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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영상 UCC(User-Created Content)로 출발한 개인
적 창작 활동에 자본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현상인 다중 채널 네
트워크(Multi-Channel Network, MCN)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MCN의 산업적 동향을 살피고 그 모델의 사회문화적인 함의, 특히
개인 창작 과정과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에의 영향을 살피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MCN은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의
창작자(채널)들과 제휴하여 제작이나 자금 지원, 홍보, 저작권 관
리, 수익창출/판매, 고객확보 등의 지원을 하며 채널 수익의 일부
를 공유하는 조직을 말한다.
탐색적 연구를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문헌분석
과 심층인터뷰, 콘텐츠 내용 분석을 통해 크게 ①MCN의 비즈니스
모델 구성 ②MCN 콘텐츠의 특성 ③개인 창작 활동에의 영향 ④
풀뿌리 미디어 문화 형성에의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MCN 비즈니스를 창작자 중심의 비정형 디지털 콘텐
츠 비즈니스로 정의할 수 있었다. 창작자와 창작자 콘텐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가치이며, 주요 수
익모델은 광고다. 창작자에 대한 통제가 전통적 미디어 산업에 비
해 약하고 UCC 모델에서보다 창작자들의 힘을 결집시켜 플랫폼
및 광고주와 대등한 비즈니스적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한 것이 특
징이다. 또한 한국 MCN의 특징으로 기업 주도형 산업 발달을 꼽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 모델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야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장기적인 MCN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미디
어 영상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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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시장 정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MCN 콘텐
츠는 주로 게임, 장난감, 뷰티,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소비되었
으며, 빈약한 서사구조, 다양한 기술 활용, 자연스러움과 소통, 유
희적 콘텐츠 등을 주요 특성으로 꼽을 수 있었다.
기업 자본이 개인의 창작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살
펴본 결과, MCN은 개인의 창의성 발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영
향을 주고 있었으며, 창작자들의 창작 독립성 또한 최대한 보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CC에서 기대되었던 풀뿌리 미
디어 문화의 형성에 MCN이 기여하는 바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신규 창작자를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는 창작의 저변이 넓어진 것으로 보이나, 보다 폭넓은 생산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서는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
확보와 인기/비인기 창작자 간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
성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MCN 콘텐츠에는 가치지향
적 비판적 담론이 부재하고 이성적 의견 교환과 신실성 등이 결여
되어 온라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작은 창작자가 안
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상업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상 창작과 관련한 산업적․정책적 함
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MCN에 대하여 분석한 초기
시도로 그것의 산업적․문화적인 의미를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작은 단초로 삼아, 개인 영상 창작과 기업 자본
이 결합하는 현상에 관한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온라인 플랫폼, 개인 영상 창작,
크리에이터, 유튜버, 심층인터뷰
학 번 : 2013-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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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목적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영상 UCC(User-Created Content)로 출발한 개인적
창작 활동에 자본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현상인 다중 채널 네트워크
(Multi-Channel Network, MCN)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사업 모델의 산
업적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함의를 찾는 데에 있다. MCN은 유튜브와 같
은 영상 플랫폼의 창작자(채널)들과 제휴하여 제작이나 자금 지원, 홍보,
저작권 관리, 수익창출/판매, 고객확보 등의 지원을 하며 채널 수익의 일
부를 공유하는 조직을 말한다(wikipedia.org). 우리가 이에 주목해야 하
는 이유는 MCN은 기존 영상 시장의 대안으로 기대되었던 UCC의 본격
적인 상업화 결과로서 미디어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될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이고 개인적이었던 UCC 창작이 기업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새로운 비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보이기 때
문이다. MCN은 개인 창작자와 자본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
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유통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개인 창작자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이러한 현
상을 초래한 원인이다. 유튜브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경쟁자로 자신을 포
지셔닝하며 UCC의 질적·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Mueller, 2014). 이
러한 유튜브의 전략에 사용자들의 욕구가 충족되어, 매달 10억 명이 넘
는 사용자들이 유튜브에 접속하여 영상을 소비(Winkler, 2015)하게 되었
다. 유튜브 이용자들이 많아질수록 그곳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의 영향력
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4년 상반기 기준 한국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중 70%가 개인 창작자의 채널(진달래,
2014)인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이 가늠된다. 2014년 8월 미국 엔터테인먼
트 잡지인 ‘버라이어티(Variety)’가 1,500명의 미국 청소년(13~19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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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어떤 인기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소위 ‘유튜
브 스타’들이 TV나 영화의 연예인을 제치고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휩
쓴 결과가 나왔다(Ault, 2014). 버라이어티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
위를 기록한 스모시(Smosh)는 코미디 영상을 연출하는 듀오인데, 이들
은 2,020만 명이 넘는 채널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2015년 4월 기준).
베트남 출신의 미셸 판(Michelle Phan)도 대표적인 인기 창작자로서, 메
이크업 시연 영상을 제작하여 누적 동영상 조회수 10억 뷰(view)를 넘으
며 인기를 얻어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까지 만들었고 메이크업 책도 출간
했다. 유튜브 스타에 대한 인기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유튜브 스타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상업성에 주목한 다중 채
널 네트워크(MCN) 사업이 등장하였다.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체계적인
제작이나 유통에 미숙한 창작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창출하는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영상 플랫폼에서 MCN은 급격히 성장했고, 유튜브 핵심
이용자인 13-35세 인구의 인기를 얻자, 금융과 전략 투자가들도 MCN에
급격히 주목하기 시작했다(Knoll, 2013). 미국의 경우 디즈니(Disney), 드
림웍스(Dreamworks), 타임 워너(Time Warner) 등의 대형 미디어 기업
이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며 빠르게 시장이 성장했다. 드림웍스
는 2013년 MCN 전문 기업인 어썸니스TV(AwesomenessTV)를 3,300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디즈니도 2014년 메이커 스튜디오(Maker Studio)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개인 창작자들의 성공은 한국에서도 괄목할만하다. 이러한 현상에 기
업 자본이 주목하면서 국내에서도 MCN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유튜
브 스타 중 가장 유명하다고 꼽히는 사람은 대도서관(본명 나동현)과 양
띵(본명 양지영)이다. 게임방송 창작자인 이들의 채널 구독자수는 각각
96만 명, 120만 명이며(2014년 4월 기준), 광고, 외부 강연, 상품 마케팅
등을 통한 월수입은 약 3,000만~4,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들의 시장성을 감지하여 2013년 7월, CJ E&M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크
리에이터 그룹(Creator Group, 2015년에는 다이아TV(DIA TV)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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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름으로 MCN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트레져헌터
(Treasure Hunter), 샌드박스 엔터테인먼트(Sandbox Entertainment), 메
이크어스(Makeus) 등 많은 MCN 회사들이 다양한 창작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MCN에 대하여 갖는 산업적·정책적인 기대의 목
소리가 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4)은 MCN이 콘텐츠 기반의 창
작·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플랫폼인 유튜브
에서도 MCN은 미디어 생태계의 풀뿌리인 창작자를 육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서황욱, 2014). 이
러한 장밋빛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를 중심으로 ‘1인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MCN 기업
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창조경제타운,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그러나 MCN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MCN에 대
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MCN이 창작자들과 불공정하거나 일방
적인 계약을 맺고 그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으로 활
동하던 개인 창작자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 오히려 영상 창작 문화를
위축할 수도 있으며, 전통 영상 시장에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온라인 영
상 시장에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대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존
시장에 포섭될 수도 있다. 수익 창출이 개인 영상 창작의 가장 큰 목적
이 되면 기존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익숙한 콘텐
츠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MCN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MCN의 산업적 규명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MCN의 국내 도입이 이루어진지 얼
마 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도 이 사업이 주목받은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의 학술적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MCN의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구성, 그리고 그 가능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순수한 내적 동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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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출발한 영상 UCC 창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화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전통적 방송 산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공적인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MCN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과연 젊은 창작자들의 창의성과 독립성은 훼손시키지
않을 것인지, 혹은 개인 창작에 대한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 장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
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MCN이 등장한 배경을 살피기 위해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된 웹2.0 환경과 그 환경에서
나타난 이용자 창작 콘텐츠(UCC)에 대해서 알아본 뒤, UCC의 상업화가
고도화되어 MCN이 등장하게 된 현황을 추적한다. 그 다음 절에서는
MCN 비즈니스를 규명하고 논의하는 틀을 잡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살핀 뒤, 전통적 영상 산업과 UCC, MCN으로
발전하는 영상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의 특성을 차례로 고찰한다. 마지
막으로 제 3 절에는 MCN의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MCN과 같은 조직화된 창작 활동에서 창의성은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대
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UCC 모델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사회문화
적 함의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MCN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기대
와 우려의 목소리를 살펴 연구문제에 접근한다.
이와 같은 기존 문헌 연구에 따라 제 3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고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
인터뷰, 콘텐츠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제 4 장 연구 결과에서는 각 연구문제에 차례로 답을 제시한다.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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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MCN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MCN 비즈
니스를 정의해보고, 타 모델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경제
적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가능한
지를 살핀다. 제 2 절에서는 MCN 콘텐츠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
요 콘텐츠들의 장르와 내용을 알아보고,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텍스트,
영상기술, 기호학적 특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제 3 절에서는 MCN과 같
은 기업 자본이 개인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하여 개
인의 창의성 발휘 측면과 창작의 독립성 측면을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
막 절에서는 MCN이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에 답하기 위하여 MCN이 콘텐츠 생산 권력의 분배와 온라인 공론장 형
성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 5 장 결론 및 논의에서는 앞서 도출했던 연구결과를 요
약하고 그에 따른 학술적 산업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의 한계
와 제언으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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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장에서는 MCN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터넷 미디어 산업의 동향과 비
즈니스 모델로서의 MCN과 관련한 기존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MCN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것의 탄생 배경을 알아보
고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틀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먼
저 웹2.0에서의 이용자 창작 콘텐츠(UCC)의 동향을 살펴본 뒤, 전통적인
영상 제작 산업과 UCC 이후 영상 제작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
보고 그것들의 사회문화적인 함의에 대한 논의를 고찰한다.

제 1 절 MCN의 등장 배경
MC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출발점인 UCC를 이해해야 하는
데, UCC는 웹2.0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웹2.0과
UCC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먼저 웹2.0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UCC의 등장과 그 기능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웹2.0
2006년 타임(Time)지는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하였다. 이
는 웹2.0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2000년대 전 세계
ICT 산업의 가장 강력한 현상인 웹2.0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생산·공유·소비하는 열린 인터넷’을 의미한다(권기덕 등,
2007). 웹2.0은 흔히 개방·참여·공유로 인식되며, 그 핵심은 ‘열린 공간’과
‘이용자 참여’다. 이 개념은 200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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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에서 팀 오라일리(Tim O’Reilly)와 주식회사 미디어라이브
(MediaLive International)간의 세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2001년 닷
컴 거품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해보니 과거의 웹과는 다른 차별성이 보였다. 이를 두고 새로운 인
터넷의 시대, 즉 웹2.0이 열렸다고 이야기한다. 그 특성은 매우 광범위하
여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웹2.0에서 웹은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플랫폼의 주요
역할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활동들을 조직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명확하
게 규정한 규칙들이나 실천사항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Hagel et al., 2008). 대표적인 웹2.0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이나
플리커(Flickr)를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규칙 하에서 많은 사
람들이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사용할수
록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Iansiti&Levien, 2004). 그 플랫폼 생태계에는 ‘롱 테일(long tail)’ 전략이
사용된다. 롱테일 경제(Long-tail Economy)란 20%의 핵심고객과 상품에
서 80%의 기업 매출이 발생한다는 파레토(80:20) 법칙과 대비되는 개념
으로,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던 나머지 80%의 틈새 상품의 경제적 비중
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권기덕, 2007). 즉 작은 것들의 집합
이 웹에서 거대한 콘텐츠 무더기를 만들고 이것이 웹을 이끈다는 것이
다. 그를 위해 웹2.0에서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to the edges and not just the center, to the long tail and not just
the head) 만들어가게끔 알고리즘을 구성한다(O’Reilly, 2007).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더 개선된다. 이러한 ‘참여의
기술(architecture of participation)’을 장착한 플랫폼에서 긍정적 외부효
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예로, 구글(Google)은 더 좋은 검색 결과를 제
공하기 위해 단순히 정보의 특성에만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웹끼리의 연결 구조와 관련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검색 플랫폼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의 기술을 활용하여 웹2.0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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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로 묶는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어가
고 있다. 개별 사용자는 약하고 지식도 별로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잘 설
계된 인프라가 주어지면 웹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상호 보완
적으로 묶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대한 집단적 지성의 신
경망이 될 수 있다(이준기, 임일, 2006). 집단 지성은 웹2.0 기업의 핵심
적인 성공 요인이다. 웹2.0에서는 웹의 사용자가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창조하는 참여자가 된다(이준기, 임일, 2006).
예를 들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집단 지성에 대
한 극단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나 백과사전의 정보를 쓰고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위키피디아는 현재 전 세계 사이트 중 트래픽 횟수 6위1)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 블로그도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대표적인 경로 중 하나다. 웹2.0의 특성을 지니는 많은 플랫폼을 통해 사
람들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방적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추동된 웹2.0은 이와 같이 콘텐
츠 창작과 유통의 경로를 변화시켰다. 오라일리(2007)는 이러한 정보 모
으기를 콘텐츠 창작의 역동성에 대한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림 1] 웹2.0 플랫폼의 특성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웹2.0은 [그림 1]과 같이 혁신 가능성, 연결성,
1) 인터넷 사이트별 트래픽 조사기관인 알렉사(Alexa)의 조사 결과(2015년 4월 기준).
URL: http://www.alexa.com/top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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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성, 효율성, 네트워크 효과로 특징지을 수 있다(Lee et al., 2009). 누
구에게나 개방된 웹2.0에서는 그 개방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성공한다. 구글의 경우 이용자의 검색 히스
토리와 광고를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좋
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웹2.0에
서 성공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웹2.0의 플랫폼은 모든 이용
자들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로 연결시킨다. 따라서 더 많은 이용자들
이 참여하여 더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시대를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상호
보완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플랫폼 자체의 진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콘
텐츠 이용의 양과 질 또한 급격하게 상승한다. 또한, 효율적인 플랫폼일
수록 이러한 특성은 극대화된다.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한 유튜브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광고의 거래비용을 줄여 몇 번의 클릭으로 더 많은 콘텐
츠 공급자와 광고주를 연결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와 수입원을 플랫
폼으로 끌어들여 웹2.0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웹 2.0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참여자로 전
환되면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IT, 미디
어, 지식/출판 산업에서는 개인이 생산 주체로 등장하며 기존 질서가 변
화된다. 생산 부문이 다원화되고 1인 미디어와 UCC가 부상한 것이다.
이 시대에서는 한 편의 인기 동영상으로 평범한 학생이 세계 언론에 보
도되어 유명세를 얻는 등 개인도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성공한 웹2.0 플랫폼인 유튜브의 출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음 절에서는 웹2.0 시대에 부상한 UCC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형태로 창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이용자 창작 콘텐츠(UCC)
웹2.0 환경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UCC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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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했다. 이용자 창작 콘텐츠(User-Created Content)는 일반 이용자가
직접 창작하여 인터넷에 배포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UGC(User-Generated Content, 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부르며, UCC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다. 일부에서는 UGC를 UCC의 하위
개념으로 순수 사용자 창작 콘텐츠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UGC는 ‘창작’보다는 ‘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로 UGC의 하위 개념으로 UCC를 이해하는 것이 옳다(김선진, 2007). 본
연구에서는 직접 ‘창작’하는 것에 주목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내 연구와
같이 ‘UCC’로 부르기로 한다.
스토클 등(Stoeckl, Rohrneier,&Hess, 2007)은 UCC를 영상 중심의 비
디오블로깅(videoblogging)과 텍스트 중심의 웹블로깅(weblogging)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을 UCC라고 정의했다. 먼저, 이용
자가 제작자가 되는 콘텐츠다. 이것이 UCC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다. 수
동적인 이용자였던 고객이 이제는 그 스스로가 콘텐츠의 제작자가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콘텐츠 제작이 즉각적인 이익에 대
한 동기 없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UCC는 직접적인 수익을 위해 생산되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수익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거나 고비용이 투입되는 고품질의 콘텐츠가 생산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
정하지는 않는다. 셋째, 매스미디어 중심의 콘텐츠다. UCC는 불특정 다
수의 수용자들을 위하여 제작되는 것으로, 메시지나 메일링과 같이 개인
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와는 구별된다. 또한 이희은(2007)
은 UCC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했
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직업적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어야 하며, 둘째, 내용 면에서는 기존
의 미디어에서는 다룰 수 없거나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제작자의 특
수하고 고유한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보통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직접적 수익을 위해 생산되는 콘텐츠, 직업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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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가 제작한 콘텐츠는 UCC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선진
(2007)도 ‘비상업성’을 UCC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았다.
콘텐츠 생산의 상업적 대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UCC는 이미 기성 콘텐
츠(RMC:Ready Made Content)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으
로 UCC와 UCC가 아닌 콘텐츠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콘텐츠의 생산 형
태가 고려되기도 한다(Cha, et al, 2007). 비전문가에 의해 제작되는
UCC는 기존 영상에 비하여 생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규모도 크다.
생산에 필요한 노력이 훨씬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1,000개
의 비디오를 생산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실례로, 위피키디아에서는 콘텐
츠 제작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키피디
아에는 288개의 언어로 3천5백만 개에 달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콘
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1천9백만 계정 중 69,000명은 매우 활발히
활동하는 제작자들이다(Wikipedia.org). 또한 UCC 제작 동기에 대한 연
구 결과들을 보면, 경제적·실질적·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 즉 외
부적 요인의 동기는 매우 약하게 나타나므로(Stoeckl, Rohrneier,&Hess,
2007; Daugherty et al., 2008; Trammell, et al., 2006), UCC의 창작에는
경제적 동기 외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CC 창작의 동인은 내재적 요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설계에 따라 주요 동인은 다
양하게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대부분이 재미와 자기표현을 가장 강력한
동기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나디와 그 동료들(Nardi et al, 2004)은 인
터뷰와 내용분석을 토대로 UCC의 창작 동기를 알아보았는데, 오락을 위
해, 창작하기 위해, 삶을 기록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
하기 위해 등의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렌하트와 폭스(Lenhart&Fox,
2006), 트람멜 등(Trammell et al, 2006)의 연구 결과에서는 자신을 창의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즉 자기 표현의 동인이 가장 컸다고 나타났으며,
슈미트와 윌버(Schmidt&Wilber, 2005)의 연구에서는 재미가 가장 큰 창
작 동인이었다. 특히, 스토클 등(Stoeckl, Rohrneier,&Hess, 2007)은 비디
오블로깅과 웹블로깅을 구분하여, 영상 UCC 제작은 재미와 더 큰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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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텍스트 중심의 웹브로깅은 정보 보급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 흥미롭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는 활발하다. UCC 생산의 주
요 동기로 재미, 공유, 자기표현 등이 확인되었다. 생산자들은 자기표현
의 수단이자, 재미 추구의 수단으로서 UCC를 생산하며(강재원·김은지,
2009), 생산 활동을 통해서 피드백, 공유, 자기만족 등의 심리적 보상(이
승환, 2010)과 창조의 기쁨(전방지, 2008)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영 등, 2012).
즉, 사람들의 자기 표현 욕구가 제작 기술의 발달과 성공적인 웹2.0 플
랫폼과 접목되면서 UCC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UCC
문화는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의 확대로 평가되곤 한다. 사실
기존 미디어 환경에서도 수용자들의 참여는 존재해왔다. 시청자 제보, 게
시판, 토론 참여 등을 통해 시청자들도 방송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열려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영상 시장에서는 콘텐츠
생산이 스튜디오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UCC 시대에는 값 싸
고 쉬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에서의 UCC 공유 사이트들로 인
하여 누구에게나 생산의 접근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참여 문화에 기여
하는 의미가 있다. 전통적 미디어에서는 수용자들이 콘텐츠 생산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던 반면, 기술 발달로 인해 뉴미디어에서는 수용자
들의 힘이 강화되어 문화 전반에 걸쳐 이용자들의 참여 권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Jenkins, 2006: 24). 버거스와 그린
(Burgess&Green, 2009)도 UCC 문화를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웹2.0 플
랫폼인 유튜브를 ‘참여 문화의 연속체’로 보면서 다양한 개인, 기구, 대기
업, 배우들이 유튜브를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화 시스템에 기여한
다고 보았다. 젠킨스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풀뿌리 운동과 개인의 창
의성 표현, 다양한 목소리의 발현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Deuze,
2007).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열린 미디어 생산의 기회가 제공되면
서 일반 사람들에게 문화 생산 권력이 주어진 것이다.
이처럼 콘텐츠 생산 과정, 즉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이야기를 만들
어내는 과정이 참여적이게 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서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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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거나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내포한다(Deuze, 2007). 이전에는
소수의 문화 기업들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문화는 수직적으로 생산되고 전달되었다. 그러나 UCC에서
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신의 생각을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수직적 문화흐름이 수평적 흐름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제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 간의 명확한 경계는 흐릿해졌다. 인
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콘텐츠의 창작자가 아마
추어인지 프로페셔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열린 플랫폼에서 중요한 것
은 생산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재미를 위해
UCC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프로페셔널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생산하면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생
태계에서는 아마추어 UCC 제작자들이 중요한 활동 주체로 부상한다.
프로슈머(prosumer)로 불리는 수용자이자 생산자가 새로운 미디어 생
태계의 참여자로 등장하게 되자 이들을 중심으로 상업화 시도가 이루어
졌다. 프로슈머가 자신의 노동으로 콘텐츠를 생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는 주로 UCC를 가능하게 한 웹
2.0 플랫폼이 주도했다. 프로슈머의 UCC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창출하
거나 UCC 소비자들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것과 같은 UCC 수익 모
델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화는 ‘비상업성’을 특성으로 하
던 기존의 UCC 문화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3. MCN의 등장
유튜브는 UCC의 상업화를 성공시킨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일각
에서는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된 후부터는 상업적 전략에 따라 유튜브를
구성하는 콘텐츠가 UCC 중심에서 PGC(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
전문가 제작 콘텐츠)로 변했다는 지적도 있다(Kim, 2012). 유튜브가 광
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영상 검색 플랫폼이 되어, 전통 미디어의 상업
적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 영상 제작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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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입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사실 유튜브의 상업화 전략은 이러한
기존 영상 제작 시스템의 유입뿐만 아니라 UCC 창작자로서의 이용자가
전문화되는 현상도 초래했다. 이를 ‘온라인 비디오의 아마추어 시대에서
프로페셔널 시대로의 변화’라고 설명하기도 한다(MacManus, 2012). 경
제적 보상에 대한 동기 없이 비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던 UCC 창
작자들이 이제는 수익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적 창작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콘텐츠는 앞에서 살펴본 UCC의 ‘비상업성’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UCC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UCC와 MCN에서의 상업화된 영상 창작을 구분하기
위하여 후자를 ‘개인 영상 창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전문화된 영상 창
작은 매우 최근의 동향으로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없다. 다만, 수익
을 목적으로 창작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1인 창작자’ 또는
‘크리에이터(creator)’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창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1인’이라는 말 대신 ‘개인2)’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개인 영상 창작’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전문적 개인 영상 창작자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자, 2000년대 중반부
터 미국에서는 이들의 상업성에 주목하여 수많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
(Multi-Channel network: MCN)가 등장하게 되었다. MCN은 온라인 영
상 콘텐츠 창작자와 계약을 맺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생산, 프
로그래밍, 펀딩, 마케팅, 파트너 관리, 저작권 관리, 현금화, 수용자 개발
(youtube.com)’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파트너 창작자와 수익을 나눈다.
MCN은 유튜브 영상 ‘채널’이 아닌 수많은 채널을 묶은 ‘네트워크’며, 유
튜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다만 주로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활용하
는 영상 콘텐츠들을 연합하여 현금화하고 관리한다(Vollmer, 2014). 최근
의 MCN은 그 활동범위를 넓혀,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채널들을 관리하는 네트워크로 정의
될 수 있다.
2) 개인은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국립국어원 국어사전)’으로, ‘조
직’이나 ‘공동체’와 대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본 단어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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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의 주요 목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이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MCN은 수익 극대
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창작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의 축적을 도와준다(Grünewald & Haupt, 2014). 창작자 간의 교류
를 도와주어 사회적 자본을, 창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와 지식, 홍보
를 도와주며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며, 나아가 광고 영업과 대중의 인기
를 끌기 위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일조한다.
[표 1] 북미 주요 MCN 현황
채널수
MCN

Fullscreen

구독자수

월평균
조회수

2015년 12월 홈페이지 발표 기준
(공백은 미발표)

