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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l 코로나로 전세계가 멈춘 사이, 유튜브 하늘을 날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2020년을 살아가던 모두의 생활 방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해외여행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까운 외부 생활마저 모두 제한이 되었다. 이렇게 실내 활동이 많아지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유튜브나 OTT 서비스1), 스마트폰 사용이 더욱 증가했다는 점이다.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던 유튜브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춘 사이, 하늘을 날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이즈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앱 사용 시간 중 유튜브가 622억 분으로 

다른 앱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시간을 차지 하고 있다([도표 1-1] 참조). 이는 2019년 442억 분보다 

180억 분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보더라도 4,223만 명 사용하는 국민 앱 

카카오톡에 바로 이어 4,006만 명으로 유튜브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 시간으로 보나 사용 

인구로 보나 이 정도면 유튜브가 한국인의 가장 사랑받는 앱 중 하나라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한국 유튜브 성장과 1인 미디어 전략

양효욱 (소셜러스, 대표)

출처 : 와이즈앱

[도표 1-1] 한국인이 가장 오래/많이 사용하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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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이렇게 한국을 점령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자 결국 실내에서 유튜브나 OTT 서비스 를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춘 사이, 유독 유튜브의 점유율과 

사용률은 하늘을 훨훨 날았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외국 기업이기에,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구글의 특성상 유튜브의 구체적인 

실적 수치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이에 2017년 7월부터 유튜브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소셜러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유튜브의 성장과 1인 미디어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유튜브 구독자 성장세

소셜러스는 매년 한국 주요 채널 5천 여개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구독자의 성장세를 보면 2020년도 2019년에 이어 67.92%가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1-2] 참조).  2018년 80.19%, 2019년 68.43%로 성장세는 약간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튜브에서 채널을 구독한다는 것은 영상을 시청하여 조회수에 집계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시청자가 직접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사람의 시청자가 무제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구독할 수 있는 채널 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최근 몇 년에 걸쳐 지속해서 다양한 채널을 구독해온 시청자의 

구독 성장률이 약간 둔화한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처 : 소셜러스

[도표 1-2] 2018-2020 구독자 규모/성장



2. 유튜브 조회수 성장률

구독 행위라는 어느 정도 적극성이 필요한 ‘구독’과는 달리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매우 자유롭다. 

심지어 유튜브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포털, 블로그, 다양한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조회수에 집계되므로 유튜브 조회수 데이터는 좀 더 쉽게 반응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8년 74.07% 증가, 2019년 58.92%에 비해 2020년은 

월등히 높은 88.19%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도표 1-3] 참조). 조회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서두에 언급한 코로나 효과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내 활동으로 인한 시청 시간의 증가가 조회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주요한 이유로는 

BTS, 블랙핑크 등 K-POP의 활약을 꼽을 수 있다. K-POP을 이끄는 주요 채널들의 조회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이다. 이는 BTS와 블랙핑크의 조회수 합이 500억을 넘는 데서 증명된다. 5천여 개의 

표본 집단 채널로만 5,472억의 조회수를 보여주니 표본 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널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이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집계가 완성되는 내년에는 이 보다 더욱 

성장한 조회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3. 최근 3년의 유튜브 성장률 

지치지 않는 유튜브의 인기는 지난 3년간도 꾸준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표 1-4] 참조). 특히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2021년 성장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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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러스

[도표 1-3] 2018-2020 조회수 규모/성장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명의 시청자가 구독 행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채널이 

유입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에는 구독자 성장률보다는 조회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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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러스

[도표 1-4] 2018-2020 구독자/조회수 성장률

4. 시청자의 활동 추이  

유튜브 시청자의 활동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개인 시청자 한 명당 평균 영상 시청수는 2018년 

347편에서 367편으로 증가했다([도표 1-5] 참조). 1년이 365일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편 이상의 

영상을 무조건 시청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영상 단위로 보면 한 영상당 평균 조회수가 2018년 

11만6천에서 2020년 21만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청자의 유입도 많았지만, 기존 시청자들의 활동 역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소셜러스

[도표 1-5] 2018-2020 조회수 변화 추이



5. 카테고리별 채널 분포

2019년과 2020년의 카테고리 분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도표 1-6] 참조). 우선 촬영 장소나 장비가 필요한 타 채널에 비해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라이프스타일과 엔터테인먼트 채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수의 일반인이 새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하나는 2018년에 시작된 

