이다. 몇몇 네티즌들은 “일류 직장 그만둔다더니 겨우 택한다는 직업이 유튜브 광고냐” 

라고 힐난하기도 했지만, ‘오’씨의 선택은 그만큼 미디어 시장에서의 수익모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전영기 논설위원은 최근 ‘전영기 방송’(CYG TV)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손석희 씨가 JTBC ‘뉴스룸’의 메인 앵커로 재직하기 이전 약 1년간 JTBC의 

뉴스 간판으로 활약했던 언론인이다. 20년 이상 베테랑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전영기의 시시각각’, ‘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등 명(名) 칼럼을 써왔던 전영기 논설위원은 자신의 글을 온라인 방송으로 풀어내는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전 위원에 따르면 “아직 시청자가 동영상 1개당 수 백 명 수준이지만 

편집이나 디자인 등을 보강하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온라인 미디어를 표방하며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 언론사의 디지털화를 뜻하는 말로 뉴욕타임즈가 만들어낸 성어)를 가장 먼저 

추진한 언론이지만 유튜브나 MCN과 같은 새로운 포맷의 콘텐츠에 다소 둔감한 경향이 있었다. 이 사실을 

통감한 전영기 전 논설위원은 “솔선수범해서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 사내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고 싶다”고 

결심했다. 전통 미디어를 대표하는 베테랑 정치부 기자가 유튜브 공간에서 다른 동영상 제작자들과 

동일선상에서 평가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이들은 결국 유튜브의 영향력과 확산 

가능성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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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조사 전문 회사 다음소프트㈜는 10~20대 젊은이들이 밤에 취침하기 전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모바일 기기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송길영, 2015)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스낵 콘텐츠에 개방적인 나라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미디어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사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유튜브, ‘2인칭 미디어’의 성공사례

3

유튜브 채널 ‘전영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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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신’ 저자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은 1년에 유튜브로 최대 17억원까지 벌어 본 경험이 있는 ‘

블루칩’으로 통한다. 대도서관이 지난 5월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수입으로만 매월 

3~4,000만원을 벌고 있으며 광고기획, 강연 등까지 합하면 수입은 2~3배로 늘어난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대도서관은 2010년부터 8년째 온라인 방송을 진행 중이며 채널 구독자 수는 170만명, 누적 조회수는 10억 

뷰에 달하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운영하는 제작자다.

‘초(超)일류 유튜버의 저력은 자기검증 능력’

필자는 ‘2인칭 미디어’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승종 교수는 한국인이 ‘나’로 

대표되는 1인칭, 혹은 ‘사회’로 대표되는 3인칭과는 거리가 먼 민족이며 오히려 ‘우리’ 또는 ‘저희’와 같은 2인칭 

정서에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논제가 바로 유교 윤리다. 

누군가에게 예의(禮)를 다하는 것, 믿음(信)을 줄 수 있는 사람과만 사귀는 것, 부모에게 효도(孝)하고 형제에게 

공손(第)한 것 등 한국인이 매우 중시하는 유교 윤리의 거의 대부분은 2인칭 시점에서 개발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승종, 2018)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큰 수치(羞恥)가 바로 평판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는 

것이다.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말이 ‘무능하다’는 말보다 더 강한 수치로 통한다.

묘하게도 유튜브는 양자간의 관계 속성을 지닌 2인칭 공동체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2인칭 유튜브’는 

막강한 감정이입 능력을 지닌다. 일례로 최근 50대 이상의 네티즌들이 유튜브 공간에 몰리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정치 콘텐츠’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정규재 TV’와 같은 보수성향의 콘텐츠나, ‘

김어준의 뉴스공장’, ‘빠른 뉴스’와 같은 진보적 성향의 콘텐츠들도 모두가 영상 1개당 10만 뷰 이상의 시청률을 

자랑한다. 이들 콘텐츠는 수용자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정치 이슈를 잘게 쪼개어 주는 것은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거친 말투나 욕설 등도 신선한 소재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용 

회화’가 ‘아나운서의 언어’ 또는 ‘3인칭 언어’로 읽힌다면 ‘유튜브의 회화’는 ‘2인칭 언어’로 읽힌다. 그래서 

스마트폰 조작과 소셜 미디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노년층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충분히 사회 

이슈에 공감할 수 있고, 자신도 변화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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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서관이 주장하는 성공하는 유튜버 상(像)은 다름아닌 기획자다. 온라인 콘텐츠가 특정한 포맷이 없기 

때문에 얼핏 보면 ‘자유분방한 콘텐츠’가 성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체계를 갖춘 

스토리텔링과 영상편집 능력이 대도서관의 콘텐츠를 성공리에 이끈 비결이다. 대도서관은 요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홍보 동영상, 외주광고 기획을 맡는 것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에도 관여하고 있다. 

EBS는 취업박람회 프로그램인 ‘잡쇼’(Job Show)의 기획을 대도서관에게 맡겼다. 방송사 PD가 갖고 있던 

절대 권력인 편집권 중의 일부를 유튜버에게 넘겨 준 사례다. 대도서관 본인은 “직장인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이고 심화적으로 다룰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강조한다. 

한편 유튜버가 가져야 할 가장 대표적인 역량 중 하나는 ‘자기검증 능력’이다. 많은 유튜브 콘텐츠들은 방송에 

대한 대가를 정산 받을 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한다. 실제로 방송 과정에서 후원계좌를 안내하는 

콘텐츠들도 꽤 많이 있다. 유튜브 초창기에는 이 전략이 ‘저렴하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꽤 영향력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대도서관은 ‘돈에 집착하는 방송’은 유튜버의 편집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원자에게 치우친 콘텐츠가 유포될 수 있고, 정제되지 않은 자극적 

콘텐츠로 일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에서의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일류 유튜버들은 녹화 편집방송(생방송이 아닌 콘텐츠가 미리 녹화되어 

유포되는 방송)은 1주일에 3회까지만 올리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장우정, 2018) 그 이상 

콘텐츠가 올라가게 되면 방송 1회당 시청자 뷰가 줄어들 수 있고, 콘텐츠 공해라고 오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디바 제시카’(Deeva Jessica)를 비롯해 몇몇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은 ‘요일제’(曜日制)로 

콘텐츠의 장르와 주제를 나눠서 방송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편성은 고정 팬 층이 있고 고급 제작능력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서만 일정 수준 가능하다. 일반적인 유튜버들은 “동영상 제작과 시청자 세몰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특정 주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전략이다. 과거 채널 A에서 ‘카톡쇼’ 등 자동차 전문 

해설자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최서영 씨는 결혼 후 ‘가전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샤오미 선풍기, 

다이슨 청소기 등의 기술적인 제원을 비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의 경험과 맥락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자동차 분야는 평론가가 많지만 가전 분야는 평론가가 없다”는 게 최서영 씨가 처음 

채널을 만들 때 착안한 부분이었다. 최 씨의 콘텐츠는 꽤 일상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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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최서영 씨가 운영하는 ‘가전주부’ 유튜브 채널

유튜브가 콘텐츠의 감상과 확산에 치중된 플랫폼이라면, 아프리카TV 같은 MCN 플랫폼은 ‘실시간 방송’을 

지향한다(물론 아프리카 안에서도 ‘다시보기’ 서비스가 지원되어 과거의 실시간 방송을 감상할 수 있다). 사실 

동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은 유튜브보다 아프리카가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는 MCN보다 훨씬 수익모델이 직접적이다. ‘별풍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후원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취업준비 상태에 있거나 특별한 소속이 없는 2~30대 

네티즌들이 아프리카를 통해 자주 방송을 했었고, 피트니스 모델, 연애 코치, 영어 전문강사 등 프리랜서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단들 위주로 콘텐츠가 제작되어 온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녹화 편집방송이 아닌 실시간 방송을 지향하는 MCN

주부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구매자 일반에게도 매우 큰 인기를 끌었다.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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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의 ‘다시 보기’ 서비스 화면 (아프리카TV VOD서비스 영상 캡쳐)

7

아프리카TV는 유튜브와 달리 특정 정치 성향이나 사회적 관심사보다는 대중들의 이목을 금방 끌 수 있는 ‘핫한 

이미지’와 ‘상업성’을 부각한다. 문화예술에서부터 일반 가전상식에 이르기까지 방송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아프리카TV에서 주로 인기 있는 콘텐츠들은 젊은 ‘BJ’(방송 진행자)가 이끄는 ‘먹방’(방송을 통해 음식을 

품평하며 직접 먹어보는 콘텐츠), ‘겜방’(게임방송), 또는 연예계 ‘직캠’(콘서트나 생방송 현장에서 특정 스타의 

모습을 직접 찍어 올린 콘텐츠) 등이다. 녹화 편집방송이 콘텐츠의 흐름과 깊이에 집중한다면 실시간 방송은 

콘텐츠가 지닌 ‘쇼’로서의 성격을 더욱 조명한다. 따라서 자극적인 이미지와 영상 등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프리카TV 콘텐츠의 자극성은 BJ의 자살 소동이나 ‘현피’(과거 게임 콘텐츠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오프라인에서 싸움을 벌이는 행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TV 콘텐츠가 그만큼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브보다 

참여자들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동현, 2018)

물론 실시간 방송에도 자극성만 있는 건 아니다. 과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다 카카오TV로(그는 CJ ENM

이 운영하는 ‘다이아TV’와도 계약되어 있다) 이적한 ‘밴쯔’(본명 정만수, 27세)는 최고의 ‘품격 있는 먹방 

지금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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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서비스하는 ‘스낵 컨텐츠’들은 미디어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시장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콘텐츠 산업으로 성숙해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한화 기준 2~300억원 대 매출을 올리는 ‘

왕홍’(상업용 MCN 진행자)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접할 수 없는 생생한 콘텐츠들을 

건강한 ‘대안 미디어’로 안정화 되려면

먹방 스트리머 밴쯔 가 CJ ENM, 식탁이 있는 삶 등과 협력하여 시도하는 캠페인
(내외경제TV, (주)식탁이있는 삶 CJ E&M 다이아 티비와 제철...)