70,000

7억2800만

60억*

Maker
Studios

55,000

6억5000만

100억

machinima

30,000

4억700만

30억

Broadband
TV

44,000

-

57억

awesome
-nesstv

90,000

-

10억

StyleHaul

6,100

2억8천만

5억

투자 및 인수(연도)
Chernin Group과 AT&T, 3억 달
러에 인수(2013)
Time Warner, 3천6백만 달러 투
자(2012)
Canal+, 2천6백만 달러 투자
(2013)
Disney, 10억 달러에 인수(2014)
Google, 3천5백만 달러 투자
(2012)
Warner Bros, 6천 달러 투자
(2014, 2015)
RTL Group, 3천6백만 달러 투자
(2013)
DreamWorks, 3천3백만 달러에
인수(2013)
Hearst, 8천만 달러로 25% 지분
확보(2014)
RTL Group, 6백만 달러 투자
(2013)
1억7백만 달러에 인수(2014)

*Smitherman(2015) 참조

미국의 대표 MCN으로는 풀스크린(Fullscreen), 머시니마(Machinima),
메이커스튜디오(Maker Studios), 베보(vevo) 등이 있다. 북미 시장의 주
요 기업 현황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가
장 많은 MCN은 2011년 설립된 MCN 전문 회사인 풀스크린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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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명이 넘는 창작자를 보유(Fullscreen.com)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
를 온라인 뮤직비디오 호스팅 회사인 베보와 게임을 이용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콘텐츠 창작자들의 플랫폼인 머시니마의 네트워크가 따르
고 있다(Socialblade, 2015.4.23.). 베보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유니
버셜 뮤직, 구글, 아부다비 미디어 컴퍼니의 합작 회사로, 음악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위하여 자체 온라인 뮤직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으나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MCN을 구성했다(Wikipedia, n.d.). 머시니
마는 유튜브 플랫폼이 나타나기 전부터 비디오 게임을 활용하여 영화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서 많은 게임 영상 창작자들을 영입하여 MCN의 성격을
띠게 되어 주요 MCN으로 자리잡았다(Mueller, 2014).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은 메이커스튜디오인데, 이는 셰이 칼 버틀러(Shay Carl Butler)가
자신의 가족이나 일상 신변잡기 이야기를 비디오로 찍어 올리면서 유명
해진 이후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친구들과 만든 회사로,
디즈니에게 약 1조원에 인수되었다(서황욱, 2014). 이처럼 MCN은 처음
에는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던 사람들이 체계적인 영상 창작과 수익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대형 미디어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며 영상 시장의 강력한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은 대형 미디어 기업의 MCN 인수 합병 소식으로 콘
텐츠 시장이 뜨거웠다. 메이커 스튜디오가 다양한 미디어 회사의 투자를
받은 후 디즈니에게 10억 달러에 팔린 것은 MCN에 대한 전통적 미디어
그룹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래였다. 현재
가장 많은 수의 구독자를 보유하여 그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되는 풀스크
린의 경우에도 콘텐츠 제작사인 체르닌 그룹과 이동통신사 AT&T의 합
작 법인에 인수되어 주류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워너
브라더스, 드림웍스, 유럽의 대형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RTL 그
룹 등 많은 메이저 회사들이 영향력을 쌓은 MCN 회사에 투자하며 온라
인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MCN 회사의 75%가 전통적 미디어 그룹들에 인수되었다(Am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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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2015). 미디어 회사들의 이러한 행보는 콘텐츠 소비의 통로가
TV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미래에도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기
위한 선택이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비디오 시청자 수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통한 광
고 집행비는 23%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시청자와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미디어들도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며, 그런 점에서 이미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온라인 스타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MCN 회사
들이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
는 새로운 시장에 대하여, 조회수 기준 상위 100개 MCN의 시장 가치는
100억 달러에 달하며, 유튜브 채널 비즈니스의 총 규모는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Ampere Analysis, 2015).
[표 2] 미국 온라인 비디오 시장 전망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

평균
성장률
(%)

온라인
비디오
시청자*
(천명)

171,600 186,200 195,600 204,640 213,578 221,398

5.24

TV 시청자
(천명)

283,930 286,705 285,113 282,262 278,028 272,467

-0.81

온라인
비디오
광고집행비
(백만$)
디지털
광고집행비**
(백만$)
TV
광고집행비
(백만$)

4,043

5,216

6,765

8,524

10,058

11,768

23.94

31,278

36,923

43,662

51,601

59,218

67,178

16.53

62,547

64,348

67,004

66,977

68,074

68,294

1.78

*월평균 시청자수
**온라인 비디오를 포함한 디지털 형식의 모든 광고
출처: Austin&Barnard&Hutcheon(2015) 참조하여 재구성

MCN은 그들에게 소속된 창작자들을 인플루언서(influencer)3)로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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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창작자인 퓨디파이(Pewdiepie)는 메
이커 스튜디오 소속으로, 4천만 명의 구독자와 총 조회수 100억뷰를 달
성(2015년 12월 기준)한 게임 영상 제작자다. 그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시키며 가장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로 자
리잡게 되었고, 그와 비슷한 창작자들과 MCN 회사들도 계속해서 그들
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들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다
음과 같다. 메이커 스튜디오는 2014년 레전더리 픽쳐스와 유니버셜 픽쳐
스의 개봉 예정작인 공포 영화 ‘카타콤: 금지된 구역(As Above, So
Below)’의 홍보 영상을 퓨디파이에게 제작 의뢰한 바 있다.4) 그는 영화
의 소재를 활용하여 파리의 지하 공동묘지를 방문, 다양한 도전을 하는
여섯 개의 시리즈물을 제작하여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영화 개봉 이전
에 2,000만 조회수를 올렸는데, 이는 해당 영화의 공식 예고편이 970만
조회수를 올린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였다.
창작자들의 위와 같은 성과는 MCN의 수익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을 목도하고 한국에서는 대형 미디
어 기업의 주도로 2013년부터 MCN 사업이 시작되었다. CJ E&M은 ‘크
리에이터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MCN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금(2015년
10월 기준)은 ‘다이아TV’라는 이름으로 600여 팀의 창작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내 최대 MCN이 되었다. 다이아TV는 소속 창작자들에게 콘텐
츠 제작 지원(기술 교육, 스튜디오 지원), 통계 분석, 모니터링 관리, 광
고 영업, 어플리케이션 제작, 번역 지원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수익화한다(www.diatv.com). 2015년에는 국내 온라인 비디
오 시장이 급격히 주목 받으며 수많은 MCN 스타트업들이 생겨났다.
2015년 1월, 최초의 MCN 전문 회사인 트레져헌터가 설립되어 2015년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특정한 개인에게 집중한 마케팅 방법으로, 타켓 시장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구매 고객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활동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en.wikipedia.org/wiki/Influencer_marketing). 인플루언서는
이 마케팅에서 활용되는 영향력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http://blogs.wsj.com/cmo/2014/08/28/youtube-power-couple-pewdiepie-and-cutiepie
marzia-create-miniseries-for-movie-as-above-so-belo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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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70여팀의 창작자와 함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treasurehunter.co.kr). 그 후로 모바일 콘텐츠 제작 회사인 메이커스, 게
임 콘텐츠에 집중한 샌드박스 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 플랫폼을 주요 기
반으로 한 비디오빌리지, 뷰티 전문 MCN 레페리, 아프리카TV와 음악제
작사인 미스틱89의 합작법인 프릭 등 수많은 스타트업이 출범하고 있다.
나아가 KBS도 예띠TV를 만들어 지상파와 온라인의 결합을 꾀하고 있
으며, QBS는 뉴스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며 뉴스 전문 MCN을 설립하는
등 방송사들까지 MCN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벤처캐피탈은
물론 이동통신사까지 MCN에 많은 투자를 하며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
다.

제 2 절 MCN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등장한 MCN은 웹2.0에 부응하여 시작된 UCC가 고도로 발전
하여 나타난 새로운 영상 제작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절에서는 이 사업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콘텐츠 제작 사업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MCN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한다. 문화 산업을 구성
하는 사업의 형태는 창작자와 수용자, 문화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MCN의 가능성과 함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 비즈니
스 모델의 독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를 위하여 먼저 비즈니
스 모델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여 분석 모델을 구성한
뒤, 그것에 따라 영상 제작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살피며 MCN 모델은 기존 모델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알아본다.
1.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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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
구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동현, 2003). 따라서 각 연구들이 제시한 구성요소들을 살피
는 것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 틀을 도출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학술적 개념을 잘 정립했다고 평가되는 아미트와 조
트(Amit&Zott, 2001)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로 가치 창출을 위한
거래의 내용(transaction content)과 거래 구조(transaction structure), 거
래 거버넌스(transaction governance)를 꼽았다. 레이포트와 자와스키
(Rayport&Jaworski, 2001)와 오스터왈더와 피그너(Osterwalder&Pigneur,
2002)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하여 네 가지
로 구분하였다(이동현, 2013). 먼저는 시장 제공물(marketspace offering)
또는 상품 혁신(product innovation)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 위에 제공물을 위치시키
는 작업이다. 둘째는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혹은 가치 군집(value
cluster)으로, 사업의 차별화된 가치 창출 방법이다. 세 번째 요소는 자원
시스템(resource system) 또는 인프라 관리(infratructure management)
[표 3]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연구자
Amit&Zott
(2011)
Rayport &
Jaworski
(2001)
Osterwalder
& Pigneur
(2002)

구성요소

의미

거래 내용
거래 구조
거래 거버넌스
가치 제안, 가치 군집
시장 제공물
자원 시스템
재무적 모델
상품 혁신
고객관계
인프라 관리
재무적 요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 투입 자원
참여자들이 연결된 방식
정보와 상품, 자원이 통제되는 방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목표 가치 설정
고객 가치의 차별화 포지셔닝
구체적인 가치 창출 과정의 조율
수익모델 등
어떤 가치를 시장에 전달할 것인가
목표 고객, 고객 관계
효율적 인프라 관리 방법
수익 모델, 비용 모델

출처: 이동현(2002), 이동훈, 주정민(2007)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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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
요소는 재무적 모델(financial model)로 수익, 주주 가치, 성장 모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렇듯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문적으로 정확히 정립되
지 않았고 매우 다양한 설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실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양한 논의들을 고려하여 상
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거나 여러 모델을 결합해 보아야 한
다. 연구자들이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에는 공통된 요소들이 있으며, 이것
을 밝히고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동
현(2002)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고객
과 핵심 가치, 핵심 역량, 가치 네트워크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의
결과를 참고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공통된 요소는 ‘고객’이다. 사업의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고
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고객과의
상호작용, 고객 관계, 고객과의 접점(Hamel, 2000) 등으로 표현되고 있
다. 비즈니스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고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전략 분
야의 오랜 정설이므로(이동현, 2002), 비즈니스 모델에는 고객 요소가 포
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창출하는 차별화된 핵심 가치, 즉 특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거래 내용, 가치 제안,
가치 군집, 상품 혁신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다
른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그 기업만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셋째,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거래 구조, 자산 배열, 지식 레버리지, 자원 시스
템, 인프라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기업은 기업 내부의 자원뿐
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지적·경제적 네트워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
서 이동현(2002)은 이를 기업 내부의 핵심 역량과 기업 외부의 가치 네
트워크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익 원천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비즈니스
의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배열된다. 수익의 원천 또는 재무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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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다.
요약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는 고객, 핵심 가치, 핵심 역량,
가치 네트워크, 수익 원천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고객

⤢

(목표 고객 설정)
↕

핵심 역량

⤡

핵심 가치

(기업 내부 자원
활용)

↔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제공)

⤡

↕
수익 원천

가치 네트워크
↔

(기업 외부 자원
활용)

⤢

2. 영상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MCN이 미디어 산업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 영상 제작 산업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자본
주의의 발달 이후에 등장한 기업화되고 조직화된 기존의 영상 제작 비즈
니스의 특성을 살펴본 뒤에 UCC 발달 이후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구성
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통적 모델 – 기업 중심의 창작자 통제적 영상 제작 환경
본 절에서 살펴볼 것은 상업화 이후의 전통적인 영상 제작 비즈니스
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통적 영상 제작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광고
수익을 위하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이 경우 기업 내외부의 인적 자
원 관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창작자 통제가 강화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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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취하게 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주의에서의 문화
생산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1981:51-54)는 자본주의 발달
에 따른 문화 산업의 시대를 ‘기업 전문가(Corporate professional)’의 시
대로 정의했다. 20세기 초반, 특히 1950년대 라디오와 영화,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로 문화의 생산과 배급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었다. 이
전까지는 ‘개인’이 완전한 전문가로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던 반면, 기업
전문가의 시대에는 광고를 매개로 기업이 중심이 된 문화 생산이 이루어
지게 된 것이다. 헤스몬달(Hesmondahl, 2012:67)은 이러한 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문화상품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노동력 분화의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꼽으며, 이를 ‘복잡한 전문가(complex professional’)의
시대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기업 전략은 집중과 결합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예
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용자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최선이다. 이러
한 전략은 문화산업 외의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업
전략이 문화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생산 기업은 생산 가치 사슬의 각 과정을 통합하는 수직 결합, 같은 단
계의 경쟁 기업과의 합병을 도모하는 수평 결합, 다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화, 타 분야 진출을 위한 분야간·미디어간 결합 등을 선택한다
(Hesmondahl, 2007:22). 이러한 전략은 더 크고 더 강력한 기업이 형성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문화 상품 생산의 집중화를 낳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화된 형태의 문화 산업에서는 생산 과정, 즉 핵
심 역량과 가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빌 라이언
(Ryan, B, 1992:124-134)은 이러한 시대의 문화 생산은 ‘프로젝트 팀
(project team)’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였다. 본격적인 상업화 이전에는
문화가 개인의 예술가 또는 장인(artisan)에 의해 생산된 반면, 기업화
이후에는 생산이 철저히 협동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자
본이 문화 산업에 집중되면서 ‘경영(management)’ 계층이 중요하게 부각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때의 경영은 순수한 예술적·문화적 목적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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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 경영은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상품이 잘 팔리도록 문화 창작에 관여하는 노동 과정에 적극
적으로 개입한다(Ryan, 1992: 126). 이러한 역할을 ‘창작 경영5)(creative
management)’이라고 하며, 이는 문화 생산에서 실제 창작자들과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창작 경영자들은 단순히 문화 노동과 산업 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을 넘어서, 작품이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팔리는 데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작품 구상에까지 개입한다. 자본주의적 기업에서는 창작이 조
직, 즉 기업 자본가들에 의해 현저히 개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헤스몬달
(2012: 195-201)은 이를 두고 기업화 이전의 문화산업에서는 창작 업무
에 대한 통제가 느슨했으나 기업 전문가 시대가 오면서 마케팅의 역할이
강해져 창작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기업화된 문화 생산의 프로젝트 팀에 관여하는 창작자는 계약된 창작
자와 고용된 창작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계약된 창작자는 창작 경
영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통제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라이언(1992: 134-136)에 따르면, 작품에 대한 2차 가공 권리가 기업에
귀속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창작자들도 모두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약 하에서는 기업의 정책과 맞지 않
는 작품은 재제작이 불가능하며 2차 수익을 위한 그 어떤 출시도 불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 창작자도 고용된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립된 통제력을 가질 수 없다. 한국의 콘텐츠 제작 시장의
현황도 라이언의 통찰과 다르지 않다. 대자본을 가진 기업들은 시장지배
력을 바탕으로 영세한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
며 ‘창작자주의’의 저작권 귀속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조용순,
2010).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물론이고 1차 저작물의 저작권까지 포기
하게끔 강요하는 경우도 많아(박수선, 2013), 영세 창작자는 기업에 종속
된 형태로 창작을 할 수밖에 없다.
5)

경영학에서 창조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현
대경제연구원, 2011)을 일컫는 ‘창조경영(creative management)’와 구분하기 위하여
‘창작 경영’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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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 산업의 기업화는 [그림 3]과 같은 미디어 산업의 수직적
공급 사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급 사슬은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콘텐
츠가 상품으로 조합되는 과정, 완성품이 소비자들에게 배급되거나 판매
되는 과정을 말한다(Doyle, 2013). 첫 번째 ‘생산(production)’ 과정에서는
영화 제작자, 작가, 저널리스트, 작곡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제작사 등
의 창작자가 콘텐츠를 만들며, 이 콘텐츠들은 소비자들에게 전달 가능한
형태로 조합되는 ‘패키징(packaging)’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 단계는 ‘배
급(distribution)’으로, 미디어 상품을 수용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콘텐츠 배급 루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생산된 모든 콘텐츠가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수는 없다. 따라서 배급은 패키징을 통제하고 패키
징은 콘텐츠 생산을 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위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창작이 다른 요소에 의해 위축/변형될 수 있는 결과
를 초래한다.
[그림 3] 미디어 산업의 공급 가치 사슬
생산

패키징

배급

한국의 미디어 산업에서도 창작자 통제가 나타났다. 노동렬(2009)은
한국의 독립제작사와 주요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 생산 조직의 특성
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생산 조직은 라이언이 지적한 것처럼 프로젝
트 팀 단위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판매 실적에 대한 경쟁적 압박이
심한 독립제작사에서 창작자 통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독립 제작사에서는 기획과 제작, 마케팅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관리
자가 있어, 이들이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콘텐츠 판매 계약을 한 뒤, 이
에 맞추어 제작을 하는 선판매 후제작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반면
방송사에서는 제작과 마케팅이 서로 다른 부서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두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성과를 높이
기 위하여 제작부서 안에 비즈니스 매니저(BM)를 두고 창작자를 통제하
려는 시도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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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전통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수익의 원천은 광고수익, 콘텐츠 판매수익 등이 가장 주요한 요소이
며, 양면 시장의 형태를 띤 산업에서 기업이 목표하는 고객은 시청자 또
는 광고주다.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영상 제작 기업은 조직적으로 프로젝트 팀 단위의 생산 조직을 갖
고 기업 내․외부의 창작자 통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존 영상 제작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창출
하는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맥락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
한 과정이다. 20세기 중반 산업화된 문화 생산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
러한 산업 구조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진 바 있다. 특히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Adorno&Horkheimer,
1979)는 문화적 아이템이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제조업과 같
은 생산 라인(assembly line)에서 대량생산되는 것이 문화를 변질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예술가적인 창의성이
산업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선택되고 변화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적 산
업에서의 문화 생산 집중은 표준화된 상업적 상품을 낳게 되고, 수용자
와 창작자들은 은연중에 이러한 생산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생산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표준화되어 서로 차별성
이 없으며, 심지어는 수용자들이 차별화된 것을 거부하게끔 만들기도 한
다(Negus, 1997). 자본이 더욱 집중되고 국제화된 자본이 투입되면 창의
적인 예술가들까지 시장에 종속될 수 있다(UNESCO, 1982)는 지적도 있
다.
2) UCC 모델 - 개인 창작 모델
기업 전문가 시대의 조직적인 영상 제작 모델과는 달리, UCC의 사업
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개인이 창작의 주체로 부각된다. 창작
주체인 개인을 포함하여 UCC 서비스 비즈니스에는 크게 세 종류의 행
위주체가 있다. 영상 콘텐츠의 창작자, 콘텐츠의 배포 기능을 하는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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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가 그것이며(이동훈&주정민, 2007), 이 주체들
은 [그림 4]의 가치사슬 위에서 상호작용하며 UCC 시장을 형성한다. 따
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때는 이 세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배치되
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 동영상 UCC의 가치사슬 구성
콘텐츠 창작을 위한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이용자:
인터넷 접속
콘텐츠 → 서비스업자 →
창작자
(ISP, 모바일)

출처: OECD(2007) 재구성

순위 매기기, 추천하기

UCC
플랫폼

인터넷 접속
콘텐츠 접근을 이용자
서비스업자
→
→ 위한 장치와 → :
(ISP,
소프트웨어
소비자
모바일)

콘텐츠 재창조(building on existing works)

콘텐츠 창작자가 MCN이라는 체계화된 사업의 핵심 역량으로 편입되
기 전까지 UCC 비즈니스 논의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어떻게, 그리고 왜 개인 창
작이 본격적으로 자본과 결합하여 사업에 편입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UCC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기
업이 얻는 수익 원천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OECD(2007)는 UCC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자발적 기부 모델, 과
금 모델, 광고 모델, 라이선싱 모델, 공동체 판매 모델로 나눈다. 자발적
기부(voluntary donations) 모델은 콘텐츠를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달한
뒤, 수용자가 ‘기부’ 또는 ‘후원’과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 돈을 지불
하는 방식이다.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쏘기’
나 팟캐스트·팟빵의 ‘후원’ 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과금
(Charging viewers for services) 모델은 콘텐츠 게시는 무료로 자유롭게
가능지만 콘텐츠를 보는 데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콘텐
츠별 과금 모델과 구독 모델로 나뉜다. 이 모델은 현실에서 많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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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미지 공유 서비스인 아이스톡(iStock)에서는 사
진, 그림, 비디오 형태의 UCC가 약 1달러~1,800달러 사이의 가격에 거래
되고 있고, 한 달 또는 1년 등 특정 기간 동안 구독되기도 한다
(istockphoto.com). 광고(Advertising-based) 모델은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여 이용자들은 무료
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동시에 창작자나 플랫폼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광고의 형태는 동영상 광고(프리롤(pre-roll AD), 미드롤mid-roll AD, 포
스트롤post-roll AD)와 오버레이(Overlay: 반투명 플래시 광고)6) 등이
활용된다(이동훈, 주정민, 2007). 라이선싱(Licensing of content and
technology to third parties) 모델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의 라이선스
를 갖고 제 3자(예를 들면 텔레비전 네트워크)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판매(Selling goods and services to
community) 모델에서는 UCC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에게 콘텐츠 외의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플랫폼이
가상 공간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아바타, 가상 악세사리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각 모델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창작자
간의 수익 배분 여부에 따라 수익 독점 모델과 수익 공유 모델로 나뉘는
데(김선진, 2007), 수익 공유 모델일 경우에 창작자 참여가 활발히 일어
날 것이다.
유튜브는 수익 공유형 광고 모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영상 UCC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며, 2014년 기준 전 세계 온라인 비디오의 시장의
63%(Vollmer, 2014), 국내 영상 플랫폼 시장의 74%(박호현, 2014)를 점
유하였다. 따라서 유튜브의 비즈니스 생태계에는 위의 UCC 가치사슬에
서 언급한 이용자(창작자와 소비자)와 플랫폼(유튜브)에 광고주가 추가
된다. 창작자가 원할 경우 동영상에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를 붙여 창작
자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유튜브와 공유하며 일부(55%)를 가지고,
6)

영상의 앞, 뒤 혹은 중간에 나가는 영상 광고를 ‘인스트림(instream) 광고’라고 하며,
인스트림 광고는 동영상의 어느 위치에 붙는지에 따라서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붙으
면 ‘프리롤(Pre-roll)’, 재생되고 나서 붙으면 ‘포스트롤(post-roll)’, 영상 중간에 붙으면
‘미드롤(mid-roll)’ 광고라고 한다. 또한, 배너 광고로서 동영상이 재생되는 중에 영상
위에 나타나는 ‘오버레이(overlay in video)’광고도 활용된다(유튜브연구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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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는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직접 창작자의 영상 제작을 후원하기도
한다. 유튜브는 조직화된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광고를 송출할 수 있
도록 ‘애드워즈’라는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있다.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한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일
정 수준 이상의 조회수를 얻으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유튜브연구
회, 2014).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그 시스
템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전형적인
웹2.0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유튜브가
중심에 서서 모든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연결한다. 또한, 유튜브는 2013년
부터 창작자가 자신의 고유한 ‘채널’을 만들어 일관된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 중심 전략을 펴거나(Protalinski, 2013) 주요 도시
(LA, 런던, 도쿄, 뉴욕, 상파울루)에 ‘유튜브 스페이스(YouTube Space)’7)
라는 대규모 창작 공간을 만들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를 형성
하는 등 창작자 규모를 활발하게 키우고 있다.
[그림 5] 유튜브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성

출처: www.youtube.com/yt/creators//revenue-basics.html 재구성
7)