뉴스/정치/이슈 채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정치, 선거에 유튜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수많은 채널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는 가짜뉴스와 사건 사고, 송사로 이어지다 2019-2020에는 

급기야 많은 채널이 폐쇄되며 채널 수가 감소하였다.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뉴스/정치 채널들이 

자정 작용을 거치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6. 카테고리별 성장률과 1인 미디어 전략

2020년 한국 유튜브의 카테고리별 성장세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도표1-7] 

참조). K-POP의 인기로 언제나 높은 조회수와 성장률 보여주는 음악/댄스 카테고리는 제외하더라도 

몇몇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뉴스/정치/이슈’ 카테고리의 경우 여전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채널 분포에서 언급했듯 채널들이 개설과 폐쇄를 겪으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미디어 산업 보고서 시즌 5 1인 미디어 산업동향 Vol. 3

출처 : 소셜러스

[도표 1-6] 카테고리별 채널 분포 2019-2020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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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조회수와 성장률을 보여준다. ‘동물/펫’의 성장률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실내에서

특별한 장비나 준비 없이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동물/펫’ 카테고리의 특성상 1인 미디어를 꿈꾸는 

개인들의 활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프로그래머, 과학자, 기술 전문가, 리뷰어 등 

‘IT/기술/과학’ 카테고리도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이 카테고리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다. 해당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 업계 관계자나 1인 전문직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아직은 50% 성장률로 타 카테고리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나 ‘스포츠/건강’ 

카테고리도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특히 현직 의사/약사들이 1인 미디어를 꿈꾸며 전문성을 

무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시청자들 또한 평소 접하기 어렵던 전문가와 쉽게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법을 가르쳐 주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채널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수상 스포츠나 다양한 액티비티를 주제로 운영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약진이 기대되는 카테고리가 ‘스포츠/헬스’이다.

출처 : 소셜러스

[도표 1-7] 카테고리별 누적 조회수 및 2020년 성장률

7. 카테고리별 구독자 성장률 

앞서 1인 미디어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카테고리별 2019-2020 구독자 성장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크리에이터가 고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표 1-8] 참조). 녹색으로 표시된 2019년 구독자 

성장률을 보면 “여행/아웃도어” 채널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은 

1인 미디어가 다루는 주제와 영상이 매우 다양해진 한 해인데 그 중에서도 여행 컨텐츠는 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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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는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0년 구독자 성장률을 살펴보면 타 분야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에 제약이 생겨 콘텐츠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음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2020년의 구독자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모든 이에게도 2020년의 코로나는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 듯하다.

출처 : 소셜러스

[도표 1-8] 카테고리별 누적 조회수 및 2019-2020 구독자 성장률

출처 : 소셜러스

[도표 1-9] 구독자 동급별 2019-2020 누적 조회수 비교

8. 동급 채널별 조회수 비교  

유튜브는 구독자가 10명인 채널부터 6천만 명을 보유한 채널까지 채널의 구독자 폭이 매우 넓으므로 

채널 간의 데이터를 심도 있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규모가 비슷한 채널끼리 묶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표 1-9]의 그래프는 구독자 규모가 비슷한 채널끼리 그룹으로 묶어 평균 조회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는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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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독자 규모별 소셜 반응   

유튜브에서 누적 구독자와 조회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 틀림없지만, 채널의 퍼포먼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데이터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이다. 

유튜브 영상에는 “좋아요”와 “싫어요” 수치가 보이는데 “싫어요”를 하나 받을 때 “좋아요”를 몇 번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영상의 소셜 반응을 확인하는 첫 단계이다. 2019년은 전체적으로 

싫어요 하나당 “좋아요”를 약 32~38회 받았는데, 2020년에는 이 수치가 부쩍 상승하였다

([도표 1-10] 참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집중해서 시청하며 영상마다 적극적으로

“좋아요”를 표시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했기에 이런 결과나 나온 것으로 유추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독자 1백만 이상의 메가 채널들이다. 2019년까지 메가 채널들의 소셜 반응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수 천만, 수 억의 조회수는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좋아요” 수는 낮은 편이었고, 

“싫어요”의 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2020년 급격하게 이 비율이 역전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메가 채널이 더욱 전략적으로 운영되고 고 퀄리티의 소수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메가 채널의 경우 보통 수 천 편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니 한 영상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은 