스트리머’로 통한다. 밴쯔 는 아프리카TV 방송 때부터 “일부러 높은 톤으로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며, 먹으면서 

주변을 더럽히거나 쩝쩝 소리를 내지 않는 차분한 먹방 스트리머”라는 평판을 받았다. 그 때문에 많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밴쯔 에게 광고를 의뢰하며 제품 홍보를 하고자 노력했다. 최근 들어서 밴쯔 

는 기성 방송사인 CJ ENM의 1인 창작자 지원 플랫폼인 ‘다이아TV’와 함께 협업하여 ‘제철 산지 식재료 알리기 

캠페인’에도 나서고 있다. 레거시미디어가 MCN 제작자와 힘을 합쳐 O2O 마케팅을 본격화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농식품 전문 커머스인 ‘식탁이 있는 삶’(대표: 김재훈)이 함께 하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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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2인칭’으로 제공한다는 강점과 함께, 빠른 콘텐츠 확산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경쟁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도 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판도라TV와 같은 플랫폼에는 아직까지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자정 능력’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대부분 미디어 창작자 본인이 자기 검증식으로 콘텐츠 품질과 

윤리적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미디어 공익성이 보장될 만큼 차분한 환경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스낵 

콘텐츠가 건강한 ‘대안 미디어’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려면 좀 더 풍성한 평론가 층의 형성과 여론 검증을 통한 

자정능력 확보도 필요하다. 최근 나무위키(Namuwiki)나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집단 지성 

플랫폼에서 일류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들에 대한 꾸준한 비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당사자와 비평가들 간의 지속적인 논쟁은 예상되지만,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성과 공익성, 대안 미디어의 

사회 검증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기성 미디어에 속해 있던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진출하는 것은 희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수준 있는 콘텐츠 공급자들과 기획자들이 스낵 콘텐츠 시장에 유입되면서 콘텐츠의 평균 

품질도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이 공급하는 ‘전영기 

방송’이나 채널A 최서영 전 아나운서가 공급하는 ‘가전주부’ 같은 채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때 ‘팟 캐스트’에서 인기 있었던 ‘노유진의 정치카페’나 ‘나는 꼼수다’와 같은 콘텐츠처럼 유튜브나 MCN 

공간에서도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해서 실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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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수 (KBS MCN사업팀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혁신과 MCN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지칭한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 기관의 발명을 통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이후 전기 에너지와 

분업화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의 등장 등 유통 분야의 혁신이 원동력이 된 3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된 제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간의 노동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였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증기 기관

방직 공업

기차

전기

자동차

인터넷

공유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과 창의성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HAL9000 이미지

4차 산업혁명은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앞선 혁명들과 달리 아직 획기적인 활용 사례나 생산성 향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보편화 되었으며, 일각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거라는 무서운 시나리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들을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차원의 주장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논의 자체가 실체가 없는 마케팅이라며 폄하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이 주동력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잠재력에 주의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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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창작 사례 (신문과 방송, 2017년 3월호)

인공지능을 소재로 활용한 최초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년)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HAL9000’은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고, 영화 속 모든 우주선의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행위를 거침없이 실행하며 독립된 

자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5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뒤로도 수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영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식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다. 

사람들은 만능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창의성’이었다.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창작하는 능력은 사람만이 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한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실험들이 음악, 미술, 문학 그리고 영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은 인공지능 연구는 어디가 한계인지를 시험하는 

듯 날마다 새로운 기술을 쏟아내고 있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창작물도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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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퀄, 워드스미스, 연예뉴스 로봇 등 과거 기사 데이터로 치환 가능한 미리 저정된 내용의 기사를 자동 작성

영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약된 텍스트 뉴스에 맞는 영상을 자동 매칭

인공지능만으로 자동 작성 ※일부러 교열 안함

사람이 줄거리 틀을 짜고 인공지능이 적합한 문장 완성 ※인공 지능 80%, 인간 20%

사람이 선택한 특정 주제에 따라 기존 랩 가사 짜집기 ※과거 가사 답습 문제

등장 인물 이름만 사람이 정하고 나머지는 자동 생성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전개

무작위적으로 게임 공간 다량 생산 ※개연성 부족 문제

인공지능 왓슨이 10분가량 장면 자동 추출 후 사람이 최종 예고편 편집

기존 패턴과는 다른 패턴으로 이미지조작

짧은 문장 생성 후 사람의 피드백 평가 반영

사람이 악기 종류와 곡의 길이를 선택하면 자동 생성

사람이 선택한 곡 스타일에 맞춰 자동 생성 후 사람이 다시 편곡

이미지 및 영상 DB

책 2권

소설 1,000편

웹 검색 자료 수집

과거 클래식 음악 테마

1만 3,000여 곡

1만 2,500곡의 랩

과거 SF영화 대본 수십 개

공포 영화 100편 예고편

과거 그림 수백만 장

초공식 (Superformula)

위비츠 우칫 등

현임강림(賢人降臨)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WHIM’ 프로젝트

이아무스 (Iamus)

플로 컴포저 (Flow Composer)

딥비트 (Deepbeat)

선프링 (Sunspring)

모건 (Morgan)

딥드림 (Deep Dream)

노 맨즈 스카이 (No Man’s Sky)

텍스트 뉴스

영상뉴스

철학 책

소설

내러티브

클래식 음악

현대음악

랩 가사

영화 대본

영화 예고편

회화

게임

생성 장르 학습 데이터 작동 방식과 특징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이다. 인공지능 창작물 연구 

성과와 함께 그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창의적인 직업마저 인공지능에 대체될 거라는 불안함이 팽배해졌다. 

앞선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였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지적 노동자(의료, 법률 등), 

창작자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함이다.  

이런 우려가 진실이라고 증명이라도 하듯, 법률 분야와 의료, 창작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뿐만 아니라 투자한 자본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성있는 분야라면 창의성의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은 개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일자리

이에 대해 오세욱은 ‘인간의 감성, 창의력 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미디어 창작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진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세욱, 2017) 그렇지만, 그는 인공지능의 창작물들은 기존의 창작품을 학습한 후에 패턴을 

추출하고 이 특성을 변주하여 창작한 기계적 방식의 창작물이라며 아름다움, 독특함, 미학 양식 등을 

이해하고서 새롭게 만드는 인간의 창작물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것과 다르게 봐야한다는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창작 분야에 

인공지능이 진입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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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미디어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해야만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거대 미디어 회사의 

조직원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창의력을 보여줄 기회는 거의 없었다. 방송 및 통신 회사들은 독점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며 대중문화를 선도해왔고 스타를 만들어내는 등 큰 영향력을 가졌었다. 이런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MCN1)으로 통칭되는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 창작자들의 등장으로 혁신이 시작되었다.

소셜 플랫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등장으로 개인들이 거대 기업을 통하지 않고서도 창의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스타를 뜻하는 ‘엔터테이너’라는 말과 ‘소셜’이라는 용어가 결합되어 소셜 미디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타라는 의미의 ‘소셜테이너’란 명칭이 등장했고, 그들은 ‘아프리카TV’나 ‘유튜브’ 그리고 ‘

페이스북’ 같은 소셜 동영상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며 부와 인기를 모으고 있다.

MCN의 거침없는 성장과 팬덤 형성을 목격한 기존의 미디어 기업들은 초기 관망하던 자세를 버리고 MCN을 

모방하였으며, 이제는 모방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영상 실험에도 참여 하고 있다. 변화의 정도가 기존 

미디어 본류를 변화시키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MCN은 기존의 미디어 기업들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MCN과 미디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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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와썹맨'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룰루랄라' 썸네일)

스튜디오 흥베이커리의 '최자로드' 
(유튜브 채널 '흥베이커리XtvN' 썸네일)

1)   Multi Channel Network의 약어인 MCN은 원래 개인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회사를 지칭하지만, 이 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전반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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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예띠스튜디오), MBC(Mbig), SBS(모비딕)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었고, 

jtbc의 ‘스튜디오 룰루랄라’와 tvN의 '스튜디오 흥베이커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아예 크리에이터가 주인공인 프로그램들도 있다. <워너비>와 <랜선라이프>는 크리에이터가 메인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리에 방송 중이다.

MCN은 공감의 미디어이다.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닌 받는 사람과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미디어. 이런 MCN이 성황하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스타 탄생 시스템이다. 

그동안 거대 미디어 그룹의 자본이 스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팬들과의 공감이 스타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최소 1년 이상 소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보여준 크리에이터들이 탄탄한 슈퍼 

팬덤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스타로 등극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도 데뷔 

초창기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여 그들의 공감을 얻어내었고, 탄탄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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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는 방탄소년단 (Mnet 방송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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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디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던 지상파 방송조차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MCN은 기존 

미디어의 대체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미디어가 시청률 저하로 인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며 

프로그램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반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개인 

창작자들조차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된 MCN이 기존 미디어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자동 자막 서비스는 영상 속 대화와 소리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이를 자막화하여 

영상에 보여준다. 위 그림의 영상 속 자막은 제작진이 입력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인공지능이 영상 속의 

사람 목소리를 알아듣고 자체적으로 생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은 MCN 콘텐츠 생산력을 

높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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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자동 자막 서비스 실행 화면 (예띠 스튜디오 방송영상 캡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2016년 12월 중앙일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이 기사를 통해 MCN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혁의 아이콘으로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업계 선도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MCN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여 ‘AI MCN’으로 진화를 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속단할 

수는 없다. 여전히 MCN은 불확실한 수익원과 한정된 소비자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N이 우리 미디어 업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선도해나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잠재력의 현실화는 콘텐츠 업계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차원의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 환경을 만들어보자.

“라디오와 TV가 나오면서 매스미디어 시대가 됐다. PR 하는 방법도, 사람과 관계 갖는 방법도 

달라졌다. 다음에 인터넷이 나왔다. 서로 인터랙티브해졌다. 방송이란 관점에서는 1인이 대중에게 

방송하는 MCN(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1대 다(多)’ 방식까지 발전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MCN에 AI가 결합된 ‘AI MCN’이 아닌가 싶다” (중략) 그래서 

셀레브리티가 ‘AI MCN’을 통해 동료가 되는 세상이라면, SM도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알려진 셀레브리티는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이다. (정형모, 유주현,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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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글로벌’ 구독자 42만명의 채널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 이동건이다. 지금까지 나는 약 4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는데, 팬의 60%는 러시아권 사람들이며 20%는 라틴 아메리카, 나머지 20%는 유럽사람들이다. 