창작자들은 유튜브 스페이스의 스튜디오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며 영상을
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곳에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다른 창작자와의
협업을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yt/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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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에서는 UCC 창작자가 주요한 비즈니스 행위 주체로 떠
오르게 된다. UCC 창작자들은 자신의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스스로 그를 위한 창작·배포 전략을 선택한다. 개
인이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엔드유저에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자본
주의 발달 이전, 개인이 주체적으로 문화 생산과 유통을 하던 구조를 떠
올리게 한다. 그러나 일반인인 UCC 창작자의 경우 플랫폼을 거치지 않
고는 수익을 창출하는 부가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
상의 조회 수를 높이는 방법만으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3) MCN 모델 – 개인 창작의 네트워크화
유튜브는 콘텐츠의 현금화를 증가시키고 광고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
기 위해 아마추어들의 창작 참여를 공식화·전문화하려는 시도를 활발하
게 하고 있다(Burgess, 2012). 이러한 전략에 시장이 부응하여 수익 창출
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탄생한 개인 창작자들의 채널을 묶어 기업 주도적으로 창작자들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MCN 사업이 등장했다. 앞서 살펴본 UCC 모델에서는
개인 창작자들이 스스로 플랫폼을 통해 수익창출을 했던 반면, MCN 모
델에서는 제3자인 MCN이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
고 MCN은 개인적으로 각자 활동하던 창작자들을 모집하여 회사를 중심
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묶는다. 역량이 부족했던 개인 창작자들은 이제
기업 자본이 포함된 MCN 네트워크에 들어가 새로운 강력한 플레이어로
서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사슬은 [그림 6]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MCN은 개인 창작자 그룹에게 제작과 자금지원, 수익 관리, 저작권 관
리 등의 가치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러한 가치를
제공받은 개인 창작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신들이 창출하는 수익
의 일부를 공유한다. 개인 창작자들은 주로 자신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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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CN의 가치 사슬
제작 지원, 자금 지원, 수익 관리, 저작권 관리 등
⇒

MCN

네
트
워
+
크
형
성
수익 공유

개인 창작자
…
개인 창작자
…
개인 창작자

⇒
콘텐츠
공급

수익 창출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공급

콘텐츠
이용자

광고주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
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MCN으로 만들어
진 비즈니스 협상력을 바탕으로 광고주와 직접 관계하며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창작
자들은 더욱 활발하게 창작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그 결과 제작된 전문
적인 개인 창작 영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엔드유저까지 전달된다.
미국 MCN 회사들의 네트워크 규모는 매우 크다. 최대 90,000여 팀의
창작자를 보유하고 있는 MCN들은 창작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인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창작자들에게 회사가 제작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주어 그들 스스로 그 서비스를 활
용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끔 한 것이다. 온라인 페이지나 앱을 통해
창작자들은 [표 4]와 같이 자신의 성과와 재정 분석, 자신의 채널을 업그
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접 광고주와 연
결하거나 상품을 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플랫폼 안에서 다
른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나아가 자신
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저작권 걱
정 없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제작 과정에도 도움을 받는다. 한국
MCN들은 아직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곳은 많지 않
다. 다만 CJ E&M의 다이아TV는 600팀이 넘는 창작자들을 관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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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eco-system이라는 서비스를 제작, 활용하고 있다. 창작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통계 지원,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스튜디오
예약, 콜라보레이션, 게시판, 참여 캠페인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표 4] 미국 주요 MCN의 온라인 시스템 기반 창작자 지원 항목
구분

서비스
성과 분석

정보
제공

재정 분석
가이드
질문처리

수익화

창작자들의 각종 질문과 도움 요청에 대한 대응
창작자와 브랜드(광고주)가 직접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제조업
아울렛

창작자만의 티셔츠, 후드, 모자, 컵, 아이폰케이스 등
커스텀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아울렛 제공

배급

커뮤니티

정보 공유

제작
도구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채널 성과(조회
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등) 통계 제공
콘텐츠 저작권 성과(온라인 플랫폼, 음원, 머천다이즈
등)에 대한 통합적 분석
창작자 성공사례와 심화 사례 분석, 소셜 미디어 관리
법, 제작 팁 등 제공

브랜드
연결

세금 관리

네트
워크

내용

콘텐츠
관리
시스템
(CMS)
콘텐츠
제공
스튜디오
예약

세금 서류의 간단한 작성 툴 제공
유튜브와 같은 오픈플랫폼 외에 계약이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배급 지원
다른 창작자들과 협업, 소통, 상호 홍보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최신 비디오에 대한 상호 피드백과 채널 성공 팁을 공
유하는 플랫폼 제공
새로운 행사, 콘텐츠, 쇼, 장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여러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단일 창구 제공
컴퓨터 용량 확보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저장, 관
리할 수 있는 서버 제공
저작권 걱정 없는(CCL) 무료 음악과 사운드이펙트 제공
제작 전문 시스템이 완비된 스튜디오 예약 및 장비 대여

출처: www.fullscreen.com, www.awesomenesstv.com,
www.makerstudios.com, www.machinima.com 참고

또 MCN은 광고주에게는 [표 5]와 같은 광고 상품을 제공하며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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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유한 창작자들의 조회수만큼의 영향력을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에서 자동으로 붙는 프리롤 광고 외에도 MCN은 콘텐츠에 맞는 상품이
나 브랜드를 연계하여 자신만의 프리롤 광고를 제작하기도 한다. 또한
온라인 시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닌 콘텐츠가 유통되므로, 독립적인 콘
텐츠로서의 광고가 중요하게 된다(조영신, 2015). 독립적 콘텐츠로서의
광고는 흔히 브랜디드 콘텐츠나 네이티브 광고 형태로 제작된다. 이러한
광고도 광고주의 의도보다는 창작자의 해석과 독창적 창작이 중시되며
제작되므로, 창작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청자들은 재미있게 자발적
으로 광고를 소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창작자의 영향력을 활용한 비즈
니스 지원이나 패키지 광고를 통해 MCN은 광고주에게 창작자들의 영향
력을 제공한다.
[표 5] MCN에서의 주요 광고 상품 구성
광고상품
맞춤형 프리롤
스폰서십/
브랜디드 콘텐츠
네이티브 광고
비즈니스 지원
(행사, 앱, SNS)
브랜디드 스페셜
패키지

내용
특별 주문제작 프리롤 광고 제작. 콘텐츠 연계성, 타켓
고려하여 브랜드 로고 또는 영상 노출
브랜드 신뢰도를 쌓으며 홍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내에
서 브랜드 제품의 기능, 특징이 기획되어 노출
창작자 채널의 콘텐츠처럼 보이도록 브랜드 광고 제작
관련 행사, MCN 전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SNS를
통한 바이럴, 이벤트 마케팅
브랜드의 성격에 맞는 여러 채널(창작자)을 묶어 콘텐츠
및 행사 맞춤형 기획, 제작

출처: www.fullscreen.com, www.awesomenesstv.com, www.makerstudios.com,
www.machinima.com, www.diatv.com, www.videovillage.co.kr 참고

이렇듯 국내 MCN은 온라인 광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온라인에서
이미 영향력을 확보한 창작자들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만들어
진 사업이다. 개인 창작자들을 네트워크로 묶고 이들에게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창작자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세부적인 수익 구조
나 전략, 핵심 역량의 활용과 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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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여 본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그 구체적인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제 3 절 MCN의 사회문화적 함의
비즈니스 모델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는 그 산업이 창출하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문화를 만드는 산업에서는 산업 구조가 창작자와
소비자 간에 형성하는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작자와 수용자, 사회
와 예술 간에는 문화 산업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시스템에 따라 네
요소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변할 수 있다(Alexander, 2003:61-63).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화된 창작활동에서의 창의성
MCN 사업에서는 개인 창작자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화하여 기업
자본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한다. 이러한 경우 산출물의 창의성은 개
인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조직이 구성하는 환경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
게 된다. 조직화된 콘텐츠 창작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개인 창작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조직적 환경, 유희에서 수익 창출로
이동한 창작 활동의 목적, 기업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풍부해진 창작 환
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콘텐츠의 창의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다.
콘텐츠 산출물의 창의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독창성(originality)’과
‘효율성(effectivness)’로 개념화된다(Runco&Jaeger, 2012). 독창성은 이전
에는 없었던 것, 희귀한 것, 새로운 것, 참신한 것 등으로 표현될 수 있
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창의성 개념의 주요한 요소로 포함시켜온 것이
다. 독창성이 창의성을 구성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기 어렵다. 효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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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 것, 또는 사회적인 판단이 포함된 유용
성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그 생각이나 산출물이 실제 구현 가능하며
인간 사회에 쓸모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히 독창적이기만 한
것은 창의적인 산출물이라고 볼 수 없다. 원숭이가 하는 이상한 행동이
나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새로운 장식 같은 것을 모두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산출물은 새로우면서도 가치가 있어야 한다.
로데스(Rhodes, 1961)는 사람 중심적(person), 과정 중심적(process),
산출 중심적(product) 창의성 측면에 환경 중심적(press) 측면을 추가하
여 설명한다. 환경적 측면은 창의성 발현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
히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개인의 창의성이 MCN 환경에서 어떻게 발
현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어떠한 발명도 오로지 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없다. 개인은 이전의 발견들을 참고하며 동료들과 상호작
용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발전해 나간다. 또한 그 시대의 기술 발전과 기
술 교육, 구매력, 자본, 상업적 시스템, 기업적 환경 등이 모두 상호작용
하며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하
기 위하여 아마빌(Amabile)과 우드만(Woodman)의 연구를 참고한다. 먼
저, 아마빌(1983)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안했다.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뜻하는 ‘전문지식’ 또는 ‘영역과 관련된 기술’, 인지적
방법과 경험을 새로운 인식에 적용하는 방식 또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
등과 관련된 ‘창의성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나 동기 등의
‘과업 동기’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
육이나 훈련, 성격, 사회 환경의 특성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에 따르
면 과업에 대한 동기는 내외부적 자극을 주어 지식과 환경 탐색을 활발
하게 만들며 해당 영역과 관련된 기술의 습득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긍
정적인 평가는 과업 동기를 증가시켜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
나 미래의 평가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창의적 성과를 위축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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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개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주어지는 금전적
인 보상은 창의성을 증가시키지만 개인이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도록 동
의 절차를 밟은 후 과업을 수행하면 창의성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영역 관련 전문지식은 준비단계와 유효성 단계의 성과를 높여
성과의 창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지식은 창의성 중에서도 ‘효율
성’ 또는 ‘적합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창의성 관련 기술은 ‘독
창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델에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
요한 것은 적절한 동기부여와 기술 습득이다.
이를 개인 영상 창작 활동에 적용시켜본다면, 단순히 재미로서 동기
부여가 되었던 초기 UCC 모델과 경제적 보상이 훨씬 쉬워진 MCN 모
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내적/외적 동기가 더 큰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사
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내재된 즐거움은 창의성을 증진시키지만, MCN
에서 기대되는 금전적인 보상은 창의성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영역과
관련된 기술을 영상 창작에 필요한 촬영, 편집 기술로 본다면 MCN에서
는 기술 습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창의성과 관련된 기
술을 자유도로 본다면 초기 UCC 모델이, 협업 가능성으로 본다면 MCN
모델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분석
한다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드만(Woodman, et al., 1993)은 창의성에 대한 상호작용주의자 모
델을 채택하며 개인적 창의성, 그룹 창의성, 조직적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 요소들이 개인/그룹/조직에 역동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먼저, 개인
적 특성은 개인이 인지하는 능력이나 스타일, 성격, 내적 동기, 지식 등
이며, 그룹 특성은 그룹의 크기, 다양성, 역할, 과업, 문제 해결 방법 등
이고, 조직적 특성은 조직의 문화와 자원, 보상 정도, 전략, 구조, 기술이
그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상호 작용하기도 하면서 창의적 행동
과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조직적 창의성을 만들어내어 창의적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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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위의 아마빌 모델보다 더욱 체계적
으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낸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
가 주장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의 창의성은 그룹 규범이 정
보의 공유를 지지할 때, 조직 문화가 위험한 행동을 지지할 때 높아질
것인 반면 경직된 평가시스템이나 성과 측정을 외적 보상시스템과 긴밀
하게 연관시킬 때, 그룹의 규범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감소한다
는 것이다. 또한 그룹 창의성은 다양성이 높고 참여적 문화일 때 증가하
는 반면 독재적 리더십이 있을 때 감소할 것이며, 조직 창의성은 유휴
사용가능한 자원이 있거나 조직 디자인이 유기적일 때 증가하고 정보 흐
름이 막혀있거나 제한될 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드만 모델은 개인이 조직 속에 들어가게 된 MCN 모델에서 어떤 조
직적인 요소들이 창의성에 영향을 줄 지를 예측하는 데에 유용하다.
MCN 회사가 개인 창작자들의 위험 부담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창작
자 간의 정보 흐름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에 따라 개인 창의성이 증가할
것이며, 외적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이거나 창작자의 활동이 경제적 성과
와 밀접하게 연관될수록 개인 창의성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MCN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창작자들이 존재하며 서로 협업하거나 대화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창작자 그룹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MCN 조직 자체의 자원 활용과 조직 디자인 또
한 창의적 산출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창의성 논의를 종합하면, MCN 모델에서 창의성은 긍정적 평가를 통
해 과업 동기를 향상시킨 경우, 창작 기술 습득을 도운 경우, 위험 부담
을 감소시킨 경우, 협업이나 대화를 통해 창작자 간 정보 흐름이 증가된
경우 크게 발휘될 수 있다. 반면, MCN을 통해 창작 활동이 형식적으로
제도화되었거나 내적 동기보다 금전적 보상에 대한 동기가 커진 경우,
외적 평가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 창작자들의
창의성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UCC의 상업화로 창
작자의 창조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우려(유경한&김
지하, 2007)와 UCC에 대한 보상이 창작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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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전망(임성택&양승화, 2008)이 함께 존재한다.
MCN이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가설을 활용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2. UCC 모델의 사회문화적 함의
개인이 중심이 되는 UCC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영상 창작은 전통적인
영상 제작 모델인 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창작과는 많은 차별성을 갖는
다. 전통적 모델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창작자의 독립성이 일정
수준 통제되었던 반면, UCC 창작자는 훨씬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먼저,
기존 영상 산업에서는 콘텐츠 배급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콘텐츠 선별이
나타나지만, UCC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수용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콘텐츠 창작자가 중간 플랫폼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는 사라진
다. 또한, 기존 영상 제작에서는 프로젝트 팀 단위로 창작이 이루어져 수
익성이 강조될수록 창작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UCC의 경우
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기 때문에 창작자를 통제하는
조직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UCC의 창작 동기가 자기표현이
나 즐거움에 치중하여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적인 동기가 창작
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통적 영상 제작 환경과의 차이로 인해 UCC가 기존 콘
텐츠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먼저, UCC를
창작하는 독립적인 개인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존의
기업 중심의 상업화된 영상 시장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직접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며 풀뿌리 미디어 문
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개인이 UCC를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놀이문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이희은, 2007; 강진숙, 2007; 유경한, 김지하, 2007). 기존 미
디어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일상의 기록’이 놀이의 형태로 자유롭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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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상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진숙, 2007). 간다 도시아키는 『유튜브 혁명, UCC의 미래』에서 다
음과 같이 UCC의 문화적 가능성에 주목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80%는 화폐보다는 커뮤니티에서의 존경과 평가, 평
판, 자기표현이라는 금전으로는 얻기 힘든 가치의 추구를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아마추어의 세계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프로의 자질을 갖춘 사람
들이 UCC의 책임자로 등장했고 거기에 화폐경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
롱테일이 된 영상 콘텐츠 세계에서는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표
현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다(간다 도시아키, 2007).

이렇듯 자기표현을 즐거움으로 추구하는 UCC가 활성화되는 것은 콘
텐츠 생산 권력이 분산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콘텐츠
의 창작과 배급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콘텐츠 생산 과정의 민주화
가 이루어졌다. UCC의 생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한 놀이였
던 UCC 창작이 ‘노동’과 합치되었고, 이를 통해 창의력은 있으나 사회경
제적 자본이 부족하여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었던 문화산업 인력이 시장
에 진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가 만들어지면서(유경한&김지하, 2007)
소수에게만 있었던 자기표현의 권력이 대부분의 사람들로 확대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의 통제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
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정부와 기업이 주
도적으로 UCC 시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인터넷 게시판을 만들었고 기업이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영상 UCC도 처음에는 정부나 기업 주도적인 공모전에서 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다. 그러나 시장이 무르익으면서 사람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
럼 자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하기 위하여 UCC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콘텐츠
로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콘텐츠 생산 과정의 민주화
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UCC가 정부와 기업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담
론이 교환되는 이성적인 시민의 공간인 숙의 공론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 39 -

보기도 한다(Dahlberg, 2007; Van Dijck, 2009; 민경배, 2007. 강진숙 재
인용; 손애경, 2008). 달버그(Dahlberg, 2001)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조
건을 재해석하며 온라인에서 숙의 공론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정부와 경제
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될 것, 둘째, 주장보다는 이성이 교환될
것, 셋째, 자기반성이 가능할 것, 넷째,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해하는 이상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것, 다섯째, 자신의 의견을 주장
하는 데에 신실성이 담보될 것, 여섯째,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폭넓은 평등이 가능할 것, 이것들이 공론장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다.
인터넷이 숙의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
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데, 영상 제작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유통 환경
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조건 중 정부와 기업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폭넓은 평등의 조건이 개선되어, 공론장 조성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장비로 어떤 환경에서도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어 배포할 수 있게 된 생산 과정의 변화가 있었기에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도 UCC 유통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콘텐츠 생
산자로 포섭할 수 있게 되어 콘텐츠 생산의 평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공론장 공간은 시민들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토
론할 수 있게 만들고, 나아가 전통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새로운 과정을
만들 수도 있다(Chadwick, 2012). 실제로 많은 자치 단체에서는 정책 결
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UCC의 형태로 공모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도 한다. 자치 정치가 UCC를 통해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UCC는 사회 현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 특히
UCC는 일상의 일들을 중심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일들을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힘을 조직할 수 있다(손애경, 2008).
강진숙(2007)은 한 학생이 제작한 고발 영상을 통해 학교의 식대가 인하
되는 결과를 얻은 사례를 들며, UCC 영상문화가 참여와 고발 문화를 형
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CC를 통해 의견이 교환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시작되어 개인 영상을 통
- 40 -

해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과 기부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운동은 UCC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UCC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UCC가
텍스트와 이미지의 형태에서 영상 중심의 UCC로 변화되면서 숙의공간
으로서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동영상의 형태를 갖
게 되자 UCC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생산하게 되면서 UCC가 전달하
는 이야기의 진실성까지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민경배, 2008). 이것
은 달버그가 처음 제안했던 공론장의 조건 중 신실성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인터넷 공간이 숙의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어렵게 만
든다. 민경배는 이와 같은 영상 UCC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을 만
들기 위해서는 UCC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시청자들이 믿을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UCC 제작자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강진숙은 이러한 책임을 부여하는 해결책을 포털,
즉 UCC 플랫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시민단체의 활동, 미디어 교
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창작자들
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그들의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MCN 사업자들도
이러한 책임을 가지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 영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UCC 영상 문화에 대하여 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UCC가 사람
들의 일상 표현의 도구가 되어 사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기 보다는
자본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기업과 플랫폼들은 UCC
문화가 확산되자 이것의 시장성에 주목하여 UCC를 상업화하였다. 광고
나 기업 후원 등을 통하여 UCC 유통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에 따라, UCC 문화가 전통적 영상
매체와 인터넷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거 포섭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된다(강진숙, 2007; 이성식, 2007). 상업화된 UCC 시장에서는 개인적이
고 일상적인 놀이문화가 상품화되어 오히려 자본가의 자본 획득이 촉진
된다. 이러한 흐름은 UCC 정보의 신뢰성과 순수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
다. 기존 영상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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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창작자들도 경제체제에 의해 통제되고 식민화되는 상황이 벌어지
는 것이다. UCC 창작자들이 상업화된 시스템 하에서 영상 제작과 유통
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소통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권력에 대한 저항적인 의견 교환과
UCC에 기대되었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어렵게 된다. 이동훈
(2010)도 개인 미디어의 참여가 상업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면 비판적 커
뮤니케이션이 주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UCC가 고도로 상업
화되면 UCC 창작자들도 조직화·전문화 될 것이며 전문화된 창작자를
제외한 일반적 창작자들의 콘텐츠는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Burgess, 2012), 이런 경우 콘텐츠 생산의 평등에까지
의문이 제기된다.
UCC는 개인의 창작 독립성을 바탕으로 풀뿌리 미디어 문화를 형성하
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콘텐츠 생산 권력이 폭넓게
분배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공론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 그것이다. 그러나 UCC 상업화로 인하여 실질적인 콘텐츠 생산 권력
의 평등한 분배가 가능할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신실한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UCC가 극도로 상업화
된 결과인 MCN에서는 과연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
목된다.
3. MCN에 대한 기대와 우려
UCC의 상업화에 대한 양가적 기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UCC 상업화
의 결실로 맺어진 MCN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기대가 함께 존재한다. 업
계에서는 MCN이 창작자들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여 콘텐츠 창
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서황욱, 2014). 콘텐츠 생태계의 풀뿌리인 창작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4)은 이러한 업계의 일반적인
기대를 정리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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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MCN들은 메이저 플랫폼과 PP들이 콘텐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단일 창작
자는 힘이 없지만 MCN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다. MCN은 창작자
발굴부터 콘텐츠를 엔드 유저에 전달하는 마케팅까지 담당하여 단순 채
널이 아닌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MCN이 이
러한 기능을 한다면, 일반 TV나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발한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가 더욱 많이 생산되어 콘텐츠 시장이
훨씬 다채로워질 수 있다.
특히 MCN으로 창작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은 풀뿌리 미
디어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UCC 상업화
의 결과인 MCN 시장에서 과연 상업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의
형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콘텐츠 생산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훨씬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달버그(Dahlberg, 2001)는 온라인 공공 숙의는 오프라인에서
의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며,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배분의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온라인에서의 숙의도 일어날 수 없
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자본을 지원해줄 수 있는 MCN은 온라인에서의 민주적 소통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열악한 제작 환경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에게도 다른 창작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창작 시설과 일정
한 경제적 급부가 지원될 수 있다면, 자본이 부족했던 사람들까지도 적
극적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국 콘텐츠 생산의
평등을 초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창작과 창업 활성화에도 MCN이 긍정적 역할을 하여 지속 가능
한 창작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MCN은 다양한 재능과 사업적
인 잠재력을 가진 창작자들의 시장 가능성을 검증해주고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다수의 창작자들이 MCN에 모여서 양질
의 콘텐츠가 생산되면 그만큼 시청건수가 늘고, 외부의 투자를 받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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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증가하는 콘텐츠 제작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놀
이가 노동과 합일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결국 MCN을
통해 개인 창작자들은 수익을 극대화, 다각화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콘텐
츠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반면, MCN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MCN에 대
한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미국의 대표 MCN 회사인 메이커 스튜디
오(Maker Studios)의 스타 창작자였던 레이 윌리엄 존슨(Ray William
Johnson)은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메이커 스튜디오가 창작
자들의 몫을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창작자들에게 MCN 가
입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가 창작자들의 수익 기반인 구글
애드센스 시스템을 온전히 통제하고 광고 수익의 40%, 콘텐츠 저작권의
50%를 가져가며 창작자들과 정당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었다(Gutelle, 2012). 또한 머시니마(Machinima)는 파트너가 창작하는 모
든 종류의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종신계약을 한 바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Marsden, 2013). 이처럼, MCN이 ‘창작자 지원’ 이라
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 규
모와 통제력을 높이는 데에만 힘을 쏟는다면, 건강한 창작 환경을 조성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에 대한 착취까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체계화된 제작 환경은 콘텐츠 내용에 대한 통제로 이어져 창작
자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UCC 모델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도
대로 콘텐츠를 마음껏 제작하였던 반면, MCN이라는 조직이 영상 제작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면 기존 영상 시장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에 대한 통
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고도로 상업성을 추구하다보면 조직적인
통제는 결국 상업적 이득을 위하여, 즉 광고주로 대표되는 자본의 이익
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개인 영상 창작의 결과물도 기존 영상
시장의 결과와 유사하게 자본에 의한 논리에 지배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개인 창작이 네트워크화․조직화되면서 전통 영상 제작 시장에서의
프로젝트 팀의 역할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달버그에 근거하여 MCN이 공론장을 형성하여 미디어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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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MCN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만
들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루네발트와 하우프트(Grünewald &
Haupt, 2014)에 의하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참여를 평등하
게 나누어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유튜브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의 사회
적, 문화적 자본의 집중을 초래하여 새로운 불평등을 만든다고 한다. 이
는 유튜브에서는 협업과 공유를 통해 팬덤이 축적되어, 창작자들이 소유
한 사회적, 문화적 네트워크가 좋을수록 그들의 성과가 좋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MCN은 창작자들의 네트워크를 증폭
시켜 이미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자본력을 확대시킨다. 결국 MCN이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빈익빈 부익
부를 초래하여, 문화적 자유과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 정도를 오히려 감
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MCN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사회문화적인 함의가 기대되고 있
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MCN이 UCC부터 기대되었던 권력으로부터
의 독립적인 창작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는 창작에 대한 자본의 통제
를 강화시켜 창작자의 창작 독립성을 위축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실증
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또한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에는 MCN이 어
떤 역할을 하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콘텐츠의 생산 권력이
과연 평등하게 분배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둘째, 온라인에서의 숙
의 공론장이 조성될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MCN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선순환적인 창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인지, 혹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간
에서 이성이 교환되며 신실성과 폭넓은 평등이 담보되는 소통이 일어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MCN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유통 시스템이다. 따라서
MCN이 산업적으로는 어떤 구조를 지니며 그 모델은 과연 성공적인 미
디어 비즈니스로 정착할 것인지, 이것은 사회문화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발생시킬 것인지를 밝혀야 MCN이 미디어 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영향력
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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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튜브 중심의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대한 탐색적
인 연구로, 그것의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적 가능성,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탐색 연구의 주된 목적은 문제의 규명이다.
연구하려는 문제가 생소하여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 주어진 문제에
대한 예비지식을 넓히고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
한다(채서일, 1997). 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에서는 MCN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명한다. 고객, 핵심가
치, 핵심역량, 가치 네트워크, 수익 원천을 중심으로 어떻게 비즈니스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기존 영상 제작 산업과의 구조
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핵심역량과 가치 네트워크,
수익의 원천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주체들의 사업 참여 동기와 콘텐츠
생산 구조의 특징, 수익 배분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와
해외의 MCN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MCN이 차별화된 모델을 가지
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의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
여 지금까지의 산업적 성과와 시장 규모 및 전망을 파악한다.
<연구문제1> MCN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① MCN의 고객, 핵심가치, 핵심역량, 가치 네트워크, 수익 원천은 무
엇인가?
② 한국 MCN은 전통 모델/UCC 모델/해외 모델과 어떤 차별성을 갖
는가?
③ 산업적 성과는 어떠한가?
④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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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에서는 MCN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알아
본다. 인기 있는 MCN 콘텐츠의 주요 장르와 내용은 무엇인지 살피고,
콘텐츠 내용 전개와 기술적 특성은 UCC의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들을 통해 현재 MCN 콘텐츠의 현황을 탐색하고자 한
다.
<연구문제2> MCN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① MCN 콘텐츠의 주요 장르는 무엇이며 내용은 어떠한가?
③ 텍스트, 영상기술, 기호학적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함의를 갖는가?
<연구문제3>에서는 개인의 창작 활동이 MCN으로 대표되는 기업 자
본에 의해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첫째, MCN이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
여 앞에서 살펴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창작 동기의 양상과
정보 흐름의 정도, 기술 습득, 위험 부담에 대하여 조사했다. 금전적 보
상에 대한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거나 정보 흐름의
정도와 창작 기술 습득이 향상되고 위험 부담이 감소할 경우 창의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개인의 창작 독립
성, 특히 자본으로부터의 창작 독립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의 창작 과정을 살펴, 그 과정에서 자본이나 기업
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이를 통해 MCN이
개인 영상 창작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3> 기업 자본은 개인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①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가. MCN 참여 전후 창작자의 창작 동기는 어떠한가?
나. 창작자의 정보 흐름과 창작 기술, 위험 부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② MCN에서 개인 창작자의 창작 독립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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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4>에서는 MCN이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풀뿌리 미디
어 문화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콘텐츠 생산 권
력이 분배되는 것과 온라인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성취된다고 간주
한다. 먼저 생산 권력의 분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피기 위하여 신규
개인 창작자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것인지, 인기/비인기 창작자 간의 수
입 분배의 격차는 감소하여 창작자 간 불평등은 완화될 것인지를 알아본
다. 또한 MCN이 미디어 공론장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
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내용분석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함께 살펴,
MCN 콘텐츠들이 어떤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와 MCN이 달버그가
제안한 온라인 숙의 공론장의 조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
한다.
<연구문제4> MCN이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는
어떠한가?
① MCN이 콘텐츠 생산 권력의 분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 MCN으로 신규 개인 창작자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것인가?
나. 인기/비인기 창작자 간의 수입 분배의 격차는 감소할 것인가?
② MCN이 온라인 공론장 형성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 MCN 콘텐츠는 어떤 담론을 조성하는가?
나. MCN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성의 교환, 콘텐츠의 신실성, 폭
넓은 평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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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심층 인터뷰
를 중심으로 문헌분석, 콘텐츠 내용 분석을 수행한다. 심층 인터뷰를 진
행하기 전, 보다 면밀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문헌분석을 하여
대략적인 동향을 파악했고, 그 후 각 연구문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
행했다.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콘텐츠를 대상
으로 질적인 콘텐츠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문제에 따라 심층인터뷰,
문헌분석, 콘텐츠 내용분석을 함께 적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완성도 높
은 해석을 얻도록 하였다.
1. 문헌분석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구조화되지 않은(unstructured) 질적
연구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이군희, 2004). 구조화(structured)의 의미는,
측정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연구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
한다. 탐색적 연구에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 중에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적 연구 방법이 선호된다.
그 중에서도 먼저 MCN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문헌분석을 수
행했다. 문헌분석은 정부부처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연구 기관의 발표자
료, 뉴스기사, 기존 인터뷰 자료 등을 국내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미 공개되어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 MCN
기업들에 자료를 요청하여 본 연구만을 위해 공개하는 기업 데이터를 수
집하기도 했다. 문헌 분석을 통해 해외 MCN 동향과 비즈니스 환경,
MCN의 경제적 성과,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 등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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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인터뷰
본격적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피면접자는 연구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
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므로(Glaser&Laudel, 2009),
MCN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크게 세 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설계하였고 그
그룹은 다음과 같다.
① MCN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책임자 그룹
② MCN에 참여하고 있는 창작자 그룹
③ MCN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 그룹
인터뷰 대상자를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MCN을 둘러싼 이해관계
자들의 관점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다
른 답변을 할 것이 기대되어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
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MCN 회사 여섯 곳에 연
락을 하여 사업과 시장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사업 책
임자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대표적인 MCN 회사란 각종 언론에
서 MCN 사업을 하는 회사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활동을 하
고 있는 창작자들을 보유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이 지난 회사를 말
한다.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의 인터뷰
대상자의 역할, 연구 결과에서 기대되는 점 등을 소개하며 인터뷰를 요
청하였고 이메일 답장 또는 유선을 통하여 5개의 회사로부터 인터뷰 참
여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MCN에 참여하고 있는 창작자 그룹과 MCN
사업자 외의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위해서는 인터뷰에 응해
준 MCN 사업자와 창작자들에게 연구 참여자를 추천받는 스노우볼링 방
식을 사용하였다. 인터뷰에서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이 보장되며
비밀이 유지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공지했고,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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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작성된 후에는 신원 파악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기호로 대체하여 익
명성이 보장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표 6]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은 알파벳으로 표시하였고, 본문에 심층 인터
뷰 내용을 인용 시에는 [표 6]에서 제시된 알파벳과 일치하지 않도록 하
였다.
[표 6]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MCN
사업가