불과 300~500여 편의 영상 만으로 글로벌 Top 조회수를 차지하는 등 K-pop을 필두로 더욱 

적은 수의 영상으로 막대한 조회수를 올리며 영상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좋아 높은 수의 “좋아요”를 

이끌어 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아직 구독자 규모가 작은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상 업로드 주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영상 한편 한편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결국 영상 평균 시청 비율을 높여 유튜브에 노출되는 기회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출처 : 소셜러스

[도표 1-10] 구독자 동급별 2019-2020 좋아요:싫어요 비율 비교



10. 2020년 한국 유튜브 Top 10 채널    

2020년 한국 유튜브 Top 10을 잠시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블랙핑크가 5,510만 명의 

구독자, 143억 1,473만 조회수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도표 1-11] 참조). 2위는 BTS 채널이 

차지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Big Hit와 BTS로 채널을 나눠서 운영하여 2위, 3위를 차지한 것인데 

두 채널의 구독자를 합하면 9,100만 명이 넘어 1위를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BTS의 글로벌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 외 유명한 키즈 채널들이 뒤를 잇고 있다. Top 10 중 2개의 

키즈 채널, 하나의 유명한 댄스 채널인 “원밀리언댄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7개 채널이 모두 아이돌 

혹은 K-POP 관련 채널로 K-POP의 인기를 엿볼 수 있다. 타 채널들과 구독자 수가 워낙 압도적으로 

차이나 당분간 이 순위는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l 질적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광활한 유튜브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다수의 스타를 배출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코로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또 반대급부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촬영상의 제약은 창작자들이 더욱 영상 아이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자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와 방식으로 다양한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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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러스

[도표 1-11] 2020년 한국 유튜브 Top10 채널



활동과 더 나아가 경제 활동까지 가능해져 이는 “1인 미디어”라는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여러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도 관련 지원 사업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2020년은 유튜브가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으며 무엇보다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물론 더욱 많은 개인들이 1인 미디어에 도전할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는 성공을, 누군가는 실패를 맛보겠지만 이 또한 전세계가 마주한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에서 글로벌로 성공하는 더 많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등장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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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몇 년 동안 방송 콘텐츠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유튜브 개인 방송과 다양한 국내와 해외 OTT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드라마 영화 산업은 공영 방송 체제로 이루어지던 지상파 위주의 독점 체제를 

깨뜨리고 새로운 채널 경쟁자로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국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 최첨단 기술들을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더욱더 화려한 

그래픽으로 시청자와의 상호 작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방송 및 미디어 산업에서 점점 더 많은 제품과 

도구들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머신러닝(ML, Machine Learning)1)을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 통합은 많은 작업들을 혁신의 문으로 이끌고 있다.

방송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편집에 진출한 인공지능

2020년부터 인공지능이 모호한 최첨단의 유행어에서 일반화되고 상품화되면서, 방송 산업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해가 되었다. 사실 인공지능의 전환은 2017년부터 대대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후 과대 광고 사이클의 궤도를 달렸다. 이러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M&E) 

생태계를 분석한 가트너(Gartner)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이 어떤 단계에 접어들었는가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2017년에는 1단계인 ‘인식’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이 방송 업계를 

1인 미디어 산업과 타산업 융합시장 전망 
- AI를 통한 콘텐츠 제작 기술의 진보와 전망 - 

서진호 (AI 산업 전문가 칼럼니스트)

1)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 학습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연구로 인공지능의 한 분야



삼킨다는 과대 포장에 업계가 사로 잡혔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제품 최적화 또는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덕션의 인공지능으로 ‘전환’ 하는 5단계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M&E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모든 콘텐츠를 거침없이 

디지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개인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디지털 수익은 M&E 산업분야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콘텐츠 편집에 진출한 인공지능에 대해 새로운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보도 방송 편집 분야에서 현재 인공지능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은 논평 또는 인터뷰 음성의 

텍스트 변환, 얼굴 인식, 감정 분석 및 장소 인식과 같이, 기존 콘텐츠에서 더 많은 콘텍스트3)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 메타데이터4)의 강화이다. 만일 이 모든 정보를 기록할 사람들을 고용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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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트너(Gartner)2)

[그림2-1] AI 성숙도 모델

2) [그림2-1]은 저자 번역 및 재구성
3) 콘텍스트(Context) : 사물의 서로 잇닿아 있는 관계나 연관
4) 메타데이터(Metadata) :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조화하는 데이터 정보



제작팀이 태그 지정과 같은 지루한 편집 작업이 아닌 콘텐츠 가치 창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가치 사슬의 자동화 측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강화 