글로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서, 그동안 나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채널들을 다수 컨설팅해왔다. 

감사하게도 이들 채널들은 모두 1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았다. 그래서 해외 팬들을 모으는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금의 구독자수(42만명)에 이르기까지, 실제 구독자수의 증가는 대부분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특히 한달에 5

만명에서 7만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했던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 물론 그런 상황 역시 당시의 흐름을 철저히 

파악한 덕분이었는데, 실제로 구독자가 빨리 모이는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성장 전략과 해외 팬들의 대상으로 하는 전략은 엄밀히 말하면 

같다. 하지만 해외 팬들을 모으는 방법은 국내 팬 확보 전략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글로벌 채널 기획 및 운영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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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외 팬들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언어’다. 국내에서는 크리에이터가 따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시청자를 목표로 한다면 크리에이터 혹은 편집자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구독자를 늘릴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CC라는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람들이 직접 번역해서 넣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사람들이 영상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을 일일이 번역해서 영상 혹은 유튜브 자막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해외 팬들이 영상을 이해해야, 마음에 드는 사람의 채널에 구독버튼을 누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영어 부담을 아주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언어 장벽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영어 자막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외 팬들이 볼 수도 

없고, 그들이 구독버튼을 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국내 시장에서 한국 팬들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머물게 된다.

실제로 나는 러시아어나 스페인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의 모든 영상에는 러시아어와 스페인어가 

제공된다. 여기에 종종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폴란드어 자막도 제공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을 위한 유튜브 글로벌 채널 운영 비밀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바로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 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낀다. 이런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다고 말하고 한국어를 번역해 달라고 

요청해보라!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실제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영상 속에서 한국인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말하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다. 우리가 

미드나 영드를 보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다. 나의 러시아 친구는 심지어 본인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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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계속해서 러시아어로 번역할 것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나의 모든 영상에 러시아어가 달리게 된 

것은 그 덕분이다. 

그러다가 채널 구독자가 1만명 이상이 넘어가는 성장세에 접어들자,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세계에 있는 한국어 능력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모국어 자막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때마다 그들에게 연락하여 서로의 언어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쉽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타이틀 외에 가진 것이 없는,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물론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다면 전문 

번역가를 쓰거나, 본인이 외국어를 배워서 직접 영상에서 구사하는 것이 최선인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로, 해외 팬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알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먹방>이라는 컨텐츠를 보지만,  해외에서는 

<먹방> 컨텐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본 글에서 말하는 것은 몇 몇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인기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먹방 크리에이터들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음악 크리에이터나 실험 크리에이터들이 더 인기가 많다. 이처럼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 

유행하는 문화를 소비한다. 그 문화를 이해해야만 팬들을 만족하는 기획이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채널 초반에 러시아 팬들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러시아에 대해 잘 몰랐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제들로 기획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모두 낮은 조회수와 구독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과의 대화 및 그들이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나는 러시아인들이 한국만큼 자국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러시아에 관심을 갖는 한국인’이라는 컨셉으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목표로 하는 글로벌 시장이 있다면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인들이 치킨을 먹는 영상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러시아 전통음식을 먹는 영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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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현지에서 만난 팬들

24

나는 구독자가 10만명이 되었을 때, 러시아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러시아 현지를 가서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생활하며 유튜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행 날짜와 계획을 

공지했다. 만약 그 곳에서 나를 알아보고 만나고자 하는 팬들이 있으면 심도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적었다. 

반신반의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처음 여행에서 100명이 넘는 현지인 팬들을 만났다. 내가 정해놓은 팬미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여행 

계획을 채널에 올렸을 뿐인데도 말이다. 많은 팬들이 내가 가는 장소에서 기다리며 나를 보러 왔던 것이다. 

심지어 거기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대화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많은 해외 팬들과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 이후에 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인들이 원하는 영상을 더 만들기 시작했고, 구독자는 단 몇 달만에 

무려 15만명이 늘어나는 등 고속성장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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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이 모인 멕시코 현지 <K-Culture> 행사에서 스카이프로 팬미팅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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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팬을 확보한 나는 다음 시장으로 멕시코와 프랑스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영상들이 멕시코 주요 방송에 노출되면서, 많은 멕시코 팬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유튜브 해외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와 그 나라 사람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원칙이다.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외국어를 잘 못한다. 나의 팬들은 모두 외국인인데 영상에서 나는 항상 한국어로만 이야기한다. 

21세기에 언어가 장벽이 될까? 언어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많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팬들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해외팬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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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보인 영상 중에 가장 해외 팬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은 러시아 뮤직비디오 [쿠쿠쉬카] 리액션이다. 

리액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연이었다. 원래 나는 인터뷰와 개인영상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시험삼아 제작한 리액션 영상에 팬들이 예상보다 높은 피드백을 보내줬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더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팬들의 이러한 피드백은 내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용했다. 

당시 러시아에는 리액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많았다. 그런데 나에게 리액션을 부탁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내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미국인, 프랑스인 등 서양인들의 리액션 

크리에이터들은 많았으나, 한국인이 하는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신선했던 것이다.

뮤직비디오 [쿠쿠쉬카]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기 전, 나는 러시아 팬들에게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 뮤직비디오는 러시아 2차대전을 주제로 한 영화의 주제곡이라 뮤직비디오 자체가 영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뮤직비디오가 쓰인 영화를 찾아보고 배경 내용을 추가로 검색해보니,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러시아인들이 굉징히 자랑스러워 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으로 따지면 

명량해전 같은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초반부터 행동을 조심하게 특별히 신경써서 기획했다. 그 결과 조회수는 270만에 가깝게 

나왔으며, 결과적으로 이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3만명 가까이 늘었다. [쿠쿠쉬카] 리액션 영상을 제작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리액션 도중에 다소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발언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나름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자부한다.

두 번째로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길거리에서 ‘라틴 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이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여러 명의 한국 남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획 단계에서 

콘텐츠 기획자로서의 크리에이터의 자세와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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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로벌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필수다. 마케팅 전략과 실행방안은 그 후에 나와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마케팅을 하더라도 기획부터가 잘못됐다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017년, 한 크리에이터가 두 달만에 구독자 20만명을 모았던 사례가 있다. 그 때 그 크리에이터의 구독자는 

3만명 정도로 기억한다. 그런데 두 달만에 23만명의 거대 크리에이터가 되어있었다. 그 사람 역시 글로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20만명을 모았을까? 방법이 궁금해 

연구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글로벌 채널 운영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실행 방안

27

멕시코와 콜롬비아 여자들에게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그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물어보고 그와 부합하게 기획을 짰다. 라틴 여자들은 유럽 여자들보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국 남자들을 보고 싶어했다. 이 콘텐츠는 인터뷰 내용을 

무편집으로 내보냈는데 남미팬들에게 피드백이 좋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해당 영상은 

13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 영상은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운영하는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되어 

큰 인기를 누렸다.  

유튜브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과 싫어할 내용이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또한 혼자서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먼저 만들곤 한다. 

하지만 나는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을 “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라”고 말하고 싶다. 먹방 

콘텐츠를 하고 싶다면, 한국 치킨이 아닌 러시아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만 더 

체크해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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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크리에이터는 대부분 영미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영상 내에서도 영어를 사용했다. 그러다 

그의 영상 몇 편이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한국처럼 트렌드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운영하는 거대한 페이스북 페이지들 

대부분에 그 크리에이터의 영상이 노출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구독자가 유입된 덕분에, 그는 당시 하루 평균 

4,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인도네시아에서 매력적으로 통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우연한 경로로 발생한 것 같지만 이것은 배울 점이 많은 사건이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 타겟과 마케팅 도구, 마케팅 방법 등의 많은 요소들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큰 

효과가 나타난다. 타겟은 각자가 원하는 해외 팬들이며, 마케팅 도구는 영상 콘텐츠, 그리고 마케팅 방법은 

영상을 노출하는 방식이나 유통 플랫폼이 된다. 

 

유료 유튜브 광고에서는 타겟, 마케팅 도구, 마케팅 방법,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삼박자가 잘 맞으면 

예상보다 훨씬 놀라운 성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시처럼 우연이라도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현지인들이 많이 보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의해서 노출이 된다면, 탑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둘째, 실행 방안으로는 해외의 타겟 팬들을 찾는 것과,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그 후에 

유튜브 광고나 다른 채널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다. 또한 타겟 해외 팬들의 성향을 미리 분석하여 그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의도적으로 제작하고 그들이 자주 방문하는 채널들에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러시아에는 한국의 카카오톡 같이, VK라는 러시아인들이 쓰는 로컬 SNS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나는 VK에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도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곳은 러시아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공유하면 

러시아인들 사이에 이슈가 되곤 했다. 2만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겼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해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VK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빠른 성장을 불가능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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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들이 생각하기에 유튜브라는 것이 애초에 마케팅 채널이기 때문에 따로 마케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든 마케팅 채널들을 

총동원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가 더 좋다. 하나라도 인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SNS로 구독자나 팔로워가 넘어오기 때문이다. 또 유튜브는 어린 연령대의 사용자가 많이 사용한다면, 

페이스북은 광범위한 나이와 직업군의 사람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연령대의 구독자들을 모을 수 있다.