MCN
소속
창작자
전문가

이름

성별

A
B
C
D
E
F
G
H
I
J
K

남
남
남
남
남
남
여
남
여
여
남

연령대
30대
20대
40대
40대
40대
20대
20대
30대
20대
20대
30대

초반
후반
초반
중반
중반
중반
중반
후반
중반
중반
후반

직급/
장르
대표
대표
본부장
팀장
국장
게임
뷰티
교육
뉴스
게임
국장

MCN 사업경력/
창작경력
(MCN가입기간)
11개월
1년 1개월
1년 10개월
10개월
4개월
3년 (2년)
2년 (1년)
4년 (3개월)
1개월 (1개월)
1년 (11개월)
1년

인터뷰는 비표준인터뷰로 질문이나 답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시된 주제와 질문리스트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단서 제공 인터뷰를 실시했다. 단서 제공 인터뷰는 연구 목표를 위해 인
터뷰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 인터뷰에서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에 권장되므로
(Glaser&Laudel, 2009) 본 연구에 적합하다. 반드시 답변되어야만 하는
질문은 [표 7]과 같이 설계하였다. 다양한 답변을 수집하기 위하여 모든
그룹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갖고 인터뷰에 임하되, 응답자에 따라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연하게 질문을 수정/삭제하며 1:1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심층 인터뷰는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0월 30일에 걸쳐 1:1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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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심층인터뷰 질문 설계
연구문제

질문 내용

MCN 비즈니스 모델

- MCN의 목표 고객, 가치, 자원, 네트워크,
수익모델
- 비즈니스 전략의 차별성
- 해외 MCN 사업과의 차이점
- 경제적 성과 및 시장 규모

개인 창작활동의 변화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

-

MCN 창작 동기의 변화
MCN 창작 과정의 변화
MCN 참여(지속) 의사
창작 개입의 정도
신규 창작자의 MCN 참여 현황
MCN 참여 전후 창작자 수입 변화
창작 활동의 지향점

면담으로 약 1시간씩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피면접자의 동의를
구한 뒤 녹취하여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사한 텍스트를 주제 분석 방식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은 데이터에서 주제를 발견하고, 분석
하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데이터의 자
세한 사항들까지 빠짐없이 분석할 수 있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
각, 실재를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Braun&Clarke,
2006) 탐색적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사 자료를 계속 읽으
며 데이터에 익숙해졌고, 자료를 다 읽으며 1차 주요 코드들을 발견했고,
그에 기반하여 주제를 찾았다. 그리고 주제와 원자료를 교차로 검토하였
고 최종 주제를 확정지었다.
3. 콘텐츠 내용 분석
또한 MCN의 사회문화적인 함의를 찾는 데에서 주요 연구방법인 전
문가인터뷰를 보완하기 위하여 콘텐츠 내용 분석을 수행했다. 전경란
(2008)은 동영상 UCC의 문화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성을 가지
는 동영상 30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텍스트적 특징을 분석하는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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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MCN에 참
여하고 있는 개인 창작자의 영상물 중 대표적인 콘텐츠를 선정, 이들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콘텐츠는 201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유튜브 구독자수 상위
100위8)에 랭크된 채널 중 MCN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창작자의 채널에
서 2014년 이후 제작된 콘텐츠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것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꾸준한 팬층을 확보한 다양한 창작자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분
석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를 시기적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개개인이
MCN에 언제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상위 100위를 차지하고
있는 MCN인 다이아TV와 트레져헌터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해인
2014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MCN에 가입한 이후
의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에 해당하는
분석 대상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콘텐츠 내용 분석 대상
순
번

창작자

채널
장르

1

양띵 YouTube
(YD Gaming
Channel)

게임

2
3

4

5
6
7
8

대상 콘텐츠

콘텐츠
업로드 일시 길이
장르

양띵 [탈옥을 꾀하는 자,
협력하라! 마인크래프트
게임 2014.09.11
감옥탈출 1편] 마인크래프트
Waveya SEREBRO Mi Mi Mi
waveya2011
춤
춤
2014.10.1
Choreography Ari
까탈레남] 대도서관 벌칙 뮤비
대도서관TV
게임,
(Orange Caramel - Catallena 음악 2014.05.26
(buzzbean11) 코미디
Cover MV)
Ambulance baby doll Doctor
Pororo toys 콩순이
ToyPudding 장난감
장난감 2015.06.11
119병원놀이 와 뽀로로
겨울왕국 장난감
악어 [ 늪지대 동화 : 악설공주
악어 유튜브
게임 ] 마인크래프트 Swamp Tales 게임 2014.05.08
- Snow White (Swamp ver.)
일상,
Eat Your
문화,
장인처럼 라면 먹는 법
음식 2014.04.10
Kimchi
음식
[PD대정령] 140119 Avoid N
대정령 TV
게임
게임 2014.01.19
Survive
김이브님♥생존본능 자극하는
김이브님
토크쇼
먹방 2015.04.06
불닭볶음면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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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3:20
3:43

8:35

59:06
12:20
14:48
8:34

순
번

창작자

9

Eugenie
Kitchen

10
11

채널
장르
요리

양띵의 사생활
일상
(YD Real Life)
ssin 씬님

뷰티

12 JuNCurryAhn

음악

13

양띵TV미소

게임

14

양띵TV삼식

게임

15

도티 TV

게임

16

양띵TV서넹

게임

17 팜팜 PomPom 장난감

18
19

밴쯔

먹방

Cuckoo Crew
코미디
- 쿠쿠크루

20

달려라치킨

21

최고기

22

소프

23

Calary Girl

24

늪지대에서
생긴 일

대상 콘텐츠
"Eugenie Cookie" Rainbow
Heart Cookies Slice &Bake
Surprise! DIY Rainbow Treats
유지니쿠키
모장에서 레고를 보내줬어요!
양띵의 리얼한 마인크래프트
레고컬렉션 - Entertainment
(ENG) 겨울왕국 엘사 메이크업
Frozen Elsa make up tutorial
| SSIN
Counting Stars - OneRepublic
(Jun Sung Ahn Violin Cover)
- YouTube (480p)
레일추가모드를 이용한
샤스코스터2! 대박퀄리티
롤러코스터![양띵TV미소]Minec
raft[Roller Coaster]
양띵TV삼성[숨겨왔던 비트박스
실력 공개]
네버랜드(Neverland) - 도티와
친구들 M/V (FULL Ver.)
마인크래프트 Minecraft [도티]
#초간단# 액체괴물만들기
아이클레이편! [양띵TV서넹]
반짝이 칵테일 액체괴물
만들기!! 흐르는 점토 액괴
클레이 슬라임 장난감 놀이
How To Make 'Glitter
Cocktail Clay Slime' Toys
140622 불닭볶음면 찐만두
먹방
김종래 빡쳐서 박준형
때림ㅋㅋㅋㅋㅋ쿠쿠크루(Cuckoo Crew)

미니
미니어쳐 작품소개 #1
어쳐
게임, [최고기] 겨울왕국 게임 - 엘사
종합 여드름 짜기...(극혐)
타조알요리
요리
[파운드케익,타조알말이,오믈렛]
다이소 화장품으로 풀메이크업
해
뷰티
보았다/韓国100均のコスメでフ
ルメイクしてみた
종합/
[늪지대 앨범] 미친거니
커뮤
(느피X너불)
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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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로드 일시 길이
장르
요리 2015.02.05 6:46

장난감 2014.12.05 17:52
뷰티 2014.02.05 7:36
MV

2014.02.19 3:16

게임 2014.10.23 11:41
일상 2014.05.27 0:38
음악 2014.10.23 3:17
장난감 2015.04.30 13:29

장난감 2015.07.29 8:41

먹방 2014.06.22 28:07
코미디 2014.07.23 2:54
미니
2014.10.16 10:32
어쳐
게임 2014.08.18 8:31
요리 2014.11.08 14:23
뷰티 2015.03.14 9:51

음악 2014.10.11 3:47

순
번

창작자

채널
장르

대상 콘텐츠

씬님 코스프레 메이크업(할리퀸
뷰티 메이크업) SSINNIM Makeup
with.Neutrogena
로보카폴리 엠버 구급차 뽀로로
병원놀이차 장난감 미니특공대
CarrieAndToy
26
장난감 옥토넛 또봇 가면라이더 위저드
s
피규어 Robocar Poli Робокар
Поли Игрушки
애플의 마인크래프트 좀비탈출맵
27
YT Apple
게임
[저주받은도시] 1화
탱글탱글...눈알 젤리 만들기
스윗더미 .
目玉ゼーリ作り方 How to
28
요리
Sweet The MI
make jelly eyeballs [스윗더미
. Sweet The MI]
simonandmarti
29
일상 The Exo Anthem
nabonus
25

lamuqe

콘텐츠
업로드 일시 길이
장르
뷰티 2015.06.22 5:24

장난감 2015.03.19 7:06

게임 2014.07.06 35:38
요리 2014.10.09 4:56
문화 2014.05.13 2:22

위 콘텐츠를 대상으로 전경란(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텍스트 코드와
영상기술적 코드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텍스트 코드는 서사형식을 갖고
있는지, 기존 영상 제작 관습에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영상
기술적 코드 분석에서는 쇼트의 길이와 양, 카메라 시선, 편집, 디지털기
술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코딩 결과를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UCC 콘텐
츠의 특성과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또한 콘텐츠의 문화적인 의미와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호학적 분
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오장근(2006)은 특정 콘텐츠가 어떤 가치에서
소비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셈프리니의 기호학적 맵핑을 활용하기
를 제안했다. 이 맵핑을 활용하면 기호학적 사각형의 각각 위치들에 따
라 콘텐츠 가치의 지형도를 알 수 있다(Floch, 2003). [그림 7]이 콘텐츠
가치 지형도를 보여준다. 존재론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토피아적인 것과
사회의 공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제적인 것은 서로 상반되는 속성이다.
대각선의 화살표는 모순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적이지 않은 비공
리적 가치는 유희적 가치로서,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감각적인 것들로 표
8) 구독자 수 기준 상위 100개 채널:
http://vidstatsx.com/youtube-top-100-most-subscribed-south-korea-kr-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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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며, 유토피아적이지 않은 비존재적 가치는 유용하거나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서, 비판적 가치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희적 가치는
유토피아적 가치로 발전할 수 있으며 비판적 가치는 실제적 가치로 발전
할 수 있다(상보성의 관계)(Floch, 2003: 60-64, 188-190). 이 사각형을
활용하면 공리적 가치부터 존재적 가치까지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치 속성의 지형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분석 대상 콘텐츠를
네 가지 가치 중 하나로 코딩하였다. 이 과정에 따라 분석한 연구 결과
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림 7] 콘텐츠 소비 가치에 대한 기호학적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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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영순&김현 외, 2006; Floch&김성도, 200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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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탈출
꿈 모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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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4장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관하여 차례로 답을 찾는다. 먼
저 탐색적 연구로서 이 연구는 MCN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비즈니스 모
델의 구성을 살피고 MCN 콘텐츠의 특성을 규명한다. 나아가 그것의 사
회문화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MCN이라는 기업 자본이 개인 영상 창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MCN이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에 어떤 기여
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제 1 절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MCN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기 위하여 먼저 그 모델
을 정의해보고, 전통적 모델, UCC 모델, 해외 모델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살핀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는 비즈니스는 현재까지 어떤 경제
적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전망해본다.
1. 창작자 중심의 비정형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MCN 비즈니스의 정립된 모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아직 많은 콘텐
츠·미디어 회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며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창작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출발한 모델이
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핵심가치와 수익모델은 조금씩 상
이하게 나타나 일괄적으로 모델을 정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MCN은 콘텐츠 매니지먼트 사업이기도 하며 광고 비즈니스일 수도 있으
며, 탤런트 매니지먼트, 콘텐츠 프로덕션,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크리에이
터 에이전시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하나의 회사에서도
스스로를 ‘비정형’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MCN 사업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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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변해갈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 없습니다. 우리는 무전략이 전략이다가 우
리의 전략이고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새
로운 인기 있는 뭐가 모이면 우리는 땡큐. 거기에 맞는 것을 공급하면 되
는 겁니다. 그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결국 미래에 나올 N스크린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로선 가장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N스크린에 대응해
서 무정형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프로덕션, MCN이라는 겁니다. 그
게 우리의 무정형 비즈니스 모델이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전부 다, 새
로운 플랫폼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전부 다. (사업자 A)
이걸 제가 이제 실험이라고 했는데, 실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비즈니스
자체가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MCN사업도 마찬가진
데, 이게 외국에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업이라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는 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년 또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
가 생각하는 MCN 사업 구조하고 또 다른 사실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사업자 B)

그럼에도 불구하고 MCN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창작자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MCN의 주요 고객은
수용자와 창작자, 광고주다. 전통적인 콘텐츠 회사도 광고주를 위해 높은
시청률을 목표로 콘텐츠를 공급하지만, MCN은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
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기존 미디어와 구별된다. 후
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MCN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주나 플
랫폼에서 창출되는 광고수익의 일부, 즉 창작자로부터 얻는 수수료가 대
표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초창기 MCN은 유튜브 채널 관리를 보다 효
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창작자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었으며, 이
당시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창작
자 콘텐츠 매니지먼트’였다. 이러한 초창기 모델을 목표삼아 한국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MCN이 생겨났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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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도 ‘창작자’에 초점을 맞추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창작자
들의 MCN 가입은 회사에 가입 신청을 한 뒤 간단한 조사 또는 면접 후
승인되거나, 회사에서 창작자 발굴을 목적으로 먼저 재능 있는 창작자들
에게 가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 창작자에 대한 관리와 개인 창
작자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창작자 자체
에 대한 관리는 MCN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그들
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인프라 지원 등이 이에 해
당한다. 이러한 관리는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의 스타성을 전폭적으로
만들어주며 완전히 새로운 상품가치를 발생시키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
업과는 다르다. MCN에서의 창작자 관리는 그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뒤
에서 지지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 정도를 수행한다. 연예
매니지먼트는 회사를 중심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가꾸며 한
명 한명의 스타성을 키워가는 것이라면, MCN의 창작자 매니지먼트는
창작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이다.
창작자는 그 스스로가 완성된 제작자이자 스타로서 각자의 방향성과 색
깔이 모두 다르고, 개성이 있어야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그들 스스로가 사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회사는 창작자들
에게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뿐이다.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면 만드는 걸
보고 아! 그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홍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믿고 아무것도 안하면 우리도 해줄 수
가 없다. (사업자 B)
어떻게 키워주는 것인가. 모호해요. 우리가 미디어 집행을 해서 그 사람
홍보를 해주는 것도 인물홍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투브 플랫폼을 잘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크리에이터들 끼리 네트워크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큰데,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역량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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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려있어요. (사업자 C)

창작자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교육이나 컨설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
다. 따라서 제작 능력에 대한 지원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
물고, 창작자가 각자의 수요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면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회사의 사소한 관심을 통해 창작자가 성
실하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인을 주어 스스로 실력을 쌓게 만들기도 한
다. 이런 점에서 MCN은 창작자가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지원을 해주
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작자의 역량 강화에
는 MCN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의 능력보다는 창작자 스스로의
노력과 적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이러한 모든 지원은
‘창작자 중심’이다.
헬스를 시작하면 PT가 붙은 느낌?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사
실 혼자 헬스 다니면은 그냥 지지부진하고 안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
는데, 그게 아니라 PT같이 딱 붙어서 영상을 이렇게 뭐 올리는 게 좋다,
아니면 썸네일은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 뭐 이런 팁 같은 것도 많이 알
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뭐, 뭐라 하지 영상을 자주 올리게 된 것 같
아요. (창작자G)
크리에이터들의 역량에 기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좋
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
고. [MCN은] 그 친구들이 그냥 콘텐츠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제반 사항들을 관리해주는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거거
든요. (전문가K)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두 번째 가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다. 콘텐츠
관리는 콘텐츠의 조회수나 채널의 구독자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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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으로부터 창출되는 광고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콘텐츠의
전반적인 퀄리티에 대한 피드백, 플랫폼 활용과 관련된 조언, 저작권 관
리, 조회수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콘텐츠 매니지
먼트는 크게 그들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관리와 수익화를 위해 제작
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창작자들이 스스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콘텐츠 제작의 모든 권한은 창작자에게 있을 뿐, MCN은
조언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반면, 수익창출을 위해 제작하는 콘텐츠 창작에서는 MCN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콘텐츠는 스폰서드 콘텐츠
또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광고비를 받고 특정
제품을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방송에서의 간접광고와 비슷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소재가 게임, 뷰티,
장난감, 요리 등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하며 콘텐츠의 길이가 짧은 점 등
을 미루어봤을 때, 브랜디드 콘텐츠는 해당 제품에 굉장히 의존하거나
집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방송 간접광고보다 강력한 제품홍보라고 볼 수
있다. MCN은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업들에게 광고 영업을 하
고, 광고주와 창작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콘텐츠 기획에 참여하기도 하
면서 콘텐츠의 수익화를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일부 MCN
의 경우에는 창작자를 직접 고용하여 내부 제작팀과 함께 콘텐츠 프로덕
션 역할을 수행하며 창작자의 성장과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광고 협상, 더 좋은 트래픽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 보완, 기획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틀을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이게 매니지먼트 측면이 됩니다.…우리는 콘텐츠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
다. 콘텐츠 매니지먼트는 무엇인가. 디지털 세상에서. 데이터와 어떤 분석
에 따른 콘텐츠 매니징이 목표구나. (사업자A)
브랜드가 돈을 주고 크리에이터는 그 돈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소위 말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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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와 크리에이터의 간극이죠. 만약에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둘만 내버
려두면 크리에이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중간
에 껴서 그런 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조율하는 것들은 아
예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브랜드가 좋아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넣어서 이 둘이 융합돼서 시청자들이 정보를 얻으면서
흥미도 얻으면서 광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D)