뿐만 아니라 업무절차 조정, 오류 예측, 소비자 통계 및 광고 관리 등의 측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측정 가능한 최종 사용자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연구개발(R&D) 중심의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방송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통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 기술 전담 팀이 필요하다. 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능과 더 효율적인 운영, 향상된 창의성을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기술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케이블 채널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의 기술 허브인 마스터 컨트롤이나, 방송 촬영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기록 및 수집 등,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작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뉴스룸에서 앵커를 위한 영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작업들을 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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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큐리오

[그림2-2] AI를 사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태그 표시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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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인공지능 사례인 어도비 센세이5)와 같은 도구는 크리에이티브가 비디오 제작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속하게 장면을 일치시키는 기능은 컬러 그레이딩6) 작업의 고통을 

덜어주어 컬러리스트가 대조, 색조, 채도, 블랙 레이블 및 화이트 포인트와 같은 이미지의 다양한 

속성을 동영상, 비디오 또는 정지 이미지에 반영하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방송 환경에서 보게 될 인간 중심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풍부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최후의 보루’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아이디어’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더 많은 콘텐츠와 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생산해야 

한다는 초기의 아이디어는 콘텐츠 소유자, 방송사 및 미디어 회사에게 운영 업무절차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탄생시킬 것이다.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인공지능과 비디오 코덱 압축

머신러닝은 음성-텍스트 캡션을 자동화하거나 저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제일 먼저 진출했다. 또한 최근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가 이렇게 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시청자들에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용량을 압축해 주는 

비디오 코덱 압축 알고리즘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및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대용량 동영상 크기를 압축하고 있다. 동영상을 한 번에 전송하지 않고 여러 개로 작게 

나눈 다음 대역폭을 조정하여 사용자들의 컴퓨터 환경에 맞게 지능적으로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에서 기존의 LTE보다 좀더 빠른 5G가 보편적으로 

사용될지라도 영상 스트리밍 대역폭을 조정하는 것은 기존 기술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E-스포츠 스트리밍 운영자가 어떻게 십만 개에서 백만 개의 동시 라이브 채널로 확장하고 

동시에 더 선명한 UHD7) 화질로 전환할 수 있을까? 기존 기술 범위 안에서는 더 좋은 품질과 

5) 어도비 센세이(Adobe Sensei) : 어도비에서 개발한 AI 프레임워크
6) 컬러 그레이딩(Color Grading) : 다양한 장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서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 이미지의 모양을 개선하는 절차
7) UHD(Ultra High Definition) : 초고해상도로 HD나 SD 보다 해상도가 선명하며, 3840x2160 해상도(4K)를 지칭. 
       더 넓게는 향상된 코덱, 색공간 등을 포함한 방송 규격 



효율성을 갖춘 새로운 코덱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 콘텐츠 업계는 

전통적인 개발 방법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트랜스코딩 처리는 영상 및 오디오 파일 또는 캡션과 같은 문자열을 인코딩한 디지털 원본 소스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포맷으로 직접 변환해 주고, 영상 내의 객체 사물들을 제작 규칙에 따라 디지털 

보정을 자동적으로 해 준다. 이러한 비디오 코딩의 기본 개념은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1980년대에 

개발되었고, 기본적인 비디오 코딩 표준인 MPEG-1도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업계 전반에 걸쳐 

구현되었다.

그 이후로 점진적인 개발, 컴퓨팅 리소스, 전력 및 메모리를 사용한 최적화가 있었지만, 현재 더 나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MPEG8)이 추구하는 

'차세대' 몰입형 애플리케이션인 VVC9) 코덱 조차도 HEVC10) 코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

1988년 H.26111) 코덱을 사용한 이후, 모든 주요 비디오 코딩 표준의 기본 개념인 블록 기반 하이브리드 

비디오 코딩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비디오의 각 프레임을 블록으로 분할한 다음 

모든 블록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한계에 도달한 것은 비디오 코딩만이 아니다. 실리콘 칩의 물리적 용량도 마찬가지이다. CPU 및 GPU12) 