 

이처럼 다른 SNS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올리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들이라면 인스타그램만큼은 꼭 하기를 추천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조합이 생각보다 잘 맞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들은 두 채널 이상을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하고 

더 빨리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쉬운 직업은 아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하며, 끊임 없이 영상 제작기법과 

장비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연예인들은 자신만 가꾸고 연기만 잘하면 되지만, 크리에이터는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등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야 한다. 거기에 자기 관리와 연기까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크다. 하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크리에이터가 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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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MCN, 세계 무대에서 날아오르다  

특   집특 집특   집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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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MCN’이란 용어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에서 정의한 

어휘로 ‘Multi-Channel Network’로 풀어 쓰고 ‘다중 채널 네트워크’로 번역하기도 한다. MCN은 여러 

유튜브 채널과 제휴한 제3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지칭하고 대체로 시청자 확보, 콘텐츠 편성, 크리에이터 

공동작업,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 창출 및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일견 CP (Content Provider, 콘텐츠 제공자) 또는 CA (Content Aggrega-

tor, 콘텐츠 수집자)의 역할과 비슷하기도 하고, 배우, 연기자, 가수 산업에서는 소위 ‘연예 매니지먼트’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입장에서 보더라도 콘텐츠의 수량 확보 차원에서는 MCN에게 CP, CA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콘텐츠의 품질 향상 측면에서는 기획 및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독려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즉, MCN은 기존의 용어로는 단번에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프롤로그 :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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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민 (트레져헌터 이사)

디지털 한류의 주역, MCN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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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무렵, 국내에 MCN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MCN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콘텐츠’에 방점을 둔 그룹이고, 다른 한 부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에 방점을 둔 그룹이 있다.

전자는 대체로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역량을 보유한 그룹으로 기존의 영상 제작사 경력에 기반하여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포맷, 레이아웃, 편집을 만들어 낸 경우였다. 주로,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개별 브랜드를 

개발하며 유튜브 뿐 아니라 페이스북(facebook), 포털 등에서 웹드라마의 포맷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들이다. 72초 TV, 연플리(연애플레이리스트), 딩고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전자의 콘텐츠 제작사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대개, 혼자서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며 편집하는 것은 물론 YouTube를 통해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로 시청자, 팬과 직접 소통을 한다. 즉, ‘1인 미디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들을 ‘크리에이터(Creator)’1)라 부른다.

앞에서 설명한 유튜브 기준의 MCN 정의로 보면  ‘크리에이터’와 제휴한 제3의 업체가 정확한 ‘MCN’으로 볼 

수 있다. 즉, 크리에이터와 협력, 제휴, 계약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일구는 

회사다.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비롯해 많은 회사가 대한민국의 MCN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크리에이터와 MCN

1)   이 글에서 ‘크리에이터’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 사용한다. 넓은 의미의 경우, 크리에이터 = {(좁은 의미의) 크리에이터 +

      BJ(Broadcasting Jockey) + 인플루언서}로 정의하며,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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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를 시작으로 영화, 음악 등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역에서 ‘한류’란 이름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처음엔 TV, 영화관, 음반의 형태로 알려졌다면 점차 디지털, 모바일 등의 새로운 매체가 

인기를 누리면서 ‘한류’ 또한 예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확산되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012년 Psy의 ‘강남스타일’이었다. 뮤직비디오가 TV나 다운로드 형태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게시 97일만에 조회수 5억뷰를 넘기고, 유튜브가 표시할 수 있는 

조회수를 넘겨버린 최초의 동영상이 되는 등 다양한 신기록을 세웠다. 물론, 한국 음악 최초로 빌보드 Top 

100 진입을 시작으로 7주 연속 2위를 차지하는 영광도 얻었다.

만약, 유튜브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인기를 얻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거나, 어쩌면 아예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기 힘들 수 있지 않았을까? 모두가 알고 있듯 유튜브는 이제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치(twitch), 웨이보(weibo) 등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 일상의 많은 영역에 들어와 있다. 콘텐츠의 확산과 소비도 과거 TV, 다운로드 등의 시절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되었다.

콘텐츠의 확산: Real Time & Global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한국의 크리에이터는 세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스마트폰, 액션캠 등의 영상 촬영장비와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이 확산됨에 따라 과거엔 전문가의 영역이던 

영상물 제작을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다루는 환경이 되었다. 미니홈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대한민국의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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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크리에이터가 다루는 콘텐츠의 카테고리는 게임, 뷰티, 키즈,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있다. 그도 그러할 것이,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익모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튜브는 광고 시청에 기반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구현하다보니 시청자, 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어떤 주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한국을 넘어 글로벌에서 ‘디지털 한류’를 이끄는 카테고리는 언어의 장벽이 낮은 뷰티, 뮤직, 푸드로 

볼 수 있고 게임의 경우 e-Sports 영역에서는 글로벌 전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뷰티 카테고리가 글로벌 확산에 적합한 배경은 한국의 화장, 미용, 패션 기법 및 트렌드가 아시아 전역에 

유효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화장품 제조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언어의 제약이 덜한 소재인 것 

디지털 한류의 주역, MCN 콘텐츠

33

글과 사진으로만 소통하던 ‘창작자’가 이제는 영상의 형태로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2)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는 창작물, 콘텐츠 기획의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 지형에서 아프리카TV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BJ로 불리는 1인 미디어는 실시간 방송의 포맷으로 

시청자와 소통에 주력한다.3) 일상의 고민에서부터 취미를 넘어, 전문 지식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다룬다. BJ는 콘텐츠 자체의 기획, 편집 등의 영역보다는 시청자와의 소통과 교감에 더욱 

관심을 나타낸다. 물론, 실시간 방송 운영에 능숙한 BJ가 유튜브와 같은 VOD 형태의 영상을 함께 제작하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전 세계 열풍에 힘입어 주로 사진으로 팬과 소통하는 유명인을 ‘인플루언서 (Influencer)’로 

부르는데 넓은 의미에서 크리에이터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언서는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PPL, 홍보, 상품판매와 같은 마케팅과 커머스 영역에 친화적인 경우가 많다.

2)   좁은 의미의 크리에이터로 사용한다.

3)   스트리머 (Streamer)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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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리한 측면일 것이다.

더불어, 뷰티는 보다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다. PPL 등의 광고 외에도, 

크리에이터가 상품을 직접 소개, 판매하거나 크리에이터 자신의 뷰티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콘텐츠 측면의 한류 외에도 유통, 무역의 관점에서도 한류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34

뷰티 크리에이터 ‘유깻잎’의 수익 모델 다양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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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카테고리 또한 K-Pop이 닦아 놓은 환경을 토대로 글로벌 확산에 최적의 카테고리 중 하나다. 단순히 

뮤직비디오를 세계 전역에 배포한 ‘Psy’의 사례와는 달리, ‘BTS’는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의 형태로 팬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팬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기성 아이돌이 아닌 크리에이터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뮤직 카테고리에 진출한 사례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음악 활동을 하던 크리에이터 3명이 만든 아이돌 그룹 ‘GTI’는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이웃 국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GTI는 데뷔 전부터 연예기획사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팬과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팬들이 직접 스타를 발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 구조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35

인도네시아 인기방송 <Bintang Pantura 5>에 출연한 G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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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다양한 MCN 콘텐츠가 ‘디지털 한류’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현지 문화에 밀착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의 경험치로 알고 있다. TV 방송에서 인기 있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어 구사에 능숙하고

에필로그: 글로벌과 로컬의 조합! 

GLOCAL MCN 콘텐츠

한국 특유의 인터넷 문화인 ‘먹방’은 푸드 카테고리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며 글로벌 확산에도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평소 먹방을 중심으로 한 ‘양수빈’은 태국 시청자로부터 반응이 커 태국 광고주의 

협찬으로 태국에서 먹방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단시간에 태국 최고의 셀러브리티로 

등극한 양수빈은 먹방 외에도, TV 출연, CF 촬영, 뷰티 브랜드 출시에 이르는 태국 현지에서의 사업 모델을 

확장 중에 있다.

36

태국판 ‘복면가왕’에 출연한 양수빈 (양수빈 페이스북 캡쳐) 태국 ‘양수빈 틴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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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37059?hl=ko

●  Namu wiki, https://bit.ly/2PDdT5u

한국의 음식, 지리, 역사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즉, 얼마나 ‘한국화’ 되었느냐가 시청자의 

관심과 인기의 바탕이다.

MCN 콘텐츠 또한 이와 같다고 본다. 단순히 현지 언어로 번역, 자막을 넣는 것 외에도 콘텐츠의 내용 그 

자체가 현지 문화에 가까울수록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매운 컵라면을 먹으며 고생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얻게 된 ‘영국남자’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과 확산을 위해, 수익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현지 문화에 밀착한 콘텐츠로 인기를 얻는다면 조회수에 기반한 광고수익 외 다양한 수익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성공한 레퍼런스를 현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공에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사업화에 전문 역량을 지닌 파트너가 있을수록 성공 기회가 높다.

지금까지 한국의 매력과 강점을 세계 전역에 알리는 글로벌(Global)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강점을 

살리되 현지에 최적화 한 글로컬(GLocal = Global + Local) 전략을 MCN 콘텐츠 영역에서도 펼쳐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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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MCN, 세계 무대에서 날아오르다  

특   집특 집특   집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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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정권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지상파 방송이 KBS와 MBC의 양대 공영방송체제로 재편된 직후인 1981년 

5월 25일, 아침방송 시간대의 부활과 함께 첫 방송을 내보낸 MBC의 '뽀뽀뽀'는 우리나라 키즈 콘텐츠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이정표가 되었다. 

매일 아침 7시50분부터 20분간 방영된 '뽀뽀뽀'는 당시 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아침을 여는 프로그램이었고, 1대 왕영은을 비롯해 길은정(2대), 최유라(6대), 장서희(7대), 

조여정(15대), 최정원(21대), 나경은(23대)등의 ‘뽀미언니’, ‘뽀식이’와 ‘뽀병이’의 이용식과 김병조, 

출연자로 등장했던 G-드래곤과 미스A의 민 등 숱한 스타를 배출한 산실이었다. MBC에 이어서 KBS ‘TV

유치원’, EBS ‘딩동댕 유치원’ 등의 경쟁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80~90년대 공중파의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일대 호황을 누리는 시절이 있었고, 이 시절 TV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란 이들이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이다. 

지상파TV 중심의 어린이 콘텐츠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1995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른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출현이다. 1995년 투니버스의 개국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중심의 어린이 

전문 방송채널들이 속속 등장하여 오늘날에는 10여개의 어린이 방송채널이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경계가 없는 키즈 콘텐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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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키즈 콘텐츠의 시장환경과 
캐리소프트가 꿈꾸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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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어린이 콘텐츠를 전국의 각 가정에 실어 보내고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중심의 어린이 콘텐츠 시장은 일대 카오스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기존 질서의 파괴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격변의 중심은 구글의 유튜브였고, 진입장벽이 없는 유튜브에서 자생한 이른바 'MCN 키즈 

콘텐츠'가 1981년 이래 3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던 TV 중심의 키즈 콘텐츠 시장을 크게 흔들어 버렸다.