위와 같은 가치를 제공하며 MCN은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다. 가
장 기본적인 수익 창출원은 플랫폼으로부터의 광고 수익이다. 유튜브와
콘텐츠 제작자는 45대 55로 광고비를 분배하며, 그 후 제작자 비중의 55
를 창작자와 MCN이 각각의 계약에 따라 나눈다(안선혜, 2015). 계약 비
중은 창작자 대 MCN이 7:3 또는 8:2가 일반적이나, 이 계약은 창작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체결된다. 유튜브가 만들어놓은 이러한 플랫폼 광
고 수익 분배 구조에서 MCN의 태생적인 한계가 나타난다. 광고비의
55%를 창작자와 MCN이 또 나눠야 하는 구조에서는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MCN에게 주어진 과제는 플랫폼 다변화다. 현
재 한국 MCN은 유튜브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아프리카TV, 다음TV
팟, 네이버TV캐스트, 나아가 해외의 플랫폼에까지 진출하며 광고 수익
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
해 플랫폼 다변화를 꾀하며 MCN이 MPN(Multi-Platform Network)으로
변하는 추세다.
플랫폼이 주는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이 가져가고 플랫폼이
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마진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또 나눠 갖는다는 것은 MCN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수익은 아
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비중은 되게 낮고요. (사업자C)

이에 많은 MCN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익원은 앞에서 언
급한 브랜디드 콘텐츠다. 게임 창작자에게는 게임업체를, 뷰티 창작자에
- 62 -

게는 화장품 업체를 붙여 브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광고수익을 창출한다.
저희는 [플랫폼] 광고비 안 나누고. 우리 장르에는 광고비가 의미가 없어
요. 왜냐면 [게임 창작자] 이런 사람들은 1500만원씩 번다 이런 기사 뜨
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장르에요. 게임
틀어놓고 떠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나 나오는 것이 대다수
의 평균 수치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네~다섯 개가 나온다는 건데, 조회
수 1당 1~5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잘돼서 10만씩 찍혔다. 50만원이에요.
기초 생활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5만원 7만원 10만원 버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브랜드
프로젝트를 해야 이 친구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
지고. (사업자D)
[브랜드 콘텐츠 수익비중이] 100 퍼센트요. (사업자D)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것들은 스폰서드 콘텐츠와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제품과 게임을
소개하면서 그걸 광고로부터 대가를 받는 그 쪽 매출이 상당하고요. (사
업자C)

기본적으로 MCN은 이처럼 창작자의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를 기반으
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회사로 귀속되는 오리지널 콘텐
츠 제작, 창작자 관련 제품(MD) 판매, 커머스 등에서도 수익을 얻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권혜미, 2015).
지금까지 살펴본 MCN의 비즈니스 모델을 앞에서 정의한 비즈니스 모
델 요소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8]과 같다. MCN 사업의 주요 고객은 창
작자와 광고주, 수용자가 된다. 전통적 영상 시장과 마찬가지로 양면시장
의 성격을 갖고 광고주와 수용자에게 도달하려고 하지만, 이들에게 도달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사업은 창작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각각에게 MCN은 창작자와 콘텐츠에 대한
관리, 창작자와 광고주 간의 의견 조율, 수요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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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핵심 가치로서 제공한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MCN
은 기업 내부에는 영상 창작을 돕기 위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두고,
기업 외부의 온라인 플랫폼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구축한다. 이를 통
해 MCN은 광고주와 창작자로부터는 광고 수수료를, 수용자로 도달하기
위한 통로인 플랫폼으로부터는 콘텐츠 계약금을, 일반 소비자로부터는
제품판매와 커머스 등을 통한 수익을 얻는다. MCN 비즈니스 모델을 이
와 같이 정리할 수는 있지만, 환경과 상황 변화에 따라 MCN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진화해나갈 것이다.
[그림 8] MCN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고객

⤢
핵심 역량
․ 스튜디오․장비 등
인프라
․ 콘텐츠, 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

⤡

‧ 창작자(핵심 고객)
‧ 광고주
․ 수용자
↕
핵심 가치
‧ 창작자, 콘텐츠
매니지먼트
‧ 창작자-광고주 조율
‧ 디지털 콘텐츠 공급
↕
수익 원천

⤡
↔

가치 네트워크
․ 온라인 플랫폼

⤢

․ 광고 수수료
․ 콘텐츠 계약금
․ 제품판매, 커머스 등

2. 타 모델과의 차별성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MCN 비즈니스 모델이 전통적 콘텐츠 모델이나
UCC 모델, 나아가 MCN이 태동한 미국의 MCN 모델과 차별성을 갖는
가? MCN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업계와 언론의 관심에 대하여 한
MCN 사업자는 그러한 질문은 착각이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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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것도 스트레오 타입이라고 봐요. 그러한 질문을 기자들한테도 굉
장히 많이 받고, 강연에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떠한 산업군
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산업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사람들이 잣대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MCN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기존의 콘텐츠 업
계의 수익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IPTV에서 드라마를 보느냐 다큐멘터리를 보느냐 대신에 MCN에서 만든
숏클립 콘텐츠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특별히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뷰수[조회수]9)에 따라
서 광고를 받는 것 빼고는 나머지랑 다 똑같아요. 유료로 팔게 되면 유료
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신문 미디어부터 하면 16C, 17C의
모든 미디어의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입니다. 그게 아니면 미디어
의 세계가 유지가 불가능해요. 나머지, 콘텐츠를 팔고, 판권화하고 몇몇의
특화된 부가적인 모델이지, 모든 미디어는 광고로 움직입니다.…MCN만
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리가 없죠. 결국에는 미디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MCN에게 너희 회사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저희는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 다 가지고 있습
니다. 광고를 팔기도 하고요, 플랫폼에 걸어서 광고 RS를 벌기도 하고요,
PPL을 하기도 하고요, 시리즈별로 외국에 팔기도 하고요, 기존의 미디어
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사업자A)
그냥 뭐. 그러니까,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MCN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차피 미디어니까 미
디어 비즈니스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사업자E)

결국 MCN도 콘텐츠를 가지고 광고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즈니스
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존 미디어 산업 구조와의 차별성을 찾자면, 창작자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변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미디어 산업은 점점 창작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
9)

인터뷰 인용구에서 [ ] 안은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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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작보다는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팀 단위로 제작
자의 자율성을 통제하며 콘텐츠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MCN에서는 다시
창작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창작자와 MCN의 성공은 그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될수록 보장되
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시청자의 타겟층은 일반 대중인 반면, 온라인 콘
텐츠 시장에서의 타겟층은 해당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적극성을 가지는
구체적인 집단이 된다. 특히 개인 창작자의 인기는 팬덤을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임주현, 2015) 그들을 만족시키고 조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콘텐츠의 색깔이 강한 것이 좋다. 창작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
는 두 번째 이유는 MCN과 창작자와의 계약은 창작자가 고객이 되는 느
슨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다. 창작자들은 MCN에 소속될 수도, 소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나의 MCN 회사에서만 계속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
다.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작자들은 자신이 과하게 통제되
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회사를 떠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
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MCN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한
다(Klima, 2014; Liyakasa, 2015; 조영신, 2015). 이런 상황에서 MCN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고객, 즉 창작자를 잃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
해서는 창작자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MCN사업하고 크리에이터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느슨한 사실은 계약 관
계에요. 그니까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그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언제든
지 손쉽게 단절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크리에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고. (전문가K)
연예인분들도 자기 소속사 바꾸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버 분들도
필요성을 느낀다면 옮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근데 옮기는 것도 그렇게
크게 잡진 않아가지고.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B회사]가 더 나를 원하는 거 같고 괜찮으면 옮길 수 있는 마음
도 있겠죠. (창작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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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UCC 시대 비즈니스와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MCN 모델은
단순히 창작자와 플랫폼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수수료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MCN은 온라인 플랫폼과 창작자, 광고주 간의
비즈니스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든다. 앞에서 UCC 비즈니스 모델
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창작자, 광고주 간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MCN은 [그림 9]과 같이, 유
튜브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MCN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자와 광고
주, 플랫폼 간의 균형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이전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가 만들어놓은 비즈니스 구조에서 사용자와 광고주, 창작자가 유
튜브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한 반면, MCN은 사용자와 광고주, 창작자,
플랫폼이 MCN을 중심에 놓고 MCN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구조,
즉 MCN이 힘을 갖는 구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힘의 전
환은 많은 창작자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집단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하며,
그 구심점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창작자들이 MCN에 들어올수록
용이하다.
[그림 9] 유튜브 UCC 모델과 MCN 모델 비교
사용자

사용자

광고주

유튜브

광고주

창작자

MCN

창작자

플랫폼

유튜브의 비즈니스 생태계

MCN 비즈니스 목표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들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은 유튜브라는 강력한 플랫폼에 상당부분 조금 귀속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유튜브 하고도 협상을 하고, 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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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플랫폼하고도 이제 진입을 하려면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협상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보는…플랫폼하고 이런 크리에이터분
하고의 협상력이라는 게 일대 개인 크리에이터하고 유튜브 하고의 협상
력이, 사실 개인 크리에이터가 협상력이 없죠. 이게 이제 모였을 때는 거
기서 네트워크 효과도 발휘하게 되고, 거기서 좀 더 이제 창작자들한테
올 수 있는 수익화에 대한 협상력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역할들을
MCN사업자들이 해야 되고. (전문가K)

마지막으로 한국 MCN만의 특성을 찾자면 기업 주도적으로 산업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MCN은 창작자들이 스스로
의 필요에 의해 모여 함께 창작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이
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대 미디어 기업인 CJ E&M이 미국의 네트워
크들이 주목을 받으며 할리우드 기업들에게 인수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는 전략적인 목표로 MCN을 만들었다. 이
를 시작으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1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를 내세워
온라인 콘텐츠의 시장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고, 2015년 초부터 많은
자본이 MCN 시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MCN이 도입되기 전의 한국 온라인 콘텐츠 문화는 아프리카TV로 대
표되는 라이브 개인 방송이 주류를 차지했다. MCN 초기의 성공적인 창
작자들도 모두 아프리카TV를 기반으로 성장한 게임 창작자들이다. 아프
리카TV에서는 창작자들이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
을 창출한다. 그러나 MCN이 기업 주도적으로 생겨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튜브 기반으로 생
겨난 미국의 MCN을 벤치마킹하며 창작자들의 무대를 아프리카TV에서
유튜브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MCN 기업이 나서서
온라인 콘텐츠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튜브에서 개인
창작 문화가 정착된 이후에 그 문화에서 필요한 사업이 시작된 미국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미국의 MCN은 자생적으로 성장했다고 봤을 때 한국은 미국의 성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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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보고 프로젝트성으로 회사를 만든 경우도 있죠. 모든 회사가 아이템
을 보고 해보자라는 거지만… 잘 될 것 같으니까 해보자는 거랑 그냥 어
쩌다 하다 보니 된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뭐가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
라. 한국은 이미 잘된 것을 보고 시작을 해서 오히려 초기자본 같은 경우
는 더 큰 것 같아요. (사업자C)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로 정석 코스를 밟았어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랑 똑같아요. 미국은 한 단
계씩 유튜브가 아무나 영상 올리면서 팬들이 늘어나고 스타가 생기고 스
타가 동아리처럼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유튜브가 봤을 때 어, 저거
뭐지. 뒤에서 지원해주면 우리는 좋겠다.…갑자기 MCN이 기업화가 되고
서로 투자를 받으면서 이 단계를 밟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국내 최
대의 콘텐츠 대기업으로 시작했어요. 수익성이 목표였고 스타들을 빠르게
데려오는 것이 직원들의 성과 목표였어요. 그래서 버틈 업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을 탑으로 올라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이
런 데도 돈을 써서 얼마의 계약금으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성
장시키는. 시장이 갑자기 불이 붙어 버린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반이 없어요. (사업자D)

또한 여느 콘텐츠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MCN에서도 글로벌화를 비롯한 수익 다각화가 주요 과제로 부각된다는
점도 한국 MCN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개인 창
작 시장과 문화는 MCN 회사들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렇기 때문에 MCN 회사들의 성장 목표에 맞게 개인 창작 시장이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며, 나아가 MCN 회사들이 개인 창작 문
화에 미칠 영향에도 더욱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MCN 사업은 광고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미디어 비즈
니스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과 다를 바가 없으나, 창작자에
대한 통제가 훨씬 약화되어 창작자가 사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전통적
영상 시장과의 큰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UCC 비즈니스에서 플
랫폼 사업자가 가졌던 권력을 MCN 사업자로 옮겨오는 노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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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광고주, 창작자, 플랫폼 간의 힘의 균형을 새롭게 짜고 창작자
의 목소리를 모아 그들의 협상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MCN의 태동지인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산업이 탄생되어 MCN 회사들이 영상 창작 문화를 만드는
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국내에서는
개인 영상 창작 문화의 지형을 알기 위해 MCN의 산업적, 문화적 역할
과 함의를 살펴보는 일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3. 경제적 성과
2015년 말 현재까지 한국 MCN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많
은 MCN 회사들이 벤쳐캐피탈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대자본의 투자유치
를 받고 있고, 신규 MCN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콘
텐츠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MCN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를 긍정
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섣불리 성과를 기대하기 전에 우
리는 미국의 후발주자로서, 먼저 미국 MCN 기업들의 성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13~2014년의 거대 미디어 기업 인수와 투자 이후, 미국에서는 MCN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거대 자본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MCN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커 스튜디오의
전(前) 파트너 디렉터였고 현재 젤럿 네트워크라는 MPN(multi-platform
networks) 회사를 설립한 앤디 파벨(Andy Faberlle)은 10월에 개최된
‘스타트업콘’ 행사에서 “메이커 스튜디오가 디즈니에 인수되었을 때, 메
이커는 매달 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본
연구자와 짧게 나눈 인터뷰에서 그는 “그렇게 너무 빠른 성장을 이룬 회
사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메이커는 지금까지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MCN 회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MCN의
수익 모델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많은
창작자 중 일부만을 소유하는 MCN은 플랫폼에 비해 수익이 취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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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으며, 창작자들이 스타가 되어 영향력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회사
의 관리가 필요 없게 되고 독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좋은 창작자는
MCN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유리한 구조(Klima, 2014)라는 것이 그 이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N에 대한 기대는 미국에서도 꺼지지 않고 있
다. 아직 많은 MCN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콘
텐츠 산업은 원래 오랜 투자의 끝에 장기적인 성과를 올려왔기 때문이
다. 폭스 뉴스(Fox News)조차도 1996년에 설립하여 2001년에 이르러서
야 손실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Boluk, 2014).
한국 MCN의 경우, 수익을 내며 성장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나 대부분
은 아직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 다각화에 초점을 맞
추고 창작자 관리보다는 비즈니스 확장에 힘을 쓰는 회사의 경우에는 아
직 설립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창작자 지원
을 통한 스타 창작자 배출이 선행되어야 다양한 비즈니스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인 성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익은] 나고 있죠! …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던 플랫폼에서 만들던 매출이 있습니다. 그게 다 회사로 귀속이 되고,
그것을 다시 RS[revenue share]로 배분하죠. 처음 회사 만들 때부터 아프
리카,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에서, 그리고 통신사에서 시작되는 매출…
(사업자A)
손해는 안나요. 오퍼레이션(Operation) 하는 만큼은 남아요. 조금 남아요.
근데 이제 적자로 돌아설 것이고요.…스튜디오도 만들고 있거든요. 와서
그냥 찍을 수 있게 쉽게 그런 공간들도 좋게 만드는 중이고 사람도 의욕
적으로 많이 뽑을 거라서 적자가 날거에요. 근데 적자 남은 것 버티려고
투자를 받았고요. (사업자C)
실제적으로는 당장 거기서 수익이 나지는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실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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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사 윗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한 빠르면 1
년, 오래 걸리면 한 2~3년 후에 어쨌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자B)
초기에 이렇게 그 사업을 대해서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많은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파트너들이 많은 구독자를 갖는 네트워크들이
어느 정도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사업
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조금 손익에 대한 그거를 감수
하고서라도 좋은 크리에이터들과 좋은 크리에이터들의… 로얄티있는 구
독자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
어서 이런 초기에 그런 손익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K)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수익성에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창작자가 확보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
하여 수익성은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MCN의 기업 가치 또는 수익
[그림 10] 2015년 다이아TV의 크리에이터 수 및 누적 조회수 추이

출처: CJ E&M 다이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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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기업이 보유한 조회수를 바탕으로 추산된다(Ampere Analysis,
2015). 한국의 최대 MCN인 다이아TV의 2015년 크리에이터(창작자) 수
와 누적 조회수는 다음 [그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데이터가 조금 더 장
기적으로 축적된다면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만큼 창작자 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누
적 조회수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에 따
르면 MCN 시장으로 들어오는 창작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은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브랜디드 콘텐츠로부터의 수익이
난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기본적으로 기업과의 제휴를 하기 위해
서는 기업이 원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스타급 창작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창작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TV의 창작
자 중에서도 광고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기준인 구독자 수 30
만 명 이상을 보유한 창작자는 전체의 3~4%에 불과하다(다이아TV 제공
자료). 이런 사실을 인지한 MCN 회사들은 사업 다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창작자 관련 MD 상품들을 출시하거나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의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며 살아남기 위
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이상의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2016년부터는 수익 다각화가 미션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MCN은 내년에 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사업자D)

4.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
그렇다면 과연 MCN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만큼 개인 영상 창
작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OTT의 등장과 웹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TV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표 9]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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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미디어 시장의 주 소비층인 10대 후반~40대 초반 인구의 과반수
는 온라인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온라인 비
디오가 미디어 시장의 주요 시장으로 더욱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표 9] 2014년 국내 총 인구 대비 온라인 비디오 시청 인구수

연령대

16
이하

온라인
비디오 시청
인구
비율(%)

14.4

16~24 25~34 35~44 45~54 55~64
62.2

56.3

49.9

39.3

33.3

65
이상

총계

7.7

38.6

출처: Austin& Barnard, Hutcheon(2015: 64) 재구성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기존 미디어 기업들
도 웹드라마와 웹예능 등을 제작하며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tvN에서 제작한 나영석PD의 ‘신서유기’는 2015
년 11월 기준 총 조회수 5천만 건을 훌쩍 넘기며(정아란, 2015) 인터넷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산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MCN 시
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 유행이 아닌, 영상 소비문화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시장 성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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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보면 답이 보여요. 미국은 이미 디지털 콘텐츠에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케이블에 배급도 해요. 그것을 유행이라고 취급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
다는 것은] 기우인 것 같아요. (사업자C)
불안하기도 하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플랫폼이 사라질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없어진다 한들, 새로운 플랫폼이
생길 거에요. 소비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단지 유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 후배들이 그렇게 하는걸 봐왔고,
…소비 문화가 있으면 가치가 창출되고 그 가치를 잡아서 비즈니스를 얼
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유행이 아니라, 단지 아이돌이 플랜카드로 끝나는 거였으면…지금은 엔터
테인먼트가 정말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MCN도
성장하지 않을까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자F)

그러나 온라인 콘텐츠 시장 성장이 곧 MCN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인터넷 스타들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연예인들의 개인 방송 플랫폼을 출시하며 인기를 끄는
등 점차 기존 연예인들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위협요인이다. 이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개인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시장을 형성하며 창작 활동을 끌고 갈 수 있을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MCN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수익모델을 정립하여 장기적인 성과
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 또한 예단하기 힘들다.
100% 잘된다는 확신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디지털 시장도 지배
적 콘텐츠가 더 지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죠. 블록버
스터 흥행 산업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건 어쨌거나 전쟁
이에요. 헤게모니를 두고 앞으로 많이 싸울 거예요. 전통적인 콘텐츠 프
로바이더들이랑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이랑 MCN들이랑 시간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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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할 거에요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태하게 있는 진영이 지겠
죠. (사업자C)
외국에서도 수익 구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MCN이 과연 한국 시장
에서 수익구조를 명확하게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2~3년 지난 후에 자리
를 잡아가지고, 이게 새로운 TV같은 정도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은 그거는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성공을 한건 아니
고,…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의 힘으로
최소한 1~2년은 MCN이 간다. 이게 일반적인 현실. 그러니까 회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1~2년 동안은 MCN이 간다고 봐요. 일단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1~2년이 지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좀
의견이 엇갈리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B)

또한, 한국 MCN 시장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한국 시장의
영세함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MCN이 주
목받고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창작자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억
단위를 달성할 수 있고 그 영향력 또한 그에 비례하여 크기 때문이지만,
한국 창작자들의 콘텐츠 조회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
창작자들의 콘텐츠는 대체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소
재가 아니라, 게임이나 뷰티와 같이 특정층만을 타겟팅 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된 영상 시장의 성장에는 더 큰 한계가 있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MCN 업계는 한국 시장의 영세함을 인정하
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만 있으면 한국 시장은 충분히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콘텐츠 산업이 그렇
듯이, MCN도 국내 시장의 영세함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화가 시장 성
장의 핵심이다.
물론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차이인 것
같아요.…근데 저는 콘텐츠업이 그 정도라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인프라
에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은 그럴 수도 있지만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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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면에서는 당연히 차
이가 있겠지만. 메이커처럼 몇 조의 회사가 되진 못할 거예요. 그래도 몇
천억 회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자C)
이거[글로벌화]는 비단 MCN사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반에 대한, 사실
은, 이슈일 것 같아요. 그냥 뭐 방송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방송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구조는 완전히 다르거든
요. 또 미국하고 유럽하고 다르고, 중국은 또 다르고, 이게 뭐 비단 시장
구조의 차이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 MCN만
의 고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 일은 전반의 고민인 것 같아요. MCN
뿐만 아니라 [콘텐츠업]전부. (전문가K)
한국 안에서 노는 또 하나의 방송국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한류, K-팝,
K-드라마처럼 한류를 만들 것이냐. 저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해서는 되는 것이 없어요. 시장이 작기 때문
에. 그리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네이버 신서유기 CJ
가 네이버가 성공했다. 웹드라마 성공사례다 박수치는 사이에 중국은 1조
원을 써요. 아예 미션 임파서블을 같이 만들어요. … 저는 MCN들의 역
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MCN들이 글로벌화를 시키지 못
하면 한국 전체 콘텐츠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잘하면 제 3의
한류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업자D)

한편, 지금은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MCN 회사들이 생겨나는 속
도가 너무 빨라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CN 시장 성
장을 위해서는 MCN 회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MCN과 창작자들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지나친 주목 때문에 개인 창작
생태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용자들의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불어
부실한 회사들까지 생겨나며 MCN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이다. 시장 성숙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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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MCN 회사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 MCN이 주목받으면 안되거든요. 왜냐면 크리에이
터들도 이제 막 생겨난 애기들 밖에 없는데. 구독자 100만? 150만? …글
로벌적으로 봤을 때 완전 쥐꼬리만 한 거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온갖 대기업들 다 뛰어들고 스타트업들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러면 시
장이 더러워져요. 그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람들은 MCN을 몰랐거든
요. 그래서 이런 창작자를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냥 즐기고. 근데
‘MCN이 뭐야?’ ‘대기업이 한대.’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 언니 돈 받고 하네. 언니도 대기업 소속이에요?’ 한 때 보이콧 사
태도 있었거든요…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낯선 느
낌을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MCN 회사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희 크리에이터들도 온갖 연락이 다 와요. 우
리는 이런 데고 이런 베네핏을 제공할 테니 한번 만나고 싶다.…같지도
않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 허위보도, 요
새 보도 자료도 돈 내면 다나가니깐 거짓말 막 해요.…근데 그래도 실제
로 넘어가요. 크리에이터는 오죽하겠어요. 브랜드도 넘어가는데. 그러니깐
되게 이 산업이 더러워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이 더 안 커지고
있고, 중국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 MCN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
아요. 거기 다 사기꾼들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나 혼자 할래. 이러
면 결국에는 이 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더 진흙탕이 되고 잘하고 있는
데도 피해를 받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사업자D)

즉, 온라인 콘텐츠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유행에
그칠 것은 아니기 때문에 MCN 산업은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기존 연예인이나 전통적 방송에게 빼앗
기지 않고 올바른 수익 모델을 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시장의 영세함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시장 성장에 중요한 요소다. 나아가 건강
한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이 소수의 악화, 즉 부실 사업자와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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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시키는 언론 등에 구축되지 않도록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장에 대한
자생적인 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MCN 콘텐츠의 특성
MCN 콘텐츠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주요 콘텐
츠의 장르와 내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텍스트, 영상기술, 기호학적
코드를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한다.
1. 장르 및 내용
MCN이 개인 영상 창작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과연 MCN에
서 생산되는 콘텐츠는 기존 UCC와 비교하여 어떤 질적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MCN 콘텐츠는 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술적인 특징은
무엇일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콘텐츠 29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2015년 10월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100위에 속한 창작자들의 대표 콘
텐츠의 장르는 게임, 장난감, 음식, 뷰티가 주를 차지했다. 본 연구의 분
석 대상인 인기 콘텐츠의 장르 현황은 전반적인 MCN 콘텐츠의 시청 현
황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대 MCN 기업인 다이아TV의
경우, 다양한 창작자를 보유하기 위해 장르별로 창작자 수를 관리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다이아TV는 [그림 11-1]와 같이 게임, 글로벌,
엔터, 뷰티, 뮤직, 음악, 키즈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다이아TV 소속 창작자들을 장르별로 구분하여 이들의 조회수를
분석한 결과, [그림 1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게임 콘텐츠의 조회수
가 전체 조회수의 40%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키즈(장난감), 엔터(코미
디, 토크 등), 푸드, 뷰티 콘텐츠가 그 뒤를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이아TV 콘텐츠의 경우 균형 잡힌 창작자 분포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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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회수에서는 장르별로 큰 격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개인 창
작 영상의 소비에는 장르의 편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1]
다이아TV의 장르별 창작자 분포