코어, DSP13) 및 FPGA14)와 같은 범용 실리콘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동시에 볼류메트릭 비디오15)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빠르게 등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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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및 게놈 데이터의 압축 코딩,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송 및 파일 형식을 포함하여 미디어 코딩에 대한 표준 포맷 및 단체 
9) VVC(Versatile Video Coding) : H.266, ISO/IEC 23090-3, MPEG-I Part 3 및 FVC(Future Video Coding)라고도 지칭하며,       
      2020년 7월 6일에 확정된 비디오 압축 표준
10)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 널리 사용되는 고급 비디오 코딩으로 AVC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의 비디오 품질에서 
         25%에서 50% 더 나은 데이터 압축 제공 또는 동일한 비트 전송률에서 상당히 개선된 최대 8K UHD 비디오 품질을 제공
11) H.261 : 1988년 11월에 처음 승인된 ITU-T 비디오 압축 표준. 히타치, 픽처텔, NTT, BT 및 도시바를 포함한 16개의 회원사들이
         만든 최초의 비디오 코딩 표준
12) GPU(Graphics Processing Unit) :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프레임 버퍼에서 이미지 생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메모리를 빠르게 조작하고 변경하도록 설계된 특수 전자 회로.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 게임 콘솔 및 
         최근에는 인공지능/머신러닝 계산에 사용 
13) DSP(Digital Signal Processor) : 디지털 신호 처리의 운영 요구 사항에 맞게 아키텍처가 최적화된 특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주로 오디오 신호 처리, 통신, 디지털 이미지 처리 및 음성 인식 시스템, 그리고 HDTV(고화질 텔레비전) 제품에 사용
14)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 : 인텔 주도로 모바일/임베디드 장비가 원격으로 고객에게 배송된 후에도 
         장치 내부 전기 기능이 변경될 수 있는 반도체 집적 회로
15) 볼류메트릭 비디오(Volumetric Video) : 위치나 공연과 같은 3차원 공간을 포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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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운영자의 관점에서 비디오 코딩 및 실리콘 칩의 물리적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영상 스트림을 인코딩 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용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렴한 클라우드 환경의 동영상 저장 공간과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역시 

추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영상 범주와 동영상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공통 패턴 스키마를 유지시키는 데에 일부 AI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디오 코드를 해독하는 데에는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어려운 다차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례로 V-노바(V-Nova) 회사는 

기존 스키마를 버리고, 신경망 설계를 바탕으로 종단 간 딥러닝16)을 사용한 AI 기반 코덱을 최초로

개발하여 최적화 문제를 해결했다([그림 2-3] 참조). V-노바 회사는 비디오 분석 제공업체인 

메탈리쿼드(Metaliquid)와 협력하여 현재 VC-617) 코덱으로 지정된 영상 코덱의 처리 솔루션을 

구축했다. 참고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VC-6을 사용하는 방송국들은 알 자지라(Al Jazeera), 

AP통신(Associated Press), RTÈ(Raidió Teilifís Éireann)와 같은 방송 미디어사들이다. 

그 뿐만 아니라 VC-6코덱은 AI 기반 메타데이터 콘텐츠 인덱싱의 속도를 높이고 방대한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검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6) 딥러닝(Deep Learning) : 인간의 뇌 동작을 본딴 심층형 신경망 네트워크를 가진 머신러닝 알고리즘 집합. 
         일반적인 개념의 크기는 인공지능 > 머신러닝 > 딥러닝의 순서
17)  VC-6 : 비공식적으로 VC-6으로 알려진 SMPTE ST 2117-1은 비디오 코딩 형식. VC-6 코덱은 중간, 메자닌 또는 
         컨트리뷰션 코딩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출처 : V-Nova

[그림2-3] V-노바사의 AI 기반 코덱 V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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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기존의 비디오 코덱은 텔레비전,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변화된 환경일지라도 

단일 장치의 소프트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일 하나의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비디오 콘텐츠를 전송하려면 수동적으로 코덱을 다시 변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VC-9과 같은 딥러닝 인공지능은 각각 비디오 영상에 대하여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적의 비트 압축율 및 인코딩 환경 구성을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영상 배포를 최종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자동적으로 설정해 준다. 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느린 시청자들에게 지능적으로 비디오 

용량을 압축해 주어 다른 하드웨어 장치 환경일지라도 동일한 사용자 환경에 맞게 전송하는 장점을 

가진다. 추가적으로 텔레비전, 퍼스널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타이틀별 

또는 장면별 단편 비디오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사람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 성우

새로운 수많은 스타트업들 또한 딥러닝을 사용하여 디지털 비서, 비디오 게임 캐릭터, 기업 비디오 및 

방송 아나운서용으로 음성을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성우를 만들고 있다. 이 인공지능 

성우는 더 이상 로봇 기계음으로 교묘하게 합성한 형태가 아닌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로 성별 및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사람의 음성 데이터로 학습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에 있는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인 웰사이드 랩스(Wellsaid labs)는 8명의 

새로운 디지털 성우를 만들었다. 그 성우들에게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중 토빈(Tobin)은 에너지가 

넘치고 통찰력이 있는 목소리로, 페이지(Page)는 태세 있고 표현력이 있는 목소리로, 아바(Ava)는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치며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 다양한 목소리로 학습시켰다. 