방송 플랫폼의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 콘텐츠 제공자(CP)였던 ‘뽀로로’가 유튜브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영상채널이 되었고, ‘상어송’의 놀라운 전파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핑크퐁’이 급부상하였다. 또, 

유튜브의 흔한 장난감 소개영상으로 간주됐던 ‘캐리’ 또한 황송하게도 키즈 콘텐츠의 강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TV와 모바일의 경계가 무너진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는 올해 4월에 ‘뽀뽀뽀’를 부활시킨 대한민국 No.1 

공영방송(KBS)과 유튜브에서 출발해 작년 9월 TV채널(PP)로 갓 데뷔한 방송루키 ‘캐리’가 TV와 모바일에서 

동일 시청자를 두고 경쟁한다. ‘캐리’로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상황이어서 당혹스럽기는 필시 KBS 교양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담당 PD들과 비슷할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 2018년 현재 TV와 모바일의 형식적 경계는 분명 무너졌지만, TV와 모바일을 각각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플랫폼별 주력 콘텐츠의 내용상 차이점이다. ‘형식의 경계’에 이어서 

‘내용(콘텐츠)의 구분’이 언제쯤 확실하게 없어질 것인지가 필자의 주된 관심사이며, 조만간에 형식과 내용의 

경계와 구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관련해서 최근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키즈 콘텐츠 시장도 미디어 수용자들의 서릿발 같은 선택의지가 

작동하면서 ‘콘텐츠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바일의 가벼운 ‘스낵컬처’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TV와 모바일을 막론하고 꾸준히 인기리에 애시청되는 스테디셀러 키즈 콘텐츠는 정성껏 잘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들이다. 투자대비효과(ROI)를 따지기에 앞서, 이들 애니메이션 작품의 수명은 길고 어린이 

시청자와 그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여전히 크다. TV방송 문법으로 제작한 지상파의 키즈 콘텐츠도 시청률과 

ROI를 따지기에 앞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여전히 사랑 받고 있으니, 이는 여전한 TV의 

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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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로서의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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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팽창한 MCN 콘텐츠에 있다. 자생적 크리에이터들의 급증에 따른 콘텐츠의 양적 

증가 이면에는 분명 콘텐츠의 질적 논란도 있는 것이다. ‘재미와 파격’으로 단기간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을 

지라도, 과연 이런 콘텐츠가 32년 동안 장수했던 MBC의 뽀뽀뽀 같이 우리 시대에 자리 매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을 피할 수는 없다. 

양적 증가는 필히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법이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비디오 플랫폼들 역시 키즈 영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청정지대를 조성하고자 관련 규칙을 제정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 사용량의 증가보다 더 빠른 콘텐츠의 양적 증가 현상 속에서 플랫폼들의 ‘콘텐츠 필터링’은 

심화되고 있고, 역설적으로 TV에서 검증받은 양질의 정통 키즈 콘텐츠에게 기회가 커지고 있다. 즉, MCN과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의 품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MCN 콘텐츠가 

개방된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의 내용적 문제로 말미암아 퇴출당하는 사례는 이미 유튜브 등에서 속속 

확인할 수 있으니, 바야흐로 콘텐츠의 질적 경쟁은 TV와 모바일의 모든 미디어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14년 10월 설립 이래 캐리소프트의 일관된 고민은 ‘캐리소프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였다. MCN이란 표현이 복수의 채널을 운영하기에 맞을 수도 있지만, 100% 자체 IP의 자체 제작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캐리소프트는 ‘개인 크리에이터’들과 일종의 소속사 계약을 한 일반적인 MCN 모델은 

아니다.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어린이 콘텐츠 전문기업’이라고 표현해 왔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지난 

수년간 캐리소프트가 벌여 놓은 사업의 가짓수가 제법 많아졌고 곧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꼽아보면 TV

시장에 진출해 ‘캐리TV’채널을 론칭했고, ‘캐리TV 러브콘서트’ 등 올해에만 세 작품의 공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캐리키즈카페’를 여러 곳에 열었고, ‘캐리해피하우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선보였으며, ‘캐리앤샵’이라는 쇼핑몰 

사업을 전개하였고, ‘캐리팝’이라는 거품 목욕제를 필두로 어린이 생활용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조만간 ‘

헬로캐리’라는 영어 교육콘텐츠를 선보일 것이고, 자체 제작의 3D 애니메이션 작품인 ‘캐리 뮤직박스’가 머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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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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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방영될 예정이다. 그리하여 따져보니, 캐리소프트의 사업 분야와 내용에 관해서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정할 수 없음’, 즉 ‘부정(不定)의 엑스(X)’ 개념을 적용한다면 캐리소프트의 정체성은 ‘캐리X’인 것이다.

본 원고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바인데, 이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캐리소프트’라는 사명을 

‘캐리’로 명명하기로 한 것이다. 어차피 엑스(X)의 자리에 많은 변수가 위치할 것이니, 향후 캐리소프트가 어찌 

될 지는 우리도 모른다는 관점에서라도 ‘주식회사 캐리’로 개명하자는 결론이었다. 한편으론,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확장성을 회사의 최대 강점으로 꼽아보려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 

글자면 우리를 명명하기에 족할 만큼 ‘캐리’는 브랜드가 되었다는 판단에서다. ‘The Facebook’이 ‘The’를 

버리는 사명변경 이후 오늘의 ‘Facebook’이 되었고, ‘카카오’가 한때는 ‘카카오다음’이었고 그 전에는 

‘아이위랩’이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함을 지켜볼 때, 우리도 

사명과 브랜드를 ‘캐리’로 통일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본 것이다.

기실 ‘캐리’로의 사명 변경은 우리의 1단계 목표였다. 우리 사회에 당당히 ‘브랜드로서의 캐리’(Carrie As a 

Brand)를 내세워야할 시점에, ‘소프트’를 떼어 버리겠노라고 작정했었기에, 지금부터는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의 2단계 도약을 위해 뛰어보려 한다.

2018 미디어 산업 보고서 시즌 2

스낵미디어 산업 동향 Vol.2

SNACK MEDIA INDUSTRY TREND REPORT



Ellie Carrie Kevin 

Lucy Stella Yuni 

캐리소프트 소속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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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영어로는 ‘CARRIE’, 중국어로는 ‘凱利’)가 ‘브랜드’가 되었다는 판단의 근거를 일상에서 들자면, 우리 

회사의 크리에이터인 ‘엘리’가 밖에서 “와! 그 캐리에서 유명한 엘리다” 혹은 “캐리의 엘리다”는 말을 자주 듣고, 

국내외 플랫폼사 관계자들이 우리의 모든 콘텐츠를 ‘캐리 콘텐츠’라고 통칭하고, 캐리 이외에 엘리. 캐빈 

캐릭터가 그려진 <캐리 쥬스> <캐리 요구르트> <캐리 볶음밥> <캐리 장난감> <캐리 목욕용품> 등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 설립 이래 상당기간 ‘캐리’는 브랜드가 아닌 사람(캐리언니)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이면서, 캐릭터이고, 방송채널(캐리TV)이면서, 각종 상품이기도 한 꽤 유명해진 ‘브랜드’로 

인식된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잠시나마 유혹에 살짝 흔들린 적이 있었다. 영상 콘텐츠로 라면 값도 벌지 못했던 궁핍했던 시절에 광고성 

콘텐츠 제작과 배포의 대가로 돈을 버는 수익모델을 시도해볼까 했고, ‘캐리’라는 캐릭터와 상호를 빼고 오로지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물을 제작하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했다. 잠시 외도를 생각했다가 시계추처럼 이내 

중심을 고쳐 잡기를 여러 차례. 되돌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콘텐츠만 만든다’는 원칙을 사장도 어길 수 없는 

불가침의 원칙으로 세워 놓았던 게 우리가 ‘캐리’라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출발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Mobile  _  Smartphone TV  _  IPTV, OTT, CATV 

Mobile and TV 

미디어로서의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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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는 방송법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이다. ‘캐리’는 캐리소프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캐리티비라는 ‘

법인’으로도 존재하고 이 조직 안에서 수십여 명의 PD들이 매일 어린이 콘텐츠를 제작한다. 캐리가 

방송사업자가 된 이유는 물론 TV방송을 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캐리는 2017년 9월과 2018년 5월에 각각 

KT 올레TV와 SK BTV에 ‘캐리TV’라는 방송채널을 개국하여 하루 24시간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의 유튜브에서 시작했던 ‘캐리’가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한 축인 ‘TV채널’ 혹은 ‘방송국’이 되었다. 

‘캐리’는 대한민국 방송역사 중 유튜브에서 출발하여 정식 방송사가 된 최초의 케이스이다.

회사에서 신규로 직원을 모집하여 면접을 진행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남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 만으로도 너무 바쁩니다.” 이 한 마디로 자존감을 

확인한 PD는 더 열심히 캐리 콘텐츠를 제작했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캐리’를 만들었다고 본다.

캐리의 플랫폼 진출 현황



유튜브와 TV방송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캐리는 처음부터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모바일 퍼스트’도 

아니고 ‘TV중심’도 아니라, ‘캐리다운 캐리 콘텐츠’를 만들어 때론 TV에서 먼저 방영하고, 때론 유튜브에서 먼저 

오픈하는 식으로 모바일과 TV를 넘나들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네트워크를 

기가비트이더넷으로 구성하고 대용량의 파일서버를 여러 대 설치하여 촬영 소스, 클린본과 마스터본, CG와 

BGM 소스, 프리뷰 이미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PD들이 편집PC로 공유하게 하였다. 좀 꾸며서 

얘기하면 사내에 디지털 통합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비선형의 네트워크 편집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목표했던 바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용도로 활용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가 아니라 ‘제작 단계부터 다매체 배포를 고려한’ 일종의 COPE(Create Once, Publish Every-

where)이다. COPE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캐리TV’의 제작 효율화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캐리TV’가 

그 자체로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게 한 근간이다. 캐리 콘텐츠는 유튜브의 340만과 중국 3대 비디오 플랫폼(요쿠

·아이치이·텐센트) 500만 등 800여만명의 구독자(Subscriber), SK BTV와 KT 올레TV의 800만 ‘가시청 

가구’, 옥수수(모바일서비스)의 600만 월간 순 이용자(MAU: Monthly Active Users)에게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콘텐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플랫폼과 디바이스는 ‘그때그때 달라요’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보여 지더라도 수용자들의 인식 속에서 오로지 ‘캐리’로 오래 기억되길 희망해왔던 것이다.