(단위: 명, 백분율)
출처: 다이아TV

[그림 11-2]
다이아TV의 장르별 조회수

(단위: 백만 회, 백분율)

각 장르에 따른 콘텐츠의 내용 흐름은 다음과 같다. 게임 콘텐츠 창작
자는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게임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거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연기하면서 자신이 창작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전자는 자신이 해보지 않은 게임이 어떤 것인지 알
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청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자신이 좋아
하는 게임을 어떻게 더 재밌게 플레이할 것인지 궁금해 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그 게임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 시청자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단순한 게임 플레이를 넘어 창작자가 자신의 재미 요소를
첨가하여 창작한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다. 예를 들면, 가장 구독자수가
높은 양띵 YouTube의 대표 콘텐츠인 <양띵 [탈옥을 꾀하는 자, 협력하
라! 마인크래프트 감옥탈출 1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탈옥을 위한 게
임을 단순 플레이하는 것을 넘어서, 4명의 사람들이 함께 전략을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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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면서 완성된 이야기를 연기하는 것처럼 플레이를 하여 시청자들의
몰입을 유도한다. 스릴러 영화에서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듯이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황당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리더가 되는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보다 이야
기를 전달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콘텐츠도 있었다. 동화 백설공주
를 패러디한 <악어 [ 늪지대 동화 : 악설공주 ] 마인크래프트 Swamp
Tales - Snow White (Swamp ver.)>의 경우, 게임은 이야기를 전달하
는 도구로서만 기능할 뿐, 게임 속의 캐릭터들은 온전히 자신의 역할들
(악설공주, 마녀, 난쟁이, 왕자 등)을 연기하며 완결된 콘텐츠를 만들어나
가기도 한다.
장난감 콘텐츠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손을 자막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유아용 장난감의 경우 어린이처럼 단순히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고(ToyPudding, CarrieAndToys), 성인도 흥미를 가질만
한 DIY 장난감의 경우는 다양한 모델을 소개하거나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준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는 주로 하나~다섯 개 이하의 쇼
트로 구성되었고, 앵글의 변화나 카메라 움직임도 없이 매우 단순한 영
상으로 이루어진다.
음식 콘텐츠는 크게 먹는 방송과 요리 콘텐츠로 나뉜다. 먹방은 2009
년 이후부터 한국 방송 트렌드의 대세가 되어 아직 그 유행을 이어오고
있고, 이것이 진화하여 2015년 ‘쿡방’의 열풍을 몰고 왔다(나은경, 2015).
먹방과 쿡방의 트렌드는 온라인 개인 콘텐츠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
었다. 먹방 콘텐츠는 특정 음식을 먹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
는 것으로, 카메라를 고정시킨 상태로 진행되어 복잡한 카메라 기법이나
편집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기 있는 요리 콘텐츠(Eugenie
Kitchen, 스윗더미)의 경우 화면의 색감과 소리가 감각적이며, 정확한 정
보 전달과 오락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하여 정교한 편집 기술을 활용
하고 있다.
뷰티 콘텐츠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화장법, 특정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 화장품 브랜드 리뷰 등 10대~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화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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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화장법이 궁금한 사람들은 콘텐츠를 통해 실질
적인 정보를 얻고, 창작자들의 솔직한 입담이나 창의적인 메이크업을 보
며 재미도 얻을 수 있다. 위의 주요 장르 외에도 창작자가 만든 음악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대중음악의 커버 댄스, 웃긴 상황을 연출하는 코미
디,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글로벌 콘텐츠 등도 다양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콘텐츠 내용은 기존 TV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것들이다. 게임/요
리/뷰티 등 전문 채널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 창작 영상은 TV에서 보여
주기 힘든 솔직한 이야기나 매니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MCN 콘텐
츠들은 각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 특정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하
여 장르에 최적화된 개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텍스트, 영상기술, 기호학적 특성
위와 같은 콘텐츠에 대하여 텍스트 코드, 영상기술적 코드, 기호학적
코드를 나누어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의 구체적인 사항
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 코드 분석 결과, 인기 콘텐츠들은 기존 방송 장르(오락/
교양/시사)에 따라 구분하면 모두 오락 프로그램에 해당했다. 그러나 그
중 소수(다섯 개)는 오락 콘텐츠이지만 정보 전달(요리하는 방법, 브랜드
리뷰 등)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서 교양의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개인 영상 창작 활동은
오락적 콘텐츠에 매우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락의 주요 요소인 ‘이야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콘텐츠의 서사형식을 분석한 결과, 서사구조를 가진 콘텐츠는 세 개뿐이
었다. 이 경우에도 기승전결의 강한 서사를 가지고 좌절-탈출-위기-해결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콘텐츠는 하나(<악어 [ 늪지대 동화 : 악설
공주 ] 마인크래프트 Swamp Tales - Snow White (Swamp ver.)>)였
고, 나머지 두 개는 탈출과 성공(<양띵 [탈옥을 꾀하는 자, 협력하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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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래프트 감옥탈출 1편] 마인크래프트>), 좌절과 희망(<네버랜드
(Neverland) - 도티와 친구들 M/V (FULL Ver.)>)과 같이 단순한 서사
만을 포함했다. 나머지 비서사적 콘텐츠는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모습,
게임 하는 장면, 먹는 모습,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등 자신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화장을 하는 방법,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정보 전달 목적을 담고 있었다.
한편, 콘텐츠 내용이 기존 영상 제작 관습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 MCN 콘텐츠들은 기존 영상 제작 관습을 잘 학습하여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콘텐
츠 중 24%에서만 인물의 머리가 잘리거나 음향이나 편집이 어색하고 진
행이 인위적인 등 UCC에서 확인되는 서툰 모습이 나타났고, 나머지 콘
텐츠에서는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능숙한 진행과 자연스러운 컷 전환 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UCC 콘텐츠는 아마추어적인 기법을 고수하며 서
툴고 날 것 그대로인 점을 강조하면서 작품의 진정성을 유지했다면(전경
란, 2008), MCN 콘텐츠들은 기업 자본을 통한 기술적 향상, 기존 영상
제작자들의 인적 지원(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전통적 영상 제작 관습을
성실히 학습하여 부자연스러움과 인위성을 점차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
부분 고화질로 촬영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면 MCN 콘텐츠가 질적으
로 우수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MCN 콘텐츠의 질적․기술적 향상은 영상기술적 코드 분석 결과에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인기 콘텐츠들의 영상기술적 코드는 다양하
게 나타났다. 1인 창작이 많은 탓에 혼자 카메라 세팅과 연출, 출연을 모
두 맡다보니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로 촬영하여 복잡한 촬영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MCN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가능해
지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팀 단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도 생
겼기 때문에, 줌인/아웃이나 팬, 틸트 등과 같은 촬영기술도 활용되고 있
었고, 전문 촬영 감독과 협업을 하여 현란한 카메라 워킹이 활용되는 경
우(<까탈레남] 대도서관 벌칙 뮤비 (Orange Caramel - Catallena Cover
MV)>, <Counting Stars - OneRepublic (Jun Sung Ahn Violin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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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480p)>)도 확인할 수 있었다. 쇼트와 편집의 경우 하나의
쇼트로 편집 없이 단순하게 진행되는 영상, 롱쇼트와 숏쇼트를 다양하게
활용하긴 하지만 단순한 편집 기술을 사용한 영상, 그리고 와이프나 페
이드아웃과 같은 기교적인 쇼트 전환이나 화면 분할 기법 등 복잡한 편
집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골고루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여부 또
한 콘텐츠의 인기 정도와 관계없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순한 자막조차
없는 콘텐츠부터 영상의 앞, 뒤에 그래픽을 삽입하거나 영상 위에 컴퓨
터그래픽을 활용한 비쥬얼이펙트(VFX)를 삽입하는 경우처럼 디지털 기
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콘텐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콘텐츠가 존재했
다. 이러한 영상기술 활용의 차이는 콘텐츠 장르에 따라 구분되었다. 주
로 게임콘텐츠와 먹방, 장난감 콘텐츠에서는 단순한 기술이 사용되는 반
면 음악이나 뷰티, 요리 콘텐츠에서는 화려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MCN 환경 하에서 촬영과 편집 기술의 향상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가능하다. 창작자들은 MCN으로부터 촬영과 편집 기술,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그래픽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완성도가
인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창작자들은 자신의 콘
텐츠의 의도에 맞게 영상기술적 요소를 취사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것은 팬들이 개인 창작자의 영상을 소비하는 것은 그것
이 기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창작자만의 개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부에서는 개인 영상 창작의 핵심으로 ‘자연스러
움’을 꼽으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콘텐츠 질의 확보라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더 서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수용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더 두터운 팬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술적으로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포더블(affordable)한
수준이어야 해요. 콘텐츠 퀄리티 수준은 소비자입장에서 적당하면 돼요
사실. 때깔이 좋아서 여러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때깔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만드는 사람 욕심이에요 특히 디지털에서. 그래서 높
아짐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콘텐츠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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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생각하거나 더 많이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게 피드백 중 하
나에요. (사업자C)
콘텐츠 질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더 발전해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
린 것처럼 너무 좀 약간 우리는 1인 창작 영상을 접하지 못 했어요 많이.
미국 사람들은 차이가 이거에요. 우리는 이쁜 고양이를 사진 찍어서 인스
타그램에 올라요. 미국 사람들은 아 이쁘다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에 올려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크리에이터 되려면 데뷔했다 기획했다 이러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채널 만들어서 더러운 영상도 막 올려요. …진짜 1인 창작의 내츄럴
함.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송에 익숙해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자 오
늘은 제가 무슨 메이크업을 해볼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
다. 시작해볼게요! 챕터 원! 이게 우리나라 틀이에요. 이걸 벗어야하는데
아무리해도 안 되더라고요. …1인 창작 영상을 스스로가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뭐가 더 내츄럴한지 보면서 발전해야 해요. (사업자D)
고품질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창작자들도 인지
하고 있었다.

옛날에 올렸던 ‘OOOO[콘텐츠 제목]’ 같은 것도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봤
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고, 여러 방면으로
되게 뭐라 하지 고퀄리티의 영상인듯 하지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들이 재밌게 보고 아 뭐, 페북에서도 여러 많은 분들이 막 공유하고 이렇
게 했던 게 단지 그냥 내용이 재밌으니까. (창작자G)

또한, 영상기술적 코드 중에서도 주목할 만 한 점은 인물의 시선이다.
전통적 영상에서는 영상 속의 인물들이 카메라를 무시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창조한다. 그러나 개인 창작 영상물에 인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카메라 측면에 위치한 컴퓨터 모니터를 응
시했다. 인물은 영상을 보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거나,
라이브로 촬영한 당시의 실시간 댓글로 반응하는 수용자들과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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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나간다. 이는 소통하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
츠라는 의견에 부합하는 특성이다.
소통이라고 보는데, 그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와서 자기 콘텐츠를 보는 사
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얘기라고 해서, 소통을 해서 팬들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줘야 된다
는 거죠. 그래야 이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
는 진짜 팬. (사업자B)
성공하는 콘텐츠는 팬을 많이 만드는 콘텐츠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콘텐츠가 더 오래가요. 계속 바이럴을 만드는 것은 어렵거든요. 모두가
공감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팬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요. 이게 컨버세이션(conversation)을 만드
는 콘텐츠가 팬을 더 많이 만드는 콘텐츠에요. 나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
고 소통 하는 것 같고. (사업자C)

카메라를 바라보는 인물의 시선은 동영상 UCC에서도 나타났던 것이
다. 이런 콘텐츠는 영상에 대한 몰입을 요구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오락과
쾌락을 위해 영상을 소비하게끔 한다(전경란, 2008). 모든 분석 대상 영
상의 목적이 오락 또는 단순 정보전달에 있었던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MCN 영상의 내용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기호학적
맵핑 결과, 유희적인 콘텐츠가 압도적이었다. 유희적인 가치를 가진 콘텐
츠들은 모두 사회적 지향점이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감각적인 재미만을 추구했다. 이러한 유희가 발전한 것으로 일부 유토피
아적인 콘텐츠(<Counting Stars - OneRepublic (Jun Sung Ahn Violin
Cover)>, <네버랜드(Neverland) - 도티와 친구들 M/V (FULL Ver.)>,
<[늪지대 앨범] 미친거니 (느피X너불)>)가 음악을 통해 모험이나 꿈, 아
름다움 등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품 리뷰를 담고 있는 비판적 뷰티 콘텐
츠(<다이소 화장품으로 풀메이크업 해 보았다>) 하나만이 실생활에 유
용한 정보를 포함했으며, 이러한 비판적 가치가 발전하여 사회적으로 의
미 있는 가치를 포함하는 콘텐츠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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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MCN에서 창작되는 콘텐츠를 장르별로 구분하면 게임, 장
난감, 음식, 뷰티, 엔터테인먼트가 주로 소비되며, 이들은 모두 오락 콘텐
츠에 해당한다. 오락을 위한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서사구조는 매
우 빈약하여, 창작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창작보다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MCN의 도움으로 UCC에 비해 한층 발달했으나, 콘텐츠의 의도에 따라
창작자는 기술적 난이도를 취사선택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질의
영상이 혼재한다. 그러나 카메라를 응시하는 시선 처리는 뚜렷한 특징으
로 나타나 콘텐츠에의 몰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MCN 콘텐츠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영상들에는 사회 비판적 목소리나 지향 가치들이 들어있지
않으며 오직 유희적인 내용만이 포함되어 풍부한 사회적 가치나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 3 절 개인 창작 활동에 대한 영향
기업 자본이 개인 영상 창작 활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MCN 환경에서 개인의 창의성 발휘와 창작의 독립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논의한다.
1. 개인의 창의성 발휘
기존 연구(Amabile, 1983; Woodman, et al., 1993)에 따르면 창작 활동
의 동기 중 내적 동기보다 외적 금전적 보상이 큰 경우, 외적 평가 시스
템의 체계성이 큰 경우 창의성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업이나 대
화를 통해 창작자 간 정보 흐름이 증가했거나 관련 기술의 숙련도가 증
가한 경우, 개인의 위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창의성이 증진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영상 창작 동기와 평가 체계에 대하여 질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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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적 수익이 창출되더라도 자아실현이나 재미와 같은 내적 동기가
경제적인 외적 보상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이걸로 이제 ‘어, 괜찮다. 할 만한 느낌이다.’해가지고. 좀, 유튜브
또 이게 또 메리트가, 또 수익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네. 계
속 하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댓글도 이제 달잖아요. 댓글 보는 재미도 있
고, 좋아요, 좋아요도 늘어나는 것도 재미있고 하니까 다 재밌어서 하는
거 같아요. 재밌어서. 재미가 없으면 또 안하게 되죠. 일단 재미가 있어야
지 시청자 분들도 재미가 있고, 돈만 생각해서 하면은 재미가 없더라고
요. 그래서 재미가 더 크지 않을까. (창작자H)

금전적 보상과 조회수, 구독자수 등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기능하여 창의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
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이러한 정량적 성과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내적 동
기(재미, 보람)를 자극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저는 방송을 항상 하고 싶다는 그런 자아실현이라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수익창출까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로망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그
래서 하게 되었고. 발전을 계속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자아실현
이고 취미 생활인 걸 수 있어도 계속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더 성취감이
있고 하니까, 작곡 좋아하는 친구들보면 제 친구 자기 작곡을 내서 올리
는 것을 하는데 그 반응의 만족감이 가장 크거든요. 발전을 많이 해서 조
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게 다 쌓여가니까 이제 그 보람이
있어요. 되게 형식적인 말이지만 정말 진짜로 보람이 가득 차요. (창작자
F)
[돈이] 제 1순위 동기라기보다는 힘이 들 때,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확
실히. 왜냐면은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만약에 제품이 별로면 그런
거는 안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1순위의 동기는 아닌 거
같고. …창작동기가 먼저 생기면 그걸 받아서 하는데, 힘들잖아요. 영상
만드는 게, 그때 받을 돈을 생각하면 ‘그래 열심히 하자.’ 그렇게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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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뷰가 얼마 나왔고, 성장이 얼마 됐고, 그리고 그런 걸 주세요. 그니까
다음 달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지 이정도 추세면 어느 정도 성장했
을지 이런 거를 이렇게 주시고, 그룹 내에서 몇 윈지 그룹 내에서 구독자
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걸 주세요. 떨어졌으면 슬프고, 올랐으면
“와, 올랐다!”이러고. 자극도 많이 되고, 그리고 약간 그게 또 내가 다음
달에 어디까지 오른다 라는 게 만약에 제가 기대한 거보다 많이 오른다
고 하면 ‘어. 더 열심히, 지금 이번 달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이 들고, 만약에 좀 없다 제가 기대한 만큼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럼 또
‘아, 또 열심히 해야겠다.’ (창작자G)

또한, 네트워크 안의 다른 창작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과업 동기를 향
상시키기도 한다. 창작자들은 대체로 피드백을 받기를 기대하며 콘텐츠
를 만들기 보다는 창작 후에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
게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다른 창작자들의 평가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내적 동기를 자극시킨다.
보통 내가 편집을 시도했어. 이러면 알아봐줘요. 너 그거 괜찮더라. 이렇
게 알아봐주는. 근데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이게 보상 효과가 있어요. …그
럼 더 열심히 편집하겠죠. 직접적으로 계속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유튜브
댓글로는 알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창작자F)

나아가 네트워크 내의 창작자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는 창작자는 그 과
정과 결과에서 창의성의 증진을 경험한다. 이 또한 기존 연구에서 창작
자 간 정보 흐름이 증가하는 경우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한
다.
이게 또 다른 분들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또요. 보고 이제, ‘좀 더
괜찮게 해야겠다.’ 다른 거 보고 이제, 자막도 신경 쓰고, 품질도 신경 쓰
고 이렇게 된 거 같아요.…경쟁도 있고, 배울 점도 많고 같이 또 얘기하
다보니까 ‘오, 그러는 것도 좋겠다.’ 조금 배우고. 배우는 게 많은 거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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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배우는 게. (창작자H)
네트워크가 생기잖아요. 다 서로 영상을 친해지다 보면 공유하고 보게 되
는데 자연스럽게, 그걸 보다보면 아 너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러면 서로
약간 가져와서 하는 거죠. 이런 점이 좋았으니까 나도 가져와서 업그레이
드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창작자F)

또한, 무엇보다 MCN이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
으로 보이는 것은 위와 같은 정보 흐름의 증가가 창작자들의 창작 기술
습득을 도와준다는 데에 있다. 아마빌은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
술을 영역 관련한 전문적 기술과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로 나누어 설명했
다. 개인 영상 창작에서 영역 관련 기술이란 편집과 촬영 기술을, 창의성
과 관련된 기술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작자 간의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 기술 습득을 돕는다.
먼저 개인 창작자는 MCN 회사와 같은 회사에 소속된 다른 창작자들로
부터 편집과 촬영 관련한 노하우를 배우거나 MCN을 통해 얻는 자본을
재투자하며 전문지식과 실력을 쌓는다.
교육을 시켜주세요. 편집 프로그램 교육 같은 거. 저는 파이널 컷은 한
번도 사용을 못해봤었는데, 파이널 컷 교육을 따로 이사님이 해주셔가지
고 지금은 제가 거의 파이널 컷만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 MCN의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 예전엔 되게 안 좋은 카메라를 쓰다가
정말 발색이 아예 안보일 정도의 그런 카메라를 쓰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돈을 모아서
카메라를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퀄리티가 그냥 화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졌고. (창작자G)
그리고 영상 편집 방법 같은 게 굉장히 알면 알수록 굉장히 알게 많더라
고요.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고급 정보를 알려주셔 가지고
처음부터 영상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단 확실히 지원을 받는 게 좋았던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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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창작자F)
다른 분들이랑 MCN분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더
좋을까?” 그런 것도 있고, 편집 있잖아요. 마이크도 있고, 그니까 도움을
조금 많이 받는 거 같아요. 들어가니까,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그룹에 있
으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창작자H)

새로운 방법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 사고 기술의 향상 관련하
여서는 직접적인 응답은 얻을 수 없었으나, MCN에서의 성과 향상을 위
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외부의 조언을 따라 혼자서는 시도하지 않았
을 일에 도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MCN은 새로움을 찾
는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창
의적 사고 기술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냥 플레이 영상 잘라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정체기가 오더라고
요. 조회수도 늘지 않고, 반응도 적은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겠지만, 새로운 시도
를 하게 되더라고요. 편집에 효과를 넣어본다. 친구를 초대해서 콜라보를
해본다. 컨셉을 잡아본다. 다양한 생각을 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자리 잡
았는데 아마 또 변하겠죠.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얼굴 공개 영상은] 안 올리려고 했어요 제가.…[그런데] 얼굴 공개를 하
라는 이야기가 있고, 친밀하게 다가가고 팬들 층이 그냥 시청자가 아닌
나의 팬이 된다,…친근감과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제 얼굴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부끄럽기
도 했고 그랬는데, 근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부끄럽다했는데 뭘 그러
냐고~ 포샵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장난처럼 하면서 1분짜리를 4시간 녹
화했거든요,…한 번 공개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
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팍 오르더라고요 팬 숫자가. 다
행이다 싶기도 하고.… 실질적인 조언이었죠. (창작자F)

또한, MCN 네트워크를 통해 혼자 활동해야 하는 창작자들의 마음에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를 통하여 간접적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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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창작자의 위험 부담을 감소시켜 창의성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요.…사람들이 가진 신뢰감이 따뜻하고 봐요. 온기
와 냉기 양면적이지만 다른 회사에 비해 따뜻하다는 느낌 있어요. [회사
가] MCN을 꿰차고 있다는 생각 드니깐. 마음의 안정성 있죠. 베이스가
굳혀져 있으니 우리 하는 만큼 탄력 받을 수 있고 다음 사업도 할 수 있
겠다, 이런 신뢰감이 가장 든든한 후원이죠. (창작자I)
혼자하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혼자서 하면 감당하기 힘들 뭔가가 있
어요. 진짜 혼자 하다가 조회수도 안 나오고 힘들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
래도 만약에 MCN 소속돼서 네트워크 소속되어 있으면 진짜 힘들다, 이
러면, ‘봤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거 같은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
는 거지’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이 크죠. (창작자F)

즉, MCN은 개인 창작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창의성을 증
진시키는 방향으로 창작자들을 돕는다. MCN으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해
지기는 했으나 외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적 동기가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창작자 간 정보 흐름의 증가
는 창작과 관련된 기술 습득을 도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 기술까지 도와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N은 나아가 개인 창작자들의 심적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보다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
상된다. MCN 기업들은 창작자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기업의 최
선의 전략임을 인지하여 내적 창작 동기를 자극하면서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창작의 독립성
MCN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업 자본과 개
인 창작이 결합하며 UCC에서 확보되었던 창작자들의 창작 독립성이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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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되지는 않을 것인가’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독
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도한 상
업화로 인한 창작의 위축도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업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은 MCN과 창작자 간의 계약이 느슨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활
동하는 창작자들을 구속하게 된다면 창작자들은 MCN을 떠날 것이다.
이들을 잡기 위해 MCN은 콘텐츠에 대한 지도나 개입을 의식적으로 억
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CN은 창작자 네트워크를 통해 피드백이나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 반사회적인 내용을 규제하는 수준에서만 창작의
방향성에 개입하며, 콘텐츠 기획이나 내용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는다.
기업의 이런 전략에 맞춰 창작자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콘텐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대형 크리에이터들이 중형 크리에이터들에게 멘토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커요. …회사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상상력을 훼손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사업자C)
이 친구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족한 점을 도와
달라 하면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저희가 건드리는 순간,
이게 하나라도 일원화가 될 거에요. 콘텐츠가. 왜냐면 교육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명 한 명마다 색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개성을 풀
어두고 뒤에서 쿡쿡쿡 찌르는 그런 구도로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요. (사업자D)
저도 자유로운 게 좋고. 남의 간섭 받는 게, 일을 해서 성공 하는게 중요
하겠지만 저도 자아실현이 중요했어요.…근데 누가 간섭을 한다든가 개입
을 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텐데. 근데 제가 있는 MCN 구조를 생
각한다면 개입과 간섭의 방향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작자F)
저는 [MCN이 주는 가이드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거는 거의 없을 거 같거든요.…크리에이터 되게 존중해 주거든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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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특별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
요.” 특별히 그렇게 가이드라인 주지 않는데, 뭐 주는 게 있다면 앞에 인
트로를 본인의 뭐 로고를 넣으라든지. …만약에 회사가 제가 하는 것들을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하고 내가 내용을 “아, 내용이 이상한데요?” 그러면
서 “별로인거 같아, 김 선생님 감 떨어지셨네요.” 이런 거 그랬으면 저는
여기 나갔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크리에이턴데. (창작자G)