[그림2-4] 웰사이드랩의 인간 목소리로 AI 아바타 생성

출처 : Wellsaid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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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목소리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동의 하에 유사성이 보존된 실제 성우를 기반으로 한다. 

음성 엔진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들리는 선명한 오디오 클립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기업 E-러닝 비디오 음성에 디지털 성우들의 목소리들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딥페이크18) 음성은 사기 전화와 인터넷 속임수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음성 녹음의 품질 향상은 성우가 녹음하는 방식 보다 저렴하고 확장이 가능하며 작업하기 

쉽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회사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최근 딥러닝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미묘한 어감까지도 그대로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예로 소낸틱IO사(Sonantic IO)는 비디오 게임 캐릭터의 목소리를 만들고 있다. 게임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오디오로 빠르게 변환하여 제작 일정을 몇 달에서 몇 분으로 단축했다. 

사용자는 음성 성능 매개변수를 완벽하게 제어하여 표현력이 뛰어나고 뉘앙스가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세 줄 정도의 짧은 대화에 대해 텔레비전 진행자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신생 스타업들도 디지털 비서, 콜센터 운영자, 심지어 비디오 게임 

캐릭터까지 목소리를 생성하여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물론 인공지능 성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배우 조합에서는 배우가 공정한 

보상을 받거나 브랜드와 평판을 구성하는 목소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최근에는 틱톡 앱에 내장된 ‘보이스 오버 ’19) 기능에 인간 성우의 허락 없이 음성 합성 사본을 사용하고 

있다고 캐나다의 한 성우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수백만 대의 애플 기기에서 목소리를 계속 사용한 대가가 아니라 초기 녹음 비용만 지불한 

미국 시리(Siri)의 원래 목소리인 수잔 베네트의 경우도 있다. 성우 녹음에 대한 사용자 라이선스의 

범위가 음성 녹음한 문장들로만 국한시킬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확장한 내용까지 포함할 지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간 성우의 녹음 방식과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음성 방식이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논쟁의 쟁점이 될 것이다.

18) 딥페이크(Deepfake) :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다른 사람처럼 보이도록 얼굴, 몸, 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는 첨단 조작 기술  
19) 보이스 오버(Voice Over) : 영화와 TV 등에서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화자의 목소리



출처 : V-Nova

[그림2-5] 더 만달로디언의 VFX 스튜디오 촬영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감나는 실시간 영화/드라마 제작

만일 1,500만 달러가 있다면, ‘더 만달로디언20)’ 드라마와 동등한 35분짜리 VFX21) 기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작자들은 그 예산으로 전체 시리즈를 제작할 것이다. 디즈니 

플러스가 2019년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실시간 드라마는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 드라마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라이브 액션 프로덕션의 한 형태이며, 

가상 프로덕션에서 촬영되어 제작비를 크게 줄였다. 

예를 들어, PXO(Pixomondo)는 ‘더 만달로디언’ 시리즈에서 VFX를 이용한 많은 장면을 만들어 

시리즈에 기여했다. 외계 생명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 일부 생물을 포함하여 [그림 2-5]에서 

보듯이 다양한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하여 창조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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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더 만달로디언(The Mandalorian) : 디즈니 플러스에서 2019년 11월부터 방영된 미국의 스페이스 오페라 드라마 
21) VFX(Visual Effects) : 영화 제작 및 비디오 제작에서 실사 촬영의 맥락 밖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과정.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라이브 액션 장면와 기타 라이브 액션 장면 또는 컴퓨터 그래픽스(CG)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 

가상 프로덕션에서의 제작 편집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 작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조명이나 렌더링과 같은 영역에서도 촬영하는 장면에 맞게 환경 설정을 추천해준다. 또한 

높은 천장에 방음을 한 음향 무대와 물체나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모션 캡처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컴퓨터 비전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 외에도 방송, 