사실 작은 콘텐츠 기업의 입장에서는 CP(Content Provider, 콘텐츠 사업자)이든 PP(Program Provider, 

채널 사업자)이든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공자’가 될 공산이 크며, 이는 플랫폼사의 정책 변화에 의해 한 

순간에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를 테면 부여받은 TV채널번호가 바뀌면 그 즉시 시청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PP의 존재가 그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캐리 콘텐츠를 최대한 다양한 플랫폼에 전개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가끔은 “보기는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는 식의 얘기를 듣고는 한다. 

플랫폼 다변화 전략은 해외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은 요쿠, 아이치이, 텐센트비디오, 소후, 금일두조 

등의 모바일과 인터넷 플랫폼에 진출하는 한편, 알리바바의 티몰박스와 샤오미의 미박스 등 OTT, 중국의 3대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省)별로 사업자가 다른 IPTV에도 콘텐츠 제공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해서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부터 국영 및 민영통신사의 IPTV와 OTT 서비스에 고화질 TV용으로 

가공한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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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미디어는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식산업’(consciousness 

industries)으로 표현된다. CP와 PP임에 틀림이 없지만, 콘텐츠가 미디어라는 광의의 개념에서 주역이 

되려면 모든 플랫폼에 편재해야할 텐데, 처음부터 캐리소프트는 이런 비전을 향해 걸어가고자 했다.

무릇 기업 활동에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기 마련인데, 키즈 분야의 브랜드와 미디어 기업을 표방하는 

캐리소프트의 경우는 그 책무가 자못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를 행복하게’(Make Kids Happy)를 

회사의 모토로 삼았기에, 그 전에 임직원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1의 노무원칙으로 

삼고 있다. 영상 프로덕션 분야의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영상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해산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주인의식으로 캐리의 키즈 콘텐츠를 만들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간제의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전원 정규직의 콘텐츠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도약함에 따라 임직원 개인도 성장하고, 회사 발전의 보상이 임직원 모두에게 

유효적절하게 분배되는 보상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필요충분조건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앞서 언급한 캐리소프트의 고민과 

결정을 종합할 때 캐리의 로드맵은 자명해진다. 콘텐츠의 도달률(reach)를 높여서 캐릭터와 브랜드의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업모델로 확장시켜 다방면의 캐시카우를 창출해내며, 여러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존재한다면, 궁극적으로 ‘캐리’는 키즈를 넘어 선 패밀리의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립 만 4년이 되는 오는 10월, 캐리소프트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콘텐츠와 커머스, 브랜드와 상품, 

중국과 한국을 잇는 ‘비욘드 콘텐츠’의 새로운 수익모델에 도전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만 

콘텐츠는 브랜드와 캐릭터의 가치를 창출하면 족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수익모델에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성사시켜보고자 한다.

기업으로서의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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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캐리소프트는 창립 이래 계속하여 흑자를 내고 있지만, 그 흑자는 콘텐츠 직접 매출 이외의 ‘비콘텐츠’ 

영역에서 창출되었다. 콘텐츠 제작비용은 오래 전에 콘텐츠 판권수익, 콘텐츠 광고수익, 브랜디드 콘텐츠 매출 등 

콘텐츠 직접 매출을 초과하였지만, 캐리소프트는 콘텐츠 품질을 고려할 때 이를 당연한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콘텐츠 제작비용을 통제하는 대신, 비콘텐츠 영역에서의 수익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매출에서 콘텐츠 직접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격하게 낮췄을 때 비로소 콘텐츠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한마디로 콘텐츠 자체는 돈을 잘 쓰는 사업이고, 돈은 콘텐츠가 만들어낸 가치를 활용해 다른 

곳에서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캐리소프트가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되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콘텐츠 제작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손 

큰 회사가 되고 싶다”고 겉으로 화답하고, 속으로는 “돈은 브랜드로 벌 수 있다”고 자신할 것이다. 캐리소프트는 

아시아의 작은 디즈니에 비견되는 ‘캐리’가 되고자 하며, 오늘 하루도 이런 긴 노정의 묵직한 한걸음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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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유재석이 놀이터에서 한 아이를 만나 물었다. 그 아이는 유재석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린이는TV 프로그램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유재석이 다시 묻자 “도티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자 

유재석이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도티가 뭐예요?”  

2017년 9월13일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한 장면이다. 유재석은 도티를 몰랐지만 초등학생 

사이에서 도티는 이미 ‘대통령’이다. 지난해 EBS와 스쿨잼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 1위는 

김연아, 2위는 세종대왕, 그리고 3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도티였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를 중심으로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기성 매체와는 다르게 개별 취향에 맞는 내용을 전하는 인터넷 

방송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콘텐츠가 아니다. 

문제는 주목을 받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사실이다. 이미 국회에는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자발적인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할까. 이 글을 통해 MCN 콘텐츠의 변화한 사회적 위상이 어느 정도로 변했고, 그에 걸맞은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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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함께 등장한 초창기 인터넷방송은 ‘비주류’ ‘저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대도서관, 도티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의 편견을 깨고 

자신만의 차별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팬들과 소통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MCN산업이 주목 받으며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수익배분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선보였고 2013년 국내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MCN 사업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이어졌다. 스마트폰과 동영상 시청에 용이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동영상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유튜브는 ‘갓튜브’로 불리며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핵심적 위치에 섰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조사 결과1)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유튜브로 나타났고 총 이용시간은 333억 분으로 지난해 8월 조사 결과(234억 분)와 비교하면 42%나 성장했다. 

(와이즈앱, 2018) 트위치, 데일리모션과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에 진출했고 아프리카TV는 경쟁 사업자들에 

맞서 화질 개선, 크리에이터 수익 배분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해오고 있다.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영상 서비스를 개편하며 강화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크리에이터들이 크게 늘었고 장르는 다양해졌으며, 위상은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던 어린세대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식당이나 

카페,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켜 놓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과 20대 일부는 자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크리에이터에 열광했다. 이에 따라 게임, 먹방, 쿡방, 뷰티, 

스포츠, ASMR 등의 장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 유튜브 채널은 영국남자 270만 명, 보겸 250만 명, 도티 230만 명 

등이 있으며, 이들처럼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MCN업체인 

CJ ENM의 다이아TV 내에서만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밀리언 창작자’가 지난 7월 기준 25팀에 달한다. 

변방의 MCN, 트렌드를 이끌다

1)   와이즈앱이 2018년 8월 한 달 동안 전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2만3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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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박스 프렌즈(미디어오늘, '무한도전' '유느님'능가하는 유트브 '도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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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기준 국내 주요 언론사 가운데 가장 구독자가 많은 뉴스채널인 JTBC뉴스 구독자가 70만 명, 예능 프로그램을 

다루는 JTBC엔터테인먼트 구독자가 250만 명대인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 내에선 크리에이터의 채널들이 주류 

미디어의 채널에 밀리지 않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MCN콘텐츠를 비롯한 인터넷방송이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TV에서 어느 채널을 

틀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먹방’ 열풍의 원조는 인터넷 방송이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가수들이 라이브를 하는 

딩고의 ‘이슬라이브’는 유명 가수들이 앞다투어 출연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됐으며, 팟캐스트 ‘김생민의 영수증’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다 같은 포맷으로 KBS에 프로그램이 제작됐다. 또, 72초TV의 주인공 오구실을 연기한 이채은씨는 

신세계 이마트 광고, 청와대정책홍보 웹콘텐츠에 출연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IP비즈니스에 적극적인 

샌드박스네트워크, 캐리소프트 등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출판, 캐릭터상품 등 사업영역도 확장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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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의 폐해를 다룬 기사들이다. 위 두 기사는 2012년, 2013년 기사이고 아래 세 기사는 지난해와 올해 

작성됐다. 최근 4~5년 동안 인터넷 방송의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인터넷 방송은 

유해하다’는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고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장점이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는 단점으로 이어진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선정성, 폭력성이다. 유튜브에서 왁싱샵에 방문해 성적인 면을 부각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고, 콘텐츠를 본 이용자가 해당 가게를 찾아 살인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BJ철구는 자신의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여러 번 빚었고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정지 7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인터넷 방송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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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가 인터넷을 벗어나 TV에 출연하는 것도 더는 낯설지 않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어린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캐리소프트의 캐릭터인 캐리는 KBS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고, IPTV에 전용 채널도 런칭했다. 

대도서관, 윰댕, 밴쯔, 씬님 등 인기 크리에이터가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JTBC ‘랜선 라이프’라는 예능도 있다. 

그리고 대도서관은 CBS라디오 일일 진행자로 발탁됐으며 축구 크리에이터 감스트는 지난 러시아월드컵 때 MBC 

온라인 중계를 맡았다. 이외에도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는 MBC 토크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도티는 KBS 

‘해피투게더’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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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쇼에 자살중계…막장 인터넷 개인방송 (서울신문 명희진, 2012.10.15.)

유튜브서 ‘야동’ 치면 1만7200여개가 주르륵˜ (문화일보 장병철, 2013.8.9.)

페북, 자살까지 생중계…‘빗장’ 걸 방법은 없나요 (한국일보 이서희, 2017.4.27.)

‘앙기모띠’, ‘보이루’… 유튜브 규제 공백에 아이들이 병든다 (중앙일보 김혜원, 2018. 9.5.)

