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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는

1. 협회 소개

1인 미디어 관련 정부-민간-학교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1인 미디어 산업의 증진과 세계 시장 선도에 일조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 1인 미디어 산업(MCN 2.0)은 디지털 채널이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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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소개

[설립취지]

협력 강화
1인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간 유대

강화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산업 발전
산업 비즈니스 주체들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전문 크리에이터 육성과 효율적

관리 및 권리보호 도모

글로벌 시장 선도
민-관-학 공조의 활발한 사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1인 미디어 시장 주도

[협회비전]

1.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www.kmcna.or.kr

2. 회원사 성장 및 협력 지원

3. 글로벌 진출 다각화 지원

MCN 2.0  

산업 선도



1. 협회 소개

이성학

(주)CJ ENM 부사장

송재룡

(주)트레져헌터

대표이사

박수형

KBS미디어

부장

이필성

(주)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이사

염진호

(주)비디오빌리지

대표이사

박성조

글랜스TV 대표이사

손현하

베리미디어

부사장

[협회이사진] _회장/부회장/이사진(가나다순)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이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용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장

[감사 / 사무총장]

· 회회장 : 이성학 (CJ ENM)

· 부회장 : 박성조 (글랜스TV)

·  이회사 : 명승은(벤처스퀘어), 박수형 (KBS 미디어), 

손현하 (베리미디어), 송재룡 (트레져헌터), 

염진호 (비디오빌리지),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  감회사 :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사무총장 : 정용우 부장 (한국전파진흥협회)

·  일반 회원사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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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MCNA 연혁

3월 MCN협회 창립총회

5월 MCN협회 등기완료

7월 MCN 실태조사(RAPA 공동진행)

9월 MCN 세미나 in BCWW 2016

10월 규제 관련 소견서 제안(미래부)

12월 회원사 대상 MCN 산업 현황 실태 조사

2016년 3월

www.kmcna.or.kr

2016년



2. KMCNA 연혁

3월 MCN협회 창립 1주년 총회

- 신임 이사사 추가 합류(글랜스TV, 베리미디어, 커피리닷컴)

4월 분과별 협의체 모임(4회)

5월 서울시 공공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대행

- 서울로 7017 with 크리에이터 예빈

7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세미나

- ‘넥스트 콘텐츠’ MCN에 길을 묻다(KOCCA주최/KMCNA주관)

8월 서울시 공공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대행

- 1인 미디어 전망 with 서울시장 박원순,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9월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표

9월 월간홈쇼핑 MOU 체결

10월 서울시 공공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대행

- 잘생겼다 서울 20 with 크리에이터 정선호

11월 방위사업청 공공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대행

- 장보고-Ⅲ with 크리에이터 우주쏘녀

www.kmcna.or.kr

2017년



2. KMCNA 연혁

3월 MCN협회 창립 2주년 총회

- 협회명 변경(MCNA→KMCNA), 협회 정관 변경

4월 모두커뮤니케이션, 한국홈쇼핑공급자협회 MOU 체결

6월 MCN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용역(w/RAPA)

6월 미디어 커머스 세미나

7월 서울지역 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9월 기획재정부 공공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추석 민생 안정 대책 with 크리에이터 예빈

10월 서울시 공공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노을음악축제@클래식 with 크리에이터 소프

10월 크리에이터 실태 조사(w/한국노동연구원)

10월 바이트댄스 MOU 체결

12월 서울시 공공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제로페이 서울 with 크리에이터 2인(오마르의 삶, 신쿡)

www.kmc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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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MCNA 연혁

1월 서울시 공공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제로페이 서울 with 크리에이터 3인(퓨어디, 류리가람, 싱싱한싱호)

1월 네오캡 MOU 체결 ···

www.kmc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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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www.kmcna.or.kr

MCN 2.0

MCN 2.0이란 기존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관리하고 육성하던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발전하여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디지털 채널이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융합 미디어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Multi
Media

Channel
Contents
Creator
Commerce

Network

MCN 2.0 비즈니스영역

■ ICT 융·복합형 미디어 비즈니스

■ 채널 비즈니스

■ 콘텐츠 마케팅 및 커머스 비즈니스

MCN 2.0 주요사업
■ 1인 창작자 매니지먼트

■ 스낵 콘텐츠 제작 및 IP

■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

■ 콘텐츠 마케팅 및 커머스

1. 2.



4. 협회 활동 – 회원사 지원

5
KMCNA 네트워킹

▷ 이사회, 회원사 네트워킹

▷ 송년회 …

3
마켓 및 컨퍼런스

▷ BCM, BCWW

▷ ACE Fair, KCTA Show

▷ 차세대 미디어대전

▷ VIDCON …

2
세미나 및 토론회

▷ 업계 이슈 논의 및 정보 공유

▷ 연사 초대 및 발제 진행

▷ 토론회 진행 …

4
비즈니스 연구반 운영

▷ 분기별 1회 / 격월 1회

▷ 업계 아젠다 및 인사이트 제공 …

1
연간 총회

▷ 협회 활동 경과 보고

▷ 크리에이터 축하 공연

▷ 네트워킹 파티…

www.kmcna.or.kr



4. 협회 활동 – 공공 프로젝트 진행

1
크리에이터 공익 캠페인

▷ 클린 콘텐츠 창작/이용 문화 확산

▷ 자율 규제 활성화… 3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정책 대응

▷ 규제 논의 관련 공동성명 발표

▷ 공동발전방안 모색

▷ 공동 입법 제안…

2
공기업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지도 제고

▷ 서울시청, 방위사업청 등 …

www.kmcna.or.kr



4. 협회 활동 – 크리에이터 지원 및 사업 다각화 연구

1
창작자 교육 지원

▷ 1인 크리에이터 대상

▷ 기획, 제작, 플랫폼, 마케팅 등 전 분야

▷ 세무, 법률(저작권) 등의 분야로 확장…

2
스낵미디어 어워즈

▷ 동영상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 동영상 콘텐츠 장르 체계화

▷ 국내·글로벌 어워즈 공동 진행…

3
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 산업 트렌드 분석 및 정보제공

▷ 정부 및 기관 지원사업 협력

▷ 산업체 공동 협력 방안 모색…

사례집 발간

▷ 콘텐츠 제작 장르 및 유통, 채널 현황

▷ 저작권 위반/침해/협의 사례

▷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니즈 파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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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 자격

▷ 1인 미디어 관련 법인사업자

▷ 1인 미디어 관련 개인사업자

▷ 성실히 채널을 운영중인 크리에이터(팀/개인)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전무한 크리에이터

일 반 회 원 크리에이터

www.kmcna.or.kr

▷ 디지털 미디어 관련 학계

▷ 1인 미디어 및 ICT 관련 공공 기관/단체

▷ 1인 미디어 관련 전문가

특 별 회 원

※ 1인 미디어 관련

: ICT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 통합 마케팅 등 1인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분야



홈페이지 :  www.kmcna.or.kr

페이스북 :  facebook.com/mcnassociat ion

전화번호 :  02-2062-1202

이메일 :  contact @kmcna.or.kr

CONTACT

※회원사 및 크리에이터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