기업 커뮤니케이션, 광고 및 이벤트 전반에 걸쳐 가상 프로덕션 세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애니메이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터가 다음 단계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애니메이터가 손수 작업할 때 많은 좌절감을 주는 반복 작업을 단순화하여 작업을 가속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니메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빨리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동감과 몰입감을 집중시키는 라이브 스포츠 제작 

한편, 다양한 라이브 스포츠를 제작하는 스포츠 프로덕션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TV와 디지털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라이브 스포츠 콘텐츠를 요구함에 따라, 

호크아이 이노베이션(Hawkeye Innovations) 회사는 소니(SONY)와 협력하여 라이브 프로덕션 

업무절차를 지능적으로 간소화하고, 출력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라이브 스포츠 프로덕션 

비용을 크게 줄이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 솔루션 안에 라이브 스포츠 방송을 송출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여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추적하거나 예측함으로써 스포츠 

시청을 축구장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이 생동감 있게 몰입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윔블던 2018에서 IBM 왓슨 기반 시스템은 전 영국 잔디 테니스 및 크로켓 클럽(AELTC)를 

위한 1천 시간 분량의 장면에서 7만 5천 개 이상의 개별 지점을 잘라내어 하이라이트 처리 시간을 

45분에서 5분으로 압축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선수들의 표정을 기반으로 감정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군중 소음을 분석하여 테니스 코트 내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반응을 순위로 매길 수 있는 

기능도 포함시켜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스포츠 경기 뿐만 아니라 비디오 보조 심판 시스템인 제브라(Xeebra)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었다. 

딥러닝을 사용한 비디오 보조 심판(VAR) 시스템은 축구 경기에서 3D 화면으로 오프사이드 라인 

축구 경기 규칙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데, 3D 그래픽을 카메라에 영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경기장 

영상을 지능적으로 보정한다. 따라서 축구 심판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며 사용하기 쉬운 심판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 보고서 시즌 5 1인 미디어 산업동향 Vol. 3



미디어 산업 보고서 시즌 5 1인 미디어 산업동향 Vol. 3

출처 : EVS 방송 장비

[그림 2-6] 제브라 AI 시스템을 활용한 3D 오프사이드 판정 장면

22) 아마존 레코그니션(Amazon Rekognition) :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컴퓨터 비전 서비스 

좀더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제브라 시스템은2020년 미국 방송 협회(NAB)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중간 이미지를 생성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일반 속도 보다 32배 느린 속도의 영상을 제공하여 사람이 볼 수 없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슈퍼 모션 영상은 축구 심판들이 한 눈에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라이브 스포츠 프로덕션의 또 다른 측면은 스포츠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정보 선별 능력을 인공지능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점점 더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산업 공급업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미 스톡 자동차 경주 협회(NASCAR)는 아마존 레코그니션22)을 사용하여 자동차, 랩 타임, 

자동차 운전자 경력 등을 참조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총18페타바이트의 비디오를 자동 태그하고 

레이블을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자동차와 선수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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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비디오 영상을 사용하거나 비디오 영상을 직접 

조작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시스템은 스스로 데이터를 증강시키거나 

사람이 수동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MZ세대를 위한 비디오 게임과 영화의 융합 시도

가상 프로덕션 기술과 더불어 페이스북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더 가볍고 좋은 품질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안경을 개발하여, 이후에는 별개 산업으로 여겨졌던 

영화와 게임 분야 간의 경계가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콘텐츠 업계에서는 애니메이션, 

TV, SNS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지적 재산권(IP)을 메타버스에 새로운 스토리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경향이 실리콘 밸리의 첨단 기술과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결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의 첨단 기술인 대화형 인공지능 덕분이다. 대화형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 및 음성 인식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하거나, 사용자가 특정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방향대로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출처 : 넷플릭스

[그림 2-7] 넷플릭스의 밴더스내치 내에서 시청자가 영화 주인공의 답변을 선택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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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모바일에 중점을 둔 ‘블랙미러: 밴더스내치’23) 와 같은 양방향 TV 실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게임 부문에 최초로 발을 내딛었다. 이 게임은 MZ세대의 청소년과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훌륭한 스토리라인과 놀라운 캐릭터를 만드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한 결과, 이용자들이 팬덤 

문화와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신규 가입자 증가와 기존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 미디어 산업에서 드라마 제작도 혁신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인공지능 