‘유튜버 막말’ 달고 사는 초등생들? (동아일보 임현석, 정다은,  2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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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의 ‘인권감수성 

결여’도 문제가 됐다. “장애인한테 사람대접을 해줘야 합니까.” “이 새끼 이상한데, 장애인같이 행동하는데.” 

“자랑도 아니고 장애인 저 구석에 좀 해 놓지.” “자폐아들이 많은 거 같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지적한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문제적 발언이다.

여성혐오와 미러링, 성적 대결로 이어지는 양상에서 인터넷 방송이 개입된 일도 있었다. 남성 유튜버들이 ‘

미러링’을 해온 유튜버 갓건배를 죽이겠다며 집에 쳐들어가는 생방송을 진행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다. 

여성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회에 따라가 이들을 자극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콘텐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방송의 경우 기존 어린이 콘텐츠들과 마찬가지로 고정적 성 역할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은 아이가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모방한다는 점에서 기획 단계부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어린이 콘텐츠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경우 캐리는 주로 분홍색 옷을 입고, 빨간 리본을 착용하고 남자 진행자는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는다. 이 

외에도 남성은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식의 상황극이 많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어린이 프로그램 1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인물 성별이 남성 57.9%(198명), 기타 10.5%(36명)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많았다. 또한 성차별적 내용(54건)은 성평등적 내용(10건)보다 약 5배 가량 많았고, 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방송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비교 (최진응, 2016)

구분

공적책임

사업 개시

사업자 제한

등급 분류

편성 및 채널 구성

방송 보존

사전심의

있음

허가, 승인, 등록

결격사유 명시

의무

규제

의무

의무

방송

없음

신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작동 방식과 특징



인터넷 방송의 폐해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논의는 ‘기승전-규제’로 흐른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때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이 단골 질의 대상이 됐고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 규제 법안은 통신 분야 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이은권 의원 

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맹우 의원의 

법안은 사업자가 ‘음란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을 기존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태 의원은 기업의 자율적 심의기준을 확정해 ‘표준 권고안’을 

마련한 뒤, 사업자들이 심의를 하고 문제적 행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제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이 아닌 ‘방송’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OTT 법제화’를 규정했고, 지난달 김성수 의원이 OTT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하는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로 풀 수 있을까?

53

광고와 협찬 고지도 논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찬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협찬고지’ 없이 만든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14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추천·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돈이나 제품 협찬을 받아 글을 올릴 때 

이를 명시토록 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가 인터넷 방송을 타깃으로 한 조사는 아니며, 인플루언서가 아닌 

광고주인 기업을 처벌할 계획이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크리에이터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협찬 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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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개정안) 초안에 담긴 방송사업자 분류체계
(미디어 오늘, 넷플릭스 유튜브도 방송에 편입? 방송법 지각변동 시작)

방송사업

지상파방송

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

다채널유료

방송사업자

(SO, IPTV,위성 등)

부가유료

방송사업자

(OTT, 중계유선 등)

종편 및

보도전문

PP

홈쇼핑

PP

전문편성

PP

인터넷방송

콘텐츠제공

사업(자)

방송전송망

제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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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비현실적이며 과도하다. 통신으로서 인터넷 방송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통신심의 자체가 

과도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을 심의하고 규제하는 데 대해 2010

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으로 검열의 위험이 높다”면서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민간자율단체로 이양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통신심의로 인터넷 방송에 시정요구를 하는 일 자체가 난센스다. 2016년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이버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키스 장면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며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그러자 2016년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인터넷 부분 자유국’으로 분류하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규제기관이 네이버 포털의 

온라인 동성애 드라마를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방송을 방송으로 규제하려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데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튜브에는 TV에서 내보낸 콘텐츠를 그대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고, TV콘텐츠와 유사한 포맷의 웹드라마, 

웹예능도 있다. 또,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1인 방송도 있고, 개개인이 재미 삼아 올린 영상, 풍경을 찍거나 

셀카 영상도 있는데 모두 방송으로 간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고, 영국은 기존 미디어 사업자가 온라인에 편성한 콘텐츠만 법제화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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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지만 규제가 정답은 아닌 상황에서 크리에이터와 사업자, 협회,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물론, MCN업계 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방송도 아닌데 뭘 지켜야 하나?”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하였듯 인터넷 방송은 정부가 허가하는 ‘방송’이 아니다. 유명 

크리에이터를 ‘공인’으로 간주하는 시선도 있지만 ‘공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영향력에 걸맞은 자발적 노력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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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랜선라이프 제작발표회 현장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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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향력’ 측면에서 접근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실제 기성 방송에 대한 법제도도 환경변화에 따라 개념이 

변화해오고 있다. 방송이 지상파뿐일 때는 ‘전파’라는 한정된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책무를 

부과했다면 케이블과 IPTV가 나온 이후에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기존 

미디어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콘텐츠 창작과 유통의 주체는 자신들의 영향력에 맞는 책임을 고민을 

할 때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언론사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지만 

미국 등에서 가짜뉴스나 테러, 혐오 콘텐츠와 관련한 논란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영향력’에 따른 책무를 고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장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건 자율규제 시스템이다. 업계에 제대로 된 ‘자율규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다. 3년 전인 2015년 9월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자율규제 시스템이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도입이 매우 늦다. 결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는 등 제도적인 규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MCN을 포함한 인터넷 방송 비즈니스의 장벽이 된다.” 크리에이터, 사업자, 그리고 협회 등 단체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현재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참여하는 기구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도하는 ‘타율적 자율규제’로 정상적 자율규제 시스템은 아니다. 지난해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

TV의 일일 결제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한 기구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고 이후 방통위가 

사업자들이 한도를 내린다고 발표한 흐름을 보면 ‘타율적’이라는 성격이 드러난다.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룰을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터, 사업자, 

협회가 모여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내용 측면에서 폭력, 선정성, 가학성 등의 문제적 

사례를 정리하고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논의를 반영해 성차별, 혐오, 허위정보에 대한 

사안도 다룰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 심의를 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들까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심의 때도 이 같은 요소를 반영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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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상파 방송처럼 “어떻게 콘텐츠인데 돈을 받고 만드냐”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터넷 방송에서는 광고와 콘텐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광고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콘텐츠적 요소를 갖춘 브랜디드 콘텐츠가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전제하되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일부 

브랜디드 콘텐츠들은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영상 맨 마지막에 로고를 띄우는 정도인데, 돈을 

받고 만들면 이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MCN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업계가 최근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교육의 주체로 거듭날 

필요도 있다. 최근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해야 한다거나,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아이들은 철구와 도티를 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정부 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신문, 방송 등 전통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신문사들의 NIE(신문활용교육) 교육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콘텐츠의 창작자들과 업체들이 나서서 ‘좋은 콘텐츠’의 기준을 정하고 콘텐츠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방식의 교육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당장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나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완벽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 다만, 

규제가 들어서면 역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지난 1~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한 건도 시정요구를 

받지 않았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63건에 달했지만 2016년 34건, 작년 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아프리카TV는 모니터 인력을 계속 늘리고 크리에이터 대상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개입한 결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심의를 받고 

정부로부터 규제 압박을 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도 할 일이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기금으로 지상파, 종편만 지원할 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 

제작지원 또는 사업자별 심의 모니터 인력 확충, 크리에이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미디어 부문 시상에 ‘인터넷 방송’을 넣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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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시도다. 이처럼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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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의 발전과 보급, 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영상 소비가 전 세대에 걸쳐 늘고 있는 추세이며, Youtube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한 사람이 응답자 전체의 74.5%나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동영상 소비는 Youtube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Youtube를 통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유통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일본의 한 보험회사가 진행한 ‘중·고등학생 

장래희망’조사에서 크리에이터가 높은 순위에 랭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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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의 MCN회사 ‘UUUM’

2016년 Youtube 등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이용률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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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Youtuber를 전반적 혹은 일부 지원해주는 MCN기업이 일본에서도 생겨났다. 그 중에서는 일본 최초 

MCN기업이며 설립 4년 만에 상장기업이 된 UUUM이라는 회사도 있다. UUUM은 일본의 탑 크리에이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운영 방식과 다양한 사업 전개로 몸집을 더 크게 불리고 있는 회사이다. 

 UUUM은 일본의 최대 MCN회사로 국내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관련 자료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필자는 MCN기업으로써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UUU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UUUM(‘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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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해외시장뉴스, 일본 유튜버 전문기획사 UUUM 상장)



62

UUUM은 2013년 6월에 설립된 일본 최초 Youtuber를 위한 매니지먼트 프로덕션이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2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의 유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롯폰기힐즈 

모리타워에 입주해 있다. 

UUUM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기획, 제작, 마케팅, 저작권, 유통 및 사업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사업자로(김치호, 2016), 다른 MCN기업과 같이 크리에이터로부터 얻는 광고 수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 광고 수주, 게임 제작, 자사 채널 운영 등을 통한 별도의 수익원도 가지고 있다. 

2015년까지 적자를 이어가다 2016년에 흑자 전환하여 2018년에는 48억 7300만엔(약 500억원)1)의 

매출액을 기록한 UUUM은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설립 4년 만에 일본 MCN기업 중 최초로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기업으로 승인되었다. (2017년 7월 27일 공식 보도, 2017년 8월 30일 상장) 

UUUM의 상장은 일본 인터넷 동영상 시장의 성장과 MCN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희소식이다. 

UUUM이 어떠한 사업과 운영방식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1)   2017년 6월-11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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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UM은 자신들의 주요 사업을 총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 서포트 사업이다. 소속 You-

tuber들의 매니지먼트, 동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굿즈 판매,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등을 서포트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이다. UUUM 소속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려는 기업에게 다양한 

마케팅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은 게임·미디어 사업으로 UUUM의 오리지널 캐쥬얼 게임, 동영상 

미디어,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및 운영한다.  

UUUM은 위 세 개의 사업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UUUM이 지난 2018년 1월 발표한 사업별 매출액을 보면 모든 사업이 전년 대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UUM의 주요 사업은?



2)   단, UUUM NETWORK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유튜브 수익화 

      프로그램) 참가 조건 : 과거 12개월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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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UUUM의 세 가지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크리에이터 서포트 사업

MCN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기획, 제작, 유통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굿즈 판매, 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기획, 운영한다. 