물론 MCN으로부터 개입을 받는 것을 느끼고 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창작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MCN의 구조적인 문제라
기보다는 창작자의 개인적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MCN
내 창작자 유치를 위한 노력, 즉 그들의 성향과 니즈에 맞는 가치를 제
공하려는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할 것이다.
왜 간섭하느냐라는 분도 계셨어요. 정말 개인차가 심한 것 같기는 한데.
MCN 나는 그냥 광고 물어다 주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채널에 간섭을 하
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휘둘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색깔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사람이랑 사람이 하
는 일이니까. (창작자F)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닌, 브랜디드 콘텐
츠를 제작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 자본의 개입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
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창작자의 독립성이 크게 저해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창작자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일부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창작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또한 개인 창작
자들을 활용하려는 광고주는 창작자의 개성이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영향
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콘텐츠 기획의 핵심 내용에 개입하는 경
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작자들은 MCN을 통해 간접적으로
광고주를 접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있
다는 점에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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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콘텐츠의 비중이] 한 열편 중에 세편? 두 편?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비율은 크리에이터들마다 되게 다른데…아예, 구독자분들 너
무 항의가 많아서 브랜드랑 콜라보를 아예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약간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창작자G)
“요번에 있는 이런 브랜드랑 이 브랜드랑 사이가 아주 적대 브랜드기 때
문에 이 브랜드를 최대한 사용해 주시면 안돼요.” …또 예를 들면 뭐 제
가 되게 귀여운 동화 콘셉으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동화
를 되게 싫어하는 되게 막 현대 과학 브랜드 약간 이런 이미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저는 영상을 되
게 공들여 만들고 스토리를 막 넣고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터치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약간 영상에 별로 공
을 안들이시고…영상을 저만큼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브랜드들
에서 되게 컨펌을 엄청 많이… “시선이 이상한데요?”, “눈빛이 약간 이상
한데요, 반항적인데요.” 막 이러면서 컨셉이 안 맞는대요. 아니면 “자막
이런 거 빼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걸 몇 초간 더 노출시켜주세요.” 이
런 것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MCN측에서 비
즈니스를 잘 해주시는 거 같아요. “이 크리에이터는 이런 게 강점이다.
창의성이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터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
부터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마찰이나 잡
음 같은 게 거의 없는. 있다 하면은 그냥 뭐 “자막이 너무 빨라요. 조금
속도 늦춰줄 수 있나요?” 이정도. (창작자G)
MCN은 그런 개인 자유 고려해서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폰이
면 이거 게임 스폰이 들어왔는데, 이 게임에 제가 맞을까? 를 먼저 생각
하고 맞으면 이제 “OO님, 어떤 게임이 들어왔는데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먼저 말해요.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가지
고 그렇게 뭐 자유 그런 거 같은 거 뺏기지 않고, 편한 것 같아요.…어떤
게임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뭐 시켰을 때 근데 또 제가 “안하고 싶
다.” 그러면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다른 건 뭐 딱히 없는 거 같아
요. …[그렇지만] 이게 뭐 제가 꼭 하고 싶은 게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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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새로운 시도도 좋을 거 같아서 네, 하고 있어요. 시도도 해보고. ‘시
청자들이 먼저 좋아할까?’부터 생각하고 잇는데 영상을 만들 때요. 그래도
좋아할 수 있게끔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창작자H)

또한, 상업성이 목적이 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
해서도 기우라고 대답했다. 창작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입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히 막 제 창작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오히
려 좀 브랜드로 보낼 건다고 하면 그걸 번 돈을 가지고 오히려 제가 하
고 싶은 거에 재투자 할 수 있어서 전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창작
자G)

더 나아가, MCN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상업화를 막을 수 있어서 창
작 활동을 더욱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 창작에 자본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창작을 자본에 종속시키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MCN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MCN은 창작자들이 광고주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둘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담당하므로 창작자들
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UCC의 장으로 기대되었던 블로그의 경
우, 정확하지 못한 정보의 생산으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를 넘
은 상업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오연주, 2015) ‘블로거지’(파워블로
거의 영향력을 내세워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블로거+거지)를 탄생시
키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MCN은 이를 타산지석삼아 온라
인 영상 플랫폼이 블로그처럼 변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역할을 하여 과도
한 상업화를 방지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개인 창작자 콘텐츠의 상업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MCN 기
업들의 전략적 판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크리에이터와 직접 대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 쪽에서 굉장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옵니다. 브랜드가 이거 해야
- 96 -

한다 저거 해야 한다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영상이 점점 더 1인 창작
영상이 아닌 브랜디드 영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죠.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터는 가만히
있고 저희가 대신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A B C D 넣어달라
했을 때 우리가 A B C D 중에서 A B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C D는
하면 역효과가 난다,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싸워주
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크리에이터들은 10개의 프레셔를 받을
것을 5개 3개 정도 밖에 안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간극들을 메꾸기 위
해서 저희가 이 역할을 하고 굉장히 많은 담당자들이 이거를 견뎌내야
하는 거죠.
만약에 MCN이 포기하는 순간 크리에이터들은 다치고 이 시장은 더러워
질 꺼에요. 유튜브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유튜브가 네이버 블로그처
럼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지켜내야겠다’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시스템화인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시장이 어지
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위기에 처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쓰러지
게 될 텐데. …저는 MCN이 점점 크리에이터 양성, 데뷔의 무대이자 완
벽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자D)

즉, 전반적으로 MCN은 창작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에서도 광고주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정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MCN의 과제가 될 것이다. 여느 콘텐츠 제작에
서와 마찬가지로 제작자의 의도와 광고주의 요구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
다. 이 때 광고주는 개인 창작자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줘야 하며, 창작
자는 자신만의 콘텐츠와 브랜디드 콘텐츠 간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해야
하고, 상업적인 콘텐츠인 경우 브랜디드 콘텐츠임을 밝혀 팬의 이탈을
막아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영상 창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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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
마지막으로, MCN이 과연 풀뿌리 미디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도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CN이 콘텐츠 생산 권력의 분배에는 어떤
역할을 하며 온라인 공론장 조성에는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 답한다.
1. 콘텐츠 생산 권력의 분배
MCN의 성공은 그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 때 가능할 것이다. 업계와 정부가 창작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MCN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창작자 양성과 젊은 인력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 제공이 크다. 먼저,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재능 있는 창작자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신규
개인 창작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에 MCN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존 콘텐츠 산업에서 제작자가 되기 위해
서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소수의 미디어 기업에 입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수많은 독립 제작사들조차 자신들의 콘텐츠가 배급되는 데는 많
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으로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
니라, MCN이 아마추어 창작자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 더 많은
아마추어 창작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창작자들
은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나아가 인지도를 얻
게 되면 기존 미디어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얻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콘텐츠 생산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새
로운 콘텐츠 생산 권력이 분배된다.
다 인물들이 좋죠. 재원들이에요 게다가. …그러는데 원하는 잡이 이쪽인
데, 없어. …평일 날 그래서 작은 행사에 가서 MC보고 그런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들
이 만든 자기 채널이 정말 역할을 해가지고 실제 비즈니스까지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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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저희가 바라건 데는 최고의 그림이고,…언론 고시하는 친구들 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괜찮은 재원들이 골방에서 그 언론 고시한다고 독서실에
서 이러고 있잖아. 근데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들이 활동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영역은 하나쯤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
업자E)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기존의 기획사, 기존의 플랫폼,
기존의 공모전보다 훨씬 낮은 허들에 트라이해볼 수 있는-비즈니스적으
로-회사들이 MCN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
이 더 라이트하게 열심히 만들어볼 수 있는 목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
고. (사업자A)
창작 인력들을 계속 발굴해 내고, …자기의 어떤 영상을 만드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다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
람들이 계속 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사실은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했
기 때문에. 영상 만들고, 좋아하고, 거기에 재능 있더라도 그냥 취미 생활
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를 ‘이 친구들이 영상만 만들고, 만들면
서도 하나의 어엿한 직업, 그 다음에 생활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
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다 공유해서 그렇게 한 번 좋은 생태계들을 만들
어보자.’…공급보다는 수요가 확실히 적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사실은 이
경로를 진입하고 싶어도 이 문턱이 작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재능을 그냥
한 번 펴보지도 못하고…‘최소한 관심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는 스
타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통로들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관점에서. (전문가K)
원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흥행 산업이기 때문에 100억 벌거나 못 벌거
나 심지어 빚지거나 이었거든요. 근데 이게[MCN은] 흥행 산업이 아니에
요. 디지털은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어있고 조금 조금 버는 사람들이 많거
든요. 그냥 월급쟁이 정도 버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200,
300 번다. 그 정도만 시장이 성숙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받을 거
고. 지금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1000명중 1명도 되기 힘들잖
아요. 그럼 나머지 999명이 크리에이터 하면 되죠. 그만큼 유통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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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모크라시(democracy)가 생겼으니까. (사업자C)

MCN은 단지 콘텐츠 업계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
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영상 창작의 수준 높은 기준을 만들어주어 취미
로 영상을 창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취미로 영상 창
작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보며 자신의 취미 활동의 양과 질
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좋아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영상을 제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냥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MCN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
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트라이를 할 거고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나올거고, 그로 인해서 일반사람들이 만드는, 재미로 찍으시는 분들도 그
런 거를 보면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런 전반적인 품
질에 있어서의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간단계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1인 창작자를 뛰어넘어
서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시금석 작
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A)

또한 개인 창작자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즐겨 찾는 사람들과 적극적으
로 소통하며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러므로 영상 창작에 작은 관심을 갖
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와의 교류를 통해 영상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이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콘텐츠 생산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평등과 깊은
관여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미디어 민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Mueller, 2014). 놀이나 취미로서의 창작과 노동으로서의 창작이
합쳐지며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팀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해요. 사실 브레인스토밍은 틈만 나면
하죠. …방송에서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는데 그게 또 되게 번뜩번뜩하더라고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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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팀 얘들은 직접 만드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거 하면 잘 나올 거 같다.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콘텐츠 팀엔] 10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10대 친구들이 수익창출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취미생활로 영상 올리고, 한 달에 한번 친구
들이랑 찍은 거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10대
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도 한 번 올려봐야지 하면서 올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서 실력도 늘더라고요. 잘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창작자F)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옛날에는 사진
도 사진관 아니면 못 찍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찍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진들을 보면 프로페셔널이 찍은 사진이 많을까 개인이 찍은 사진
이 많을까 생각해보면 개인이 찍은 사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비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콘텐츠 프로덕션이 민주화가 일어날 거예요. 누구
나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돈은 누가 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벌겠죠. (사업자C)

그러나 MCN으로부터 기대했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수입이 늘
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MCN 참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가입을 해지하
는 경우도 있었다.10)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MCN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문제는 MCN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역량에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MCN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역량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 친구들은 진짜 나가더라고요. MCN 아예 소속 안 되고,… ‘내가 그러
니까 확실히 MCN한테 받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
더라고요. …정말 최상위 크리에이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 그냥
고만고만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다 하는 말이 MCN한테 받는 게 없다
10) MCN을 탈퇴한 창작자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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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무것도 없다고 교육해주는 것도 아니고, 콜라보를 해주겠다고 이렇
게 샤뱌샤바 해서 데리고 와놓고, 콜라보 이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크
리에이터랑 이어주는 것도 아니고. (창작자G)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몇 크리에이터들은 밀어주는 것 없
다. 알아서만 하라고 한다. 저는 기획사에 있어봤는데. 사실 소속사 있다
고 해서 다 잘되는 것 아니고 개인이 상품이니깐 개인이 팔 만해야 팔리
는 거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콘텐츠 안 좋
아요 제가 봐도. 저희는 사실 그런 저도 그런 입장이지만 상대방 탓 하는
건 잘못 됐고 근원은 자기한테 있다고 봐요. (창작자I)
뽑힌 분들의 한 절반이상이 이제 ‘회사에서 뭔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영상을 안올리시는 거예요. 계
속.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왜 영상을 안 올리냐, 영상을 올려
야 우리가 뭘 이렇게 하자든지 아니면 그 영상 가지고 딴 데다 뭐 이렇
게 하면서 뭔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이 뭘 잘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작을,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면 그건 1인
방송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냥 처음에 뽑아놓으면 도움을
주겠거니 생각을 했는지 계속… (사업자B)

한편, MCN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MCN이 창작자들이 보유한 자본
의 평등을 촉진한다면 그 사업이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버그가 예상
한 대로 오프라인에서의 자본의 평등이 온라인의 숙의까지 연결될 수 있
을 것이지만, 여기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문제는 먼저, MCN에 참여하
는 것이 창작자들의 수입 증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업은 창작자들의 개인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이다. MCN은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 정도만 수행하며, 창작자들의 성공과 실패는 온전히 개인 창작자의
몫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을 지지
하지 못하며, 콘텐츠 생산 권력의 평등을 이루는 데에도 기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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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나는 사람도 있고 성과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트래픽을 사주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너가 장
기적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고, 이 MCN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또 마찬가지로 기획사하고 다른 것이 생기는데, 기획
사는 어느 순간 자본의 힘으로 빵! 이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것은 MCN
의 힘도 있지만 그 분이 원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가 된 분이기 때
문에 성과가 난 것뿐입니다. (사업자A)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발전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노력이 너
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크진 않아요. 그건 어떤
MCN도 마찬가지에요. 우리한테 왔으니까 뭔가 갑자기 최적화가 일어나서
시스테매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와 궁합이 맞고 눈치가 있
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지, 정형화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자C)
크리에이터들의 역량의 기반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좋
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 친구들은 그냥 콘텐츠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제반 사항
들을 관리해주는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좋은 크리에이터
들이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거거든요. (전문가K)

또한, MCN으로 인해 인기 창작자와 비인기 창작자 간의 경제적 격차
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CJ 다이아TV의 상위 20개 팀 창작자들의 월 평
균 수익은 628만원(안선혜, 2015)이라고 하지만, 최고 수익을 내는 창작
자는 월 2,000만 이상의 수익을 내는 점과 다이아TV에 현재(2015년 12
월 기준) 600여 팀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익 배분이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 집중은 현재 MCN 사업 구조
에서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광고주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얻기를 원하므
로 자연스럽게 자본은 스타 창작자들에게만 집중되며, 더 큰 돈을 벌게
된 창작자는 그 힘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그 인기를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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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영향력이 작은 일반 창작자의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거
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밖
에 없는 것이다. 이런 창작자 중 일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고 MCN
시장에서 떠나기도 한다.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돈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제 효과가
조금 더 검증된 그런 크리에이터들한테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광고가 이제 좀 더
집행이 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빨리 구독자 수를
올려서 그래도 스타급 크리에이터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안에서의 이제 불만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저 크리에이
터들은 돈 굉장히 많이 벌어 가는데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그거
보다 적고. (전문가K)

언론은 개인 창작자들의 ‘억대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누구나 만
들고 싶은 것을 만들며 한 달에 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러나 현실은 그와 달랐다. 억대 수입은 굉장히 소수의 것이며,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른 영역과 마
찬가지로, 시장에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이러한 빈익빈 부익빈은 더 심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루네발트와 하우프트(2014)가 MCN은 사
회적 문화적 자본의 집중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본의 집중까
지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부합되는 결과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월 수입이] 200 정도는 되야 하는
데, 그 정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매달 수익이
변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50만원 이렇게 하면 정말 생
활이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런게 크죠. 정말 힘들 거에요. MCN이 힘들 때
마다 어떤 부분을 도와주거나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혼자서 이걸 해나가
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할거에요. (창작자F)
현재 [영상이] 400개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게 8년 지나니깐. 수익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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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번다고 하는데 뭐로 돈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작자I)
모든 크리에이터가 MCN에 가입 한다고 해서 먹고 살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포화상태고, 근데 그분들이 다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한 달에 아무 비즈니스가 없는 분도 있단 말이에
요. 그분들이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뭐 하기에는 광고 수익도 정말 그냥
용돈 정도 밖에 안 되는, 용돈도 안 되는 정도니까, …MCN 계약한 사람
들 중에서도 또 이제 상위 크리에이터들만 그 정도로 충분히 먹고 사는
그런 구조 인거 같아요. 약육강식이네 보니까. (창작자G)
아마 편차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도 생기면서 MCN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많은 포커스들은 …스타급들을 영입해가
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그게 가장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제일 현실
적인 방법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지금 심해졌
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런 일환으로 어느 수준 이
하한테는 수수료 면제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관리적으로 이
제 우리가 목표치를 크리에이터 수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만 잡지
말고, 그래도 이 친구들이 일을 하면 그 최저 임금보다는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저 임금에 대한 크리에이터 숫자 목표는 어떻게 가
져 갈 건지. (전문가K)

따라서 스타가 아닌 일반 창작자들의 수입을 발생시켜 계속 창작 활동
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콘텐츠 생산 권력의 평등한 분배에 중요
한 과제로 부각된다. 과연 개인 창작 활동이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만큼,
또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의 시간과 노력을
영상 창작에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앤디 파벨은 “내가 크리에이터들에
게 항상 하는 질문은 ’이 일을 당신의 전업으로 할 마음이 있는가?‘다.
반만 걸쳐 있어선 성공할 수 없다. 유튜브 스타가 된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 일한다. 그들은 그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11) 그러나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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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이 말은 의미 없는 훈계가 되거나 가해자 없는 희생자만 낳는 말
이 될 뿐이다. 기존 콘텐츠 업계에서도 창작자들의 생활고는 언제나 이
슈였다. 누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제2, 제3의 최고은12)을 만
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아직 이 친구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안돼요. 그리고 불안정
해요.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들 수익에 집중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요. 대도서관 1500만원 벌어. 이런 기사들을 자극적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크리에이터들한테 굉장한 실례를 끼치는 거에요. …다 15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뷰티 1등이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영상 찍으면 욕이
달려요. 근데 실제로는 크리에이터가 100만원도 못 벌거든요? 광고영상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 벌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야 콘텐츠가 나오는데, 영상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본업으로 하는 건데. 본업으로 해야 잘되는 거거
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도 상처받고. 그래서 소수의 탑 크리에이터들
은 월급 수준 이상으로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밑단의 자라나는
새싹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언론과 미디어에서 너희들은 이걸 할 경
우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과 환상을 품고
들어와서 실망을 하고 다쳐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게 있는 게 아직 우
리나라 상황이에요. (사업자D)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MCN이 콘텐츠 생산 권력의 평등한 분배
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는 상반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신규 창작자들
과 취미로 영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준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창작자들의 수입 증가를 보
장해주지는 않으면서 인기 창작자와 비인기 창작자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불평등한 자본 집중을 초래하며, 동시에 기회의 확대를
내세워 더 많은 전업 창작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도움
11) 2015년 10월 20일 ‘스타트업콘’ 행사장에서 연구자와 진행한 인터뷰 중에서 발췌
12)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빈곤 속에서 갑상선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다가
2011년 사망했다. 향년 33세. (ko.wikipedia.org/wiki/최고은_(영화_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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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전업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창
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나 안
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이 MCN의 큰 과제다.
2. 온라인 공론장 형성
그렇다면 MCN은 과연 UCC에서 기대되었던 온라인 숙의 공론장의
형성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하여 실제 MCN 콘
텐츠는 어떤 담론을 조성하는지를 살폈고, 달버그가 제안한 온라인 공론
장의 형성의 조건을 어느 정도 달성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앞에서 분석한 콘텐츠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MCN 콘텐츠에는 비판적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콘텐츠들은
매우 빈약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UCC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 UCC를 분석한 결과 동영상 UCC는 담론성 이야기보
다는 비사고적, 감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전경란, 2008). 콘텐츠가 서사적․담론적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빈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
한 비사고성은 MCN 콘텐츠에서도 계속되어, 단순한 오락이나 단편적인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콘텐츠
가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MCN 콘텐츠의 제작 목적이 창작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호학적 코드 분석 결과 비판적이거나 유토피아적인 가치를 지
향하는 콘텐츠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누구나 자신
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UCC가 온라인 공론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
대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과 같이 유희적인 콘텐츠가 MCN 시장을
지배한다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민경배
(2008)가 동영상 형태의 UCC는 자극을 좇을 뿐, 진실성이 결여되는 방
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이동훈(2010)이 상업적 동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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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 미디어의 참여가 추동되면 비판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변화될 것
이라고 예상한 바와 부합하는 현상이다. MCN은 개인 영상 창작을 더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유희적인 문화로 만들기는 했으나, 사회적으로 의
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사회의 풀뿌리 문화로 만들지는 못한 것이
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콘텐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
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존재한다. 지금도 콘텐츠 장르는 오락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 특정 장르에 치중하거나 10대들이
많이 찾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살아남게 된다면 향후에는 유튜브의 영상
다양성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프리카로 비제이들 뜨고, 이 사람들이 표준이 되었는데…내가 엽기짓을
해야 하고, 실험해야하고 해야 하니…기름은 십대들, 유아들인데. 얘네들
은 머리삭발하고 때리고 하는 것들만 좋아하는데.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잠
깐 주목받는 것인데. …살아남은 애들은 외모 되는 애들이고. 이 친구들
은 먹방 하면서도 하늘이 주신 외모 있으니깐 그 여파로 해서 사업을 해
도 정비가 되고 순탄하게 올라가는데. …페북 스타들, 유튜브 스타들 강
연하고 그러거든요. 돈 벌기 쉽다, 영상편집은 이렇다 이런 것들. 오래
[영상] 해온 사람들 직업 빼앗고 있거든요. 사실 다양성 중요한데 없어지
고. 다양한 바운더리 사람들이야기 묻히게 되고 하는데…세상 넓게 보라
는 게 유튜브인데 사람들 좁게만 보니깐.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 무림세계
가 되겠죠 앞으로. (창작자I)
다른 장르들은 많이 그게 이제 활성화 돼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게임을
방송한다던가, 약간 웃기는 장면을 넣는다든지 혹은 먹방을 한다든지, 화
장품을 찍어 발라서 뭐, 비포에프터를 한다든지. 그런데 자 뭐, 방송의 장
르라는 건 보도, 교양, 오락 이렇게 돼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 오락
쪽에 해당되는 장르가 대다수의 일반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잖아요 MCN이. 근데 저희는 그럼 예를 들면 뉴스나 교양 쪽은 없나? 그
럼 이게 진짜 미국에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
문에 없나? 그런데 팟캐스트를 생각해보면. 아니죠! 시장이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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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는 분명히 활성화가 별도로 돼있다는 거죠.…시사 교양 쪽은 무
조건 안 되나? 젊은 친구들이 하면 더 새로운 시각일수도 있지 않을까?
재미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아직 몰라. 실험중이잖아요. 근데 다만 생각해
보니까 이쪽도 그럼 기회 요소는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E)

또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 중 권력(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성의 교환, 콘텐츠의 신실성, 폭넓은 평등이 MCN 시장에서 어
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도 숙의 공론장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MCN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CC 시장에 비하여
자본으로부터 창작의 독립성을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독립성 조
건은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MCN의 모든 콘텐츠
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점에서는 태생적으로 자본으로부터 완전
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MCN이 단순한 주장이나 감각이 아닌 의견의 교환을 촉진시킬 것인
지, 또 그 의견은 신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MCN을
통해 개인적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일부 창작자로부터 부정적인 답
변을 얻을 수 있었다. MCN에서 인기 있는 많은 콘텐츠들은 사회에서
의미를 갖는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시청자층인 10
대를 겨냥하기 위한 콘텐츠에 집중하여 콘텐츠의 신실성을 갖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영상 창작의 방향성을 더
많은 대중을 만족시켜 인기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두고 있었기 때
문에 의견 교환에 대한 MCN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
별풍선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게 오래갈 수 있을까, 저게 직업화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직업이랑 돈 버는 것은 다르니깐. 저는 직업은 삶과
사회에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별풍선 받는다고 사회에 어
떤 영향 미칠까. 내 생각 내 말투 내 가치 알리려면 카메라 줌 땡겨야 하
는데, 이건 와이드잖아요.
[10대들에게] 물어보는데 [유튜브] 왜좋냐고. ‘그냥요! 하하하하’ ‘그냥 어
떻게 좋아?’ ‘그냥요. 하하하하하.’ 그냥을 어떻게 분석해볼까.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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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애들 학교 갔다 올거고.. 마인크래프트 얘기할거고… 애들은 이거 왜
보고 있지. 엄마가 스트레스 주니깐 하는 거야, 애들이랑 얘기하려고.…잘
하려다보니 [스타 창작자의] 영상이 교과서가 되고. 그니깐 봐야 되고. 이
렇게 분석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해야 하나? 그건 아니니깐.
(창작자I)

