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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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디어 산업 보고서 시즌 2

스낵미디어 산업 동향 Vol.2

SNACK MEDIA INDUSTRY TREND REPORT

권병민 (트레져헌터 이사)

디지털 한류의 주역, MCN 콘텐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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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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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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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