UUUM 소속 크리에이터는 크게 전속 크리에이터와 네트워크 크리에이터로 나뉘며, ‘UUUM NET-

WORK’라는 서비스에 가입하여 ‘크리에이터 서포트’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 서비스와 혜택은 신생 

크리에이터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UUUM NETWOR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누구나 소속 신청 응모를 할 수 있으며,2) UUUM이 응모한 신청자의 채널을 검토 한 뒤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 

UUUM NETWORK 서비스는 Youtube 채널과 크리에이터의 교섭을 대행해 줄뿐만 아니라 Youtuber를 

위한 교육(영상편집, 채널설계, 콘텐츠 노하우 등)과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소재(다수의 악곡, 효과음, 

일러스트 등)를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한다. 또한 크리에이터들끼리 다양한 네트워크 자리를 만들어주며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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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UM의 매출액 추이 (logmi.j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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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와의 협업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물론,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UUUM NETWORK로 계약을 맺은 크리에이터는 Youtube 광고 수익을 UUUM과 배분하여 갖는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월 5,000엔(약 5만원) 이상인 크리에이터에게는 500엔(약 5천원)을 일률적으로 받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며, 수익이 월 5,000엔 이하인 크리에이터의 광고 수익은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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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UM NETWORK 서비스는 실제로 탑 크리에이터를 배출해내기도 하였으며, 현재 약 5,000개의 채널을 

관리하고 있다.(2017년 12월 기준)

UUUM소속 채널 수 변동 추이 (UUUM 홈페이지)

UUUM NETWORK 서비스의 수익배분 (UUU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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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UM의 전속 크리에이터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UUUM이 개최하는 공연, 축제 등 

오프라인 이벤트의 출연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기회 등이다. 

UUUM의 가장 대표적인 오프라인 이벤트는 바로 U-FES이다. U-FES는 2015년 11월 도쿄에서 첫 

개최되어 현재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UUUM 소속 대표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하는 U-FES는 매년 

구성을 바꾸어 진행한다. 2015년 첫 해에는 스테이지 1개와 후원사 부스, 음식 판매 부스 정도로만 구성되어 

있었지만, 2018년에는 Music, Girls, Games, Kids로 각각의 스테이지를 구분하여 주제별로 다채로운 

무대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2015년 3개의 스폰서로 시작한 U-FES는 2018년 현재 8개의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8월과 

11월 두 번 개최한다. 11월에 개최되는 U-FES는 축제 장소인 도쿄돔 시티와 함께 다양한 체험 및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쿄돔 시티의 놀이공원을 방문하여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스페셜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UUUM은 정기공연도 개최하고 있다. UUUM의 정기공연은 ‘ZUUUM’ 이라고 불리며 2018년 3월부터 매달 

진행 중이다. UUUM이 주목하는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공연하는 

형식이다. 정기공연은 UUUM의 소속 크리에이터를 새롭게 알리고 그들이 더욱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는 직접 크리에이터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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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U-FES 부스 (U-FES 2018 홈페이지)



‘UUUM fans!’ 사이트 메인화면 (UUUM fa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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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UM은 공연뿐만 아니라 악수회, 사인회, 팬미팅 등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꾸준히 개최하며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활동과 명성획득, 수익 확보를 돕는다. 이외에도 크리에이터의 오피셜 팬클럽을 개설해주어 UUUM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팬들이 크리에이터에 관한 정보, 이벤트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UUM Fans!’ 라는 오피셜 팬클럽 서비스는 유료회원제이며 고화질 사진, 팬 이벤트, 티켓 선판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역시 크리에이터와 팬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크리에이터 서포트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ZUUUM’ 로고 (UUUM 홈페이지)



3)   미국 글로벌 마케팅 업체 미디어킥스(Mediakix)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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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1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3) UUUM도 이러한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다양한 브랜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는 등 소속 크리에이터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광고주들이 UUUM

과의 협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UUUM이 자체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지니고 있기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잠재 소비자에 대한 도달율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가 높다는 것도 

선호 이유 중 하나이다. 그 동안 뷰티, 식품, 어플리케이션, 문화공간 등 다양한 산업군의 브랜드와 협업한 

UUUM의 대표적인 협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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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BREEZE (뷰티)

-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판매하는 뷰티 브랜드

- UUUM 소속 크리에이터 4명이 각각의 채널에서         

   ‘SEABREEZE’의 바디워시, 린스인샴푸 등의 상품을 소개

- 시청 데이터 : 재생수 약 340만건, 코멘트 약 3천개, 좋아요 약 2만 4천개

하지메샤초 SEABREEZE 콘텐츠 

(하지메사쵸 유튜브 영상 캡쳐)

 하지메샤초는 기발한 실험을 하는 유튜버로 SEABREEZE 제품을 

소개할 때에도 5월에 방 안을 한여름의 환경으로 조성하여 더위를 

느끼면서 SEABREEZE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원함을 느끼는 

영상을 배포함.

키노시타 유우카 SEABREEZE 콘텐츠 

(키노시타 유우타 유튜브 영상 캡쳐)

키노시타 유우카는 평소 먹방을 하는 유튜버로 이번 SEABREEZE 

브랜디드 콘텐츠에서는 SEABREEZE의 샴푸를 사용한 후기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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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miki SEABREEZE 콘텐츠

(Kumamiki 유튜브 영상 캡쳐)

귀여움을 뜻하는 일본어인 Kawaii를 컨셉으로 일본문화나 패션, 

메이크업 등의 라이프스타일 위주의 영상을 올리는 Kumamiki는 

머리 감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컨셉으로

SEABREEZE의 샴푸를 소개함.

Masuo SEABREEZE 콘텐츠 

(Masuo 유튜브 영상 캡쳐)

예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Masuo는 

‘시원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실천해보았다.’ 라는

시원해지는 여러 방법을 소개한 후 SEABREEZE의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시원해졌다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배포함.

AWA (어플리케이션)

- 일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버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 AWA Music Week를 진행함. UUUM의 인기 유튜버가 1주간  매일 한명씩 

   좋아하는 음악에 관해 이야기하는 스페셜 기획으로 콘텐츠를 제작함. 

- 시청 데이터 : 재생수 약 530만건, 코멘트 약 1만개,  좋아요 약 4만 4천개

좋아하는 곡을 불러보았다!

(SEIKIN 유튜브 영상 캡쳐)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보았다!

(하지메사쵸 유튜브 영상 캡쳐)

뜨거운 열탕에서 좋아하는 곡을 소개해보았다!

(アバンティーズ 유튜브 영상 캡쳐)

이외 3명의 유튜버(HIKAKIN, トミック, AmiBeautyTV) 가 AWA MUSIC WEEK에 참여

내가 보통 듣는 노래를 흘려보았다!

(PDS주식회사 유튜브 영상 캡쳐)



게임·미디어

게임 방송은 Youtube에서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이다. 게임 크리에이터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UUUM은 

많은 게임 회사로부터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실제로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자사 

오리지널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제작한 오리지널 게임을 소속 유명 크리에이터가 실황 중계를 하면서 

게임을 통한 실적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UUUM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도 제작, 운영하고 있다. UUUM 소속 

크리에이터들 중 음악을 주요 장르로 삼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오리지널 악곡을 활용한 리듬게임,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살린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등 자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IP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게임을 제작 · 운영하고 있다. 

UUUM의 소속 크리에이터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 운영은 MCN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하다.

UUUM 크리에이터의 악곡을 활용한 
Face Dance 게임 어플리케이션 (UUUM 홈페이지)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유튜버 ‘카리스마브라더스’의 
IP를 활용한 여자기숙사탈출게임 (UUU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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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UM 소속 크리에이터들은 일본 Youtuber를 대표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2017년에 일본 내 Youtube 채널 등록자수 랭킹에서 1위부터 7위까지를 UUUM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전부 

차지할 만큼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다. 그 중 UUUM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터 3명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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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UM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기업 운영 방식이다. UUUM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Youtube의 주요 소비층이 젊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린 학생들이 

봐도 문제가 없는 콘텐츠를 올리도록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UUUM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협찬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기업 상품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신념은 UUUM의 콘텐츠 관리팀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UUUM은 

새로운 산업계의 성장에 앞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UUUM의 

크리에이터가 인플루언서로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Legal Mind를 

잊지 않으면서 UUUM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확대 · 수익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UUUM의 운영방식은 많은 MCN 회사의 귀감이 된다. 개인으로 활동하던 크리에이터가 UUUM과 계약을 

하면, 회사 차원의 콘텐츠 관리로 인해 재미없어지거나 유치해진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UUUM과 계약을 

맺는 채널(크리에이터)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출역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 UUUM의 운영방식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UUM의 기업 운영 방식은?

UUUM 대표 크리에이터는?



HIKAKIN

* 일본 국내 채널 총 구독자수 1위 Youtuber이자 ‘UUUM’ 공동창업자

* 구독자 수 : 총 1,301만 (2018년 9월 기준)

   HikakinTV 656만 / HIKAKIN 216만명 / HikakinGames 383만 / HikakinBlog 46만 

* 비트박스 영상을 올리기 위해 채널 운영 시작, 인기를 얻게 되자 음악, 게임, 리뷰 채널 등 

   총 4개의 채널로 확대 운영 중임.

* 일본 최대의 크리에이터 소속사인 UUUM을 설립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역을 

   인터넷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로 넓혀 1인 미디어 생태계에 지대한 공헌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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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下ゆうか (키노시타 유우카)

* 대식가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 콘텐츠 업로드

* 구독자 수 : 총 498만 (2018년 9월 기준)  木下ゆうか 472만 / 木下ゆうか 2채널 26만명 

* 키노시타유우카는 특히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으며, 한국 지상파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음. 

*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어 자막을 제공

はじめしゃちょー(하지메샤쵸)

* 이색실험, 예능 계열 채널 운영 

* 구독자 수 : 총 910만 (2018년 9월 기준)  はじめしゃちょー 690만 
                   / はじめしゃちょー2 220만 
* 일본 젊은 층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튜버

* 2015년 10월, 740명과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여 기네스 기록이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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