달버그는 숙의 공론장의 마지막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
할 수 있는 폭넓은 평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MCN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창작 공간에 들어오도록 만들
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창작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현
상은 오히려 소수의 창작자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숙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지 않을 것이다. 즉, MCN은 UCC 창작 공간을 온라인 숙의 공론장으로
만드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요 MCN 사업자들과 창작자들은 이러한 문제, 즉
담론성의 부재와 다양성과 의견의 결핍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
았다. 이는 영상 창작에 자본이 들어오면서 창작을 ‘문화’로 인지하기보다
는 ‘산업’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영상 창작 시장에서는
‘성공’을 위한 콘텐츠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성공시킬 수 있
을지를 고민할 뿐, 성공한 콘텐츠의 내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많이 찾아
서 보는 콘텐츠들이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한다’는 한 응답자의 대답에서
도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MCN 사업자와 창작자들은 모두 성공
하기 쉬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파의 희소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방송의 경우
에는 획일화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장르를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방송 산업에도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자본을 잘 끌어들일 수 있는
오락용 콘텐츠만 살아남을 것이다. 규제가 없는 온라인 시장이라면 콘텐
츠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을 것은 더욱 당연하다.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
면 온라인 콘텐츠는 앞으로 자본이 선호하는 단일 방향으로만 창작될 것
이다. 사회의 미래 주역인 10대들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온라인 콘
- 110 -

텐츠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을 인지
하고, MCN이 보다 풍부하고 민주적인 영상 창작 문화를 만드는 데 기
여하기를 바란다면, 개인 영상 창작을 돈을 벌기 위한 산업적 접근이 아
닌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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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MCN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개인 영상 창작과 기업이 결합하여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규명하고 그것
의 문화적인 함의, 특히 개인 영상 창작에 대한 자본의 영향과 UCC에서
기대되었던 풀뿌리 미디어의 형성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1>에서는 MCN 비즈니스 모델을 규명하고자 했다. MCN은
비정형의 창작자 중심 디지털콘텐츠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MCN은
아직 수익 구조를 비롯한 비즈니스 모델이 일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시
장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변화해하는 과정에 있다. MCN이 제공하는 핵
심 가치는 개인 창작자와 창작자가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인데, 모
든 관리는 창작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는 MCN
의 수익 모델은 주로 광고를 기반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브랜디드 콘텐
츠를 통한 광고 수입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MCN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산
업이라는 점에서 큰 특징이 없어 보인다. 이에 MCN만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다른 모델과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MCN과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과의 차이는 창작자에 대한 통제의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 미디어에서는 창작자에 대한 통제가 점차 강화되어왔으
나 MCN은 창작자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된다. 또한 개개인이 비즈니스의 주
체였던 UCC 모델과 비교하면 비즈니스의 균형과 중심이 온라인 플랫폼
으로부터 MCN 중심의 창작자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국 MCN 시장만의 특성은 기업 주도적인 시장 형성 과정으로 인해 개인
창작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산업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 창작 문화를 만드는 데 MCN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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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모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의견이 존재하지는 하
지만 대부분 향후 2~3년 안에 성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소수의
스타 창작자에게 의존하는 모델이므로,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문화의
변화를 근거 삼아 MCN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으나, 전통적 영상 사업자에 대한 우위 선점,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
글로벌화 등을 시장 성장의 과제로 꼽았다.
<연구문제2>에서는 MCN의 주요 콘텐츠의 특성을 살펴 MCN이 어떤
영상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로 게임과 장난감, 음
식, 뷰티,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내용은 장르에 따라 시연, 정보제공 등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콘텐츠 내용 분석 결과, MCN 콘텐츠는 서사가 부족하고 수용자들에
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UCC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한편 MCN 콘텐츠는 UCC에 비하여 높은 완성도를 가지며, 그
품질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의 콘텐
츠 질은 기술적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과 소통, 개성에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표에 따르면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적 깊이와 다양성과 관련하여 한계도 존
재한다.
<연구문제3>을 통하여 MCN의 기업 자본이 개인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먼저, 창작자의 창의성 발휘에
는 MCN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N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내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개인 창작자
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MCN의 네트워크를 활용
한 창작자 간 정보 흐름의 증가는 창작 기술 습득을 돕고 심리적 위험
부담을 감소시켜 창의성 발휘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CN은 창작이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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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었다. MCN 회사와 창작자는 느슨한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는 탓에 창작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하는 것이 MCN 기업의 최적 전략이 된다. 나아가 MCN으로 인한 산
업화는 창작자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이는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
져 창작이 위축되기 보다는 오히려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MCN이 건전한 상업화를 촉진시켜 오히려 무분별한 자본에의 종속을 막
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4>에서는 MCN이 풀뿌리 미디어 문화의 형성에 어떤 기여
를 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콘텐츠 생산 권력의 분배 관련하여,
MCN은 새로운 창작자를 발굴․양성하고 재능 있는 창작자들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창작의 기회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작자들이 얻는 수입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MCN에 가입하는 것으로 창작자의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MCN의 자본으로 인하여 인기 창작자와 비인기 창작자
간의 수입 격차가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한
다면 콘텐츠 생산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불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MCN 콘텐츠는 현실적인 오락물에 치우쳐 있어 사회의 지향 가치를 공
론화시키지 못하며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자극적인
콘텐츠의 범람은 콘텐츠 내용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MCN
은 신실한 의견 교환과 폭넓은 평등을 보장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이성적
인 유희적 콘텐츠를 촉진시키며 불평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온라인
공론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
은 MCN이 문화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114 -

제 2 절 논의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자면, MCN은 콘텐츠의 새로운 생산 유통 체
계로서 영상 문화의 양적인 성장과 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
지만, 시민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질적인 문화 성숙을 만드
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은 영상 문화
발전을 위한 산업적․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MCN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MCN이 미디어 민주화
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스타 창작자가 아닌 나머지 80%의 창작자가 안정
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롱테일 법칙을 실현해야 한다.
광고주는 스타 창작자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말은 접어두고,
MCN이 적극적으로 스타가 아닌 작은 창작자들을 위해 앞에서 뛰는 모
습을 보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 작은 창작자들을 위한 수익 모델을 개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MCN의 광고 영업은 창작자 콘텐츠의 조회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작은 창작자들의 조회수를 패키지로 묶어 광고주에
게 파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MCN 시장
의 근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MCN 시장 과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
든 창작자가 과도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예술
인 복지법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하거나 개인 영상 창작자를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만드는 등
의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적 성공을 거두는 동시에 건강한 온라인 콘텐츠 문화를 만
들기 위해서는 상업화된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상업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많은 수용자들
은 개인 영상 창작자의 콘텐츠가 자본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고 등을 돌
리거나 실망하고 있다. 진정한 창작 영상이 아닌,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도 존재한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내
용은 없고 자극적이기만 한 콘텐츠가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런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MCN으로 인해 개인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
- 115 -

을 보호받는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널리 퍼뜨려야 시장이 성숙하고 성장
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콘텐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창작 활동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상업적 목
적을 띤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를 정확히 명시하고, 풍부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상업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팬과 공유하여 공감
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MCN 회사들은 소속된 창작자들의 자율
성과 신실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힘이 없는 창작자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광고주 및 기타 자본의 요구에 대항하면서 수익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 영상 창작이 자본에 잠식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영상 문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콘텐츠를 ‘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관점에서도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 인위적인 정책적 방향 설정이 없다면 시장은 더 자극적이고 쾌락
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이치다. 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목표를 시장 성장이나 성공에만 두어서는
안 되고, 건전하고 다양한 영상 문화의 정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MCN 기업의 목표점과 맞닿아 있는 탓에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 창작자를 발굴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서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를 발굴해
야 하며, 자신만의 목소리와 가치를 담고 있는 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
개인 영상 창작 문화가 자본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MCN 사업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MCN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강한 개인 영상 창작 문화의 발전을 위
한 산업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하여 자료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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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MCN 사업자와 참여 창작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그 비즈니스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부
연구자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분석만으로는 산업의 실제 모습을 적나
라하게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인 수익 현황과 경제적 성과, 시
장의 위협요소 등에 대한 자료는 기업 내부 자료로서 공개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MCN 회사가 아직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MCN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탈퇴한 창작자를 섭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간
접적인 입장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인지하
고, 그들의 의견을 간접적인 진술로라도 확보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MCN에 대하여
분석한 초기의 시도로서, 그것의 산업적․문화적인 의미를 살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것이 개인 영상 창작과 기업 자본이 결합하는 현상
에 관한 연구의 확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
를 작은 단초로 삼아, 향후에는 개인 창작자의 스타성과 창의성에 영향
을 주는 요소, 개인 영상 콘텐츠의 변화 양상 등 더 나은 영상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뛰어난 MCN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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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질적 내용분석 결과표(요약)
분
석
대
상
번
호

기본사항
채널 콘텐츠
길이
장르 장르

1

게임

게임

2

춤

음악

3

텍스트 코드

게임,
코미디

음악

주요내용

마인크래프트
감옥탈출
맵에서 죄수
4명이
24:37
협력하며
탈출하는
과정을
플레이한다
연습실 같은
공간에서 몸매
좋은 여자
3:20
4명이
섹시댄스를
춘다

서사형
목적
식

있음
(탈출
오락
시도성공)

없음

까탈레나'노래
를 편곡하여
다양한
3:43 장소에서 혼자 없음
또는 팬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한다.

오락

영상기술적 코드
기존
영상
제작
관습

게임
영상

쇼
트
개
수

1

쇼트 카메라
시선
길이 앵글

롱쇼트

-

화질

1인칭 게임
시점 화면

촬영
기술

없음

디지털
기술

편집 사운드

기호학적
코드

비고

가치
부여

특이사항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와
없음
인물간
단순
유희적 대화로 극적
(게임화면)
대화
재미.
아프리카TV
녹화영상

영상
간단한
자연
롱쇼트
카메라
앞/뒤에
16
정면
저화질 줌인/아
단순
스러움
+ 숏
응시
그림영상
웃
+자막

음악

유희적

영상
앞/뒤
자막,
아래
자막, 복잡
영상위
자막,
특수효과
등 다양

제작
음악

MV 감독이
제작, 기업
유희적 3개의 협찬
받아서
제작됨

정면,
위,
자연 20
오락
숏쇼트 아래
스러움 +
다양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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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란한
카메라
카메라
응시,
워킹,
먼곳 고화질
현란한
응시
줌인/아
(다양)
웃

-

분
석
대
상
번
호

기본사항
채널 콘텐츠
길이
장르 장르

텍스트 코드

주요내용

서사형
목적
식

아이의
시선으로
4 장난감 장난감 8:35
없음
장난감 놀이를
한다

5

게임

게임

6 글로벌 음식

영상기술적 코드
기존
영상
제작
관습

쇼
트
개
수

부자연,
인위적
오락
1
(UCC
느낌)

새엄마에게
미움을 받은
악설공주는
성에 갇혔다가
왕비의 진실의
거울을 들고
탈출한다.
있음
악설공주는 7살
(좌절난쟁이에게
탈출59:06 마취를 당하고
오락
위기왕자의 키스를
해결받고 깨어나고,
반전)
결혼을
허락받으러
왕궁에
돌아가지만,
왕자와 배다른
남매임을
깨닫는다.

게임
영상

쇼트 카메라
시선
길이 앵글

화질

정면
으로
1인칭
롱쇼트 장난
고화질
시점
감을
향함

20 롱쇼트

-

3인칭
+1인
게임
칭+카
화면
메라응
시

촬영
기술

디지털
기술

없음

없음

없음

미국인 2명이
영어로
라면볶이와
없음.
신라면을
정보 자연 20
주로 카메라
줌인, 팬,
12:20
정보
숏쇼트
고화질
맛있게
전달 스러움 +
정면 응시
틸트
전달
요리해서 먹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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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사운드

단순

배경
음악

기호학적
코드

비고

가치
부여

특이사항

유희적

비언어적
콘텐츠

줄거리를
그림
인물간
만드는
그래픽,
대화,
상황극 게임
오래된
서사에
플레이 +
효과, 복잡
유희적
맞는
중간 중간
영상 위
배경음
기존 예능의
자막,
악
인터뷰 형식
영상반전
채택

한국에 사는
미국인
그림그래
인물대
2명이 여러
픽,
화,
나라의
특수효과,
특수사
복잡
유희적
음식과
화면분할,
운드,
문화를
화면 위
배경음
소개하고
자막
악
일상을
공유함

분
석
대
상
번
호
7

기본사항

텍스트 코드

채널 콘텐츠
길이
장르 장르

게임

게임

14:48

8 토크쇼 음식

8:34

9

6:46

요리

음식

10 일상 장난감 17:52

11 뷰티

뷰티

7:36

12 음악

음악

3:16

주요내용
Avoid N
Survive라는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해본다
토크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불닭볶음면을
먹는다
무지개 쿠키
만드는 법을
과정별로
보여준다
자신이 가진
마인크래프트
레고 세트들을
스토리를
곁들여
놀이하듯이
소개한다
엘사를
따라하는
메이크업
과정을
보여준다
커버곡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

서사형
목적
식

영상기술적 코드
기존
영상
제작
관습

쇼
트
개
수

쇼트 카메라
시선
길이 앵글

화질

촬영
기술

디지털
기술

편집 사운드

기호학적
코드

비고

가치
부여

특이사항

인물
목소리,
아프리카TV
유희적
게임음
녹화영상
악
카메라
인물
자막,
아프리카TV
측면,
목소리,
고화질 없음 특수효과, 단순
유희적 하이라이트
가끔
특수사
부분확대
영상
응시
운드
자막,
사진편집,
배경음
비언어적
- 고화질 클로즈업
복잡
유희적
페이드인
악
콘텐츠
아웃

없음

오락

게임
영상

1

롱쇼트

-

없음

오락

자연
스러움

3

롱쇼트

정면
옆

없음

사물
정보 자연스 20
숏쇼트 클로
전달 러움 +
즈업

없음

배경음
오락
사물
악,
롱쇼트 사물
포커스
+ 자연스 20
위,
자막,
인물
+
클로
고화질 아웃,
복잡
유희적
정보 러움 +
카메라
특수효과
목소리,
숏쇼트 즈업
틸트, 팬
전달
응시
특수사
운드

-

카메라
화면밖
없음.
숏쇼트
정보 자연스 20
측면,
자막,
목소리,
정보
+미디 정면
고화질 클로즈업
복잡
유희적
전달 러움 +
가끔
특수효과
배경음
전달
엄쇼트
응시
악

-

없음

예술

정면,
자연스 20
사물
롱쇼트
러움 +
클로
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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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화면

없음

없음

없음

악기
간단한
자막,
연주,
고화질
줌
특수효과, 복잡
가끔
인/아웃 화면분할
응시

연주
음악

유토피아
적

비언어적
콘텐츠

분
석
대
상
번
호

기본사항

텍스트 코드

채널 콘텐츠
길이
장르 장르

13 게임

14 게임

15 게임

게임

주요내용

다른
크리에이터가
만든
11:41 마인크래프트
롤러코스터맵
에서 게임을
플레이해본다

비트박스를
보여준다

서사형
목적
식

없음

없음

오락

오락

영상기술적 코드
기존
영상
제작
관습

쇼
트
개
수

게임
영상

1

자연스
러움

1

쇼트 카메라
시선
길이 앵글

롱쇼트

-

0:38

음악

현실의 무게에 약하게
자연
정면,
눌린 청년들이 있음 오락( 스러움 20 숏쇼트 아래,
3:17
동심의 세계를 (좌절- MV) (한번 + 위주
위
찾아서 떠난다 희망)
부자연)
다양

비고

가치
부여

특이사항

화질

촬영
기술

디지털
기술

편집 사운드

1인칭 게임
시점 화면

없음

그림
그래픽

단순

없음

크리에이터
의 일상을
아래
보여주는
자막,
인물
단순
유희적 짧고 간단한
영상 위
목소리
영상.
자막
누구나 만들
수 있음

미디움 정면, 카메라 저화질
쇼트 세로 응시 (세로)

일상

기호학적
코드

인물
시청자에게
목소리,
유희적 이야기하는
배경음
형식
악

현란한
음원사이트
인물간
카메라
그림
에서도 들을
연기,
워킹,
그래픽,
제작 유토피
중화질
복잡
수 있음.
카메라
현란한 화면전환
음악
아적
외부감독제
응시
줌인/아
효과
작
웃
단순
사물
인물
사물
자막,
위,
목소리,
롱쇼트 클로
고화질 없음
영상
단순
유희적
1인칭
배경음
즈업
앞/뒤에
시점
악
그래픽

아이클레이(점
토 장난감)를
16 게임 장난감 13:29 가지고 놀면서 없음
액체괴물을
만든다

오락 부자연,
+ 인위적(
2
정보 UCC느
전달
낌)

흐르는 점토로
액체괴물을
17 장난감 장난감 8:41
없음
만드는 놀이를
한다

자연스
러움
숏쇼트
사물
(TV 20
+
오락
클로
과학 + 미디엄
즈업
프로그
쇼트
램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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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화질

없음

없음

복잡

배경
음악

유희적

비언어적
콘텐츠

분
석
대
상
번
호

기본사항

텍스트 코드

채널 콘텐츠
길이
장르 장르

18 음식

음식

28:07

19 코미디 코미디 2:54

미니
20
어쳐

미니
어쳐

10:32

게임,
종합

게임

8:31

22 요리

음식

14:23

21

23 뷰티

뷰티

9:51

주요내용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불닭볶음면과
찐만두를 매우
많이 만들어서
먹는다
술마시다가
일을 안나온
친구를 때리고
훈계한다
자신이 만든
미니어쳐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소개한다
엘사 여드름
짜기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한다
타조알을
사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본 후
시식한다
다이소에서
나온
화장품으로
풀메이크업을
하며 제품을
리뷰한다

서사형
목적
식

영상기술적 코드
기존
영상
제작
관습

쇼
트
개
수

부자연,
인위적
1
(UCC
느낌)

쇼트 카메라
시선
길이 앵글

기호학적
코드

비고

가치
부여

특이사항

촬영
기술

디지털
기술

카메라
,
중화질
모니터
응시

없음

없음

단순

인물
아프리카TV
유희적
목소리
녹화영상

후면, 인물간
저화질
옆면 연기

없음

자막

단순

인물간
유희적
대화

자극적인
소재,
일상의 모습

자막,
영상
앞/뒤
그래픽

단순

배경음
유희적
악

-

없음

단순

인물
유희적
목소리

-

편집 사운드

없음

오락

없음

부자연,
인위적
오락
5
(UCC
느낌)

없음

부자연,
사물
인위적
오락
12 롱쇼트 클로
(UCC
즈업
느낌)

없음

오락

모니터 게임화
화면
면

없음

없음

오락
부자연
숏쇼트
+정
20
정면, 카메라
(머리가
+미디
고화질
보전
+
고정 측면
잘림)
엄쇼트
달

없음

그림
시청자에게
그래픽,
인물
복잡
유희적 이야기하는
특수효과,
목소리
형식
빨리감기

없음

정면,
숏쇼트
정보 자연 20
사물 카메라
+미디
고화질
전달 스러움 +
클로 응시
엄쇼트
즈업

없음

인물
목소리,
자막,
배경
특수효과, 복잡
비판적
음악,
화면반전
특수
사운드

게임
영상

1

롱쇼트 정면

화질

롱쇼트

롱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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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줌
고화질 인/아웃
(어지러
움)

특정 제품
비판으로
논란이 된
영상

분
석
대
상
번
호

기본사항

텍스트 코드

채널 콘텐츠
길이
장르 장르

종합,
24 커뮤
니티

25 뷰티

음악

뷰티

주요내용

서사형
목적
식

크리에이터가
'미친거니'노래
3:47
를 부른
없음
음원을 가사와
함께 들려준다
씬님의 할리퀸
메이크업을
따라하며
5:24
없음
사용하는
제품도
평가한다

26 장난감 장난감 7:06

장난감을
보여주며
놀이를 한다

없음

27 게임

게임

마인크래프트
좀비탈출맵을
35:38 플레이하다가 없음
캐릭터가 죽고
끝난다

28 요리

음식

4:56

29 글로벌 음악

2:22

영상기술적 코드
기존
영상
제작
관습

쇼
트
개
수

자연
오락 스러움( 1
그림)

쇼트 카메라
시선
길이 앵글

없음
(그림+
자막)

-

-

화질

촬영
기술

디지털
기술

고화질

없음

자막

오락
숏쇼트
+
자연 20
+
정면, 카메라
고화질
정보 스러움 + 미디엄 고정 응시
전달
쇼트

없음

사물
클로 1인칭
고화질
즈업, 시점
팬

없음

부자연
오락 (UCC
느낌)

오락

게임
영상

3

1

롱쇼트

롱쇼트

-

1인칭 게임
시점 화면

편집 사운드

단순

제작
음악

기호학적
코드

비고

가치
부여

특이사항

팬들이 함께
유토피
만들어가는
아적
유튜브 채널

인물
다른
자막,
목소리,
크리에이터
특수효과, 복잡
비판적
배경
콘텐츠
화면분할
음악
패러디

없음

단순

장난감
소리,
유희적
배경음
악

비언어적
콘텐츠

없음

시청자들에
인물
자막,
게
목소리,
영상
이야기하며
단순 대화, 유희적
앞/뒤로
다른
배경
그래픽
플레이어와
음악
대화

없음

영상
앞/뒤
그래픽

눈알모양
젤리를 만드는
없음
과정을
보여준다

부자연
숏쇼트 사물
정보 (음향이 20
1인칭
+미디 클로
고화질
전달 너무 +
시점
엄쇼트 즈업
없음)

복잡

없음

유희적

-

EXO의 멤버
이름을 외우기
없음
위한 노래
MV

자막,
특수효과,
오락
클로즈업
클로 다양
반전,
+ 자연스 20
,
숏쇼트 즈업, (MV형 고화질
애니메이 복잡
정보 러움 +
그래픽촬
다양 식)
션,
전달
영
사진편집
등

제작
음악

유희적

메인 채널의
보너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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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ulti-Channel
Network of Online Platform:

A Combination between
Individual Video Creation and Business Capital
Moonjung Koh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exploratory study on the Multi-Channel Network(MCN)
which shows a strong combination between individual video
creation and business capital purposes on investigating the
business trends and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 of MCN,
especially about the effects on the creative process and the
formation of grassroots media culture. MCN is an organization
that works with video platforms such as YouTube, to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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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in areas such as programming, funding, promotion,
partner management, monetization, audience development, in
exchange for the ad revenue from the channel.
This study applied qualitative methodology for the
exploratory research, which are literature analysis, in-depth
interview, and content analysis. It tried to identify ①the
business model of MCN and ②the characteristics of the MCN
content, and to find the effects on ③the individuals’ creative
process and ④the formation of grassroots media cultur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CN
business model could be defined as an atypical creator-oriented
digital content business. Its core value i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creators and their content, and its revenue mainly
comes from advertisement by creating branded content. The
control over creators is weaker than that of traditional media
industry, and the power of creators is stronger than that of
UCC model. Korean MCN is specially differentiated from others
by its business driven industry. In order to make a good
economical outcome from this model, industry should focus on
developing profit model, producing competitive content,
globalization, and purifying the maket. Also, most people
consume content about game, toys, beauty, food, and
entertainment, and we could characterize the MCN content as a
lack of narrative structure, a variety of technology application, a
communicative naturalness, and a playful manner.
In the aspect of the impact on the creative process, the
study found that MCN encourages individuals’ creativity and
- 135 -

autonom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building the
grassroots media culture. MCN does lower the barrier to the
entry of new creators, but to pursue more equal distribution of
the content production power, MCN should resolve an unstable
income of creators and an economical gap between
popular/unpopular creators. Also, as there was no value-oriented
or critical discourse in its content, and as there lacks the
sincerity of opinion exchange, it seams to be difficult to make
an online public sphere.
From these result,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that we should create an atmosphere where small creators can
gain stable income, manage the commercialization thoroughly,
and regard MCN not only as an industry, but also as a culture.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studies can be
expanded from this basic results about MCN industry.
keywords : Multi-Channel Network(MCN), online platform,
individual video creation, creator, youtuber,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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