칩이 들어간 홀로렌즈2(Hololens)나 오큘러스(Oculus) 혼합 현실(XR24))용 콘텐츠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영화와 TV,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을 하나로 합쳐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 사례로 미국 아카데미 상과 영국 아카데미 필름 상(BAFTA)을 수상한 아시프 카파디아

(Asif Kapadia)의 혼합 현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함께 그래픽 소설인 

‘레이카’25)를 애니메이션 가상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시청자가 레이카와 함께 지구를 여행하며, 

때론 도구들을 훈련하고, 마침내 우주에 실제로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더 많은 관객들이 새로운 형태의 영화와 기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의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가상 프로덕션

혼합 현실, 가상 프로덕션,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및 컴퓨터 게임은 모두 메타버스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이다. 국내에 곧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로 진출할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는 스타워즈의 은하계를 

무대로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 혹은 그들의 먼 선조들이나 먼 후예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만들고 있다. 

또한 SF, 신화, 판타지, 외계인, 마법, 초인, 초능력, 우주적 존재가 존재하는 방대한 평행우주 

세계관 내에서 펼쳐지는 마블 코믹스의 콘텐츠 세계관은 다양한 캐릭터 등장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23) 블랙미러: 밴더스내치(Black Mirror: Bandersnatch) : 2018년도 나온 SF 앤솔로지 시리즈. 영화를 보다가 시청자에게 
         에피소드에 분기를 주어 결말이 서로 다르게 해주는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양방향 드라마 최초의 시도 작품
24) XR(EXtended Reality) : 혼합 현실은 홀로렌즈2나 오큘러스와 같은 웨어러블에 의해 생성된 모든 실제 및 가상 결합 환경 및 
         인간-기계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용어. 'X'는 현재 또는 미래의 공간 컴퓨팅 기술에 대한 변수를 뜻함
25) 레이카(Laika) : 궤도 우주 비행에서 발사된 최초의 생물인 시조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상의 설명을 제공하는 닉 아바지스의 
         그래픽 소설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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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고 확장되고 있다. 이 세계관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야 결말을 볼 수 있는 

훨씬 더 넓은 스토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세계관 스토리는 기존의 영상 촬영 방법을 이용하지만, 

이미 다양한 메타버스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상공간에 모이는 포트나이트는 게임이지만 게임 플레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바타 지향적인 3차원 공간에서 게임 유저들끼리 서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은 디지털 및 물리적 세계, 사설 또는 공용 네트워크에 걸쳐 있으며, 데이터, 

디지털 항목과 자산, 콘텐츠의 전례 없는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한다. 

스웨덴에 위치한 스틸러 스튜디오(Stiller Studio)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VFX 스튜디오 중 

하나이다. 이 스튜디오는 언리얼(Unreal) 게임 엔진을 통해 사전에 조명을 설치한 거대한 그린 스크린 

공간과 고급 모션 제어 및 모션 캡처 장비를 촬영 감독에게 제공한다. [그림 2-7]에서 보듯이, 

영국 런던에 있는 마크 로버츠는 모션 컨트롤에서 카메라를 1~2미터 이동하기 위한 작은 로봇을 

구입했으며, 4.6톤의 무게와 최대 6미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이클롭스(Cyclops) 모션 제어 

촬영 장비를 추가시켰다. 

출처 : 스틸러 스튜디오(Stiller Studio)

[그림 2-8] 언리얼 엔진과 모션 컨트롤러, 실시간 프리뷰 시스템을 갖춘 가상 프로덕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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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으로는 에픽 게임즈, 엔비디아 및 애플과 같은 기술 회사는 모두 메타버스의 지분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콘텐츠 소유권 업체인 비아컴CBS26)도 현재 175개국을 통해 약 3억 5천만 가구에서 

방송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키즈 엔터테인먼트 어린이 채널인 ‘니켈로디언’ 부터 ‘스타트랙’에 

이르는 애니메이션과 TV 드라마, 쇼 자산을 새로운 형태의 시각 컴퓨팅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가상 프로덕션으로 제작한 모든 컨텐츠들은 새로운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장치를 통해 

시청자들을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홀로데크(HoloDeck)로 데려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홀로데크란 텔레비전 시리즈인 스타트랙의 가상 현실의 3D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장치를 말한다. 

홀로데크는 홀로그램을 보여주는 데,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입체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참가자는 환경, 사물 및 캐릭터, 때로는 미리 

정의된 환경과 자유롭게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마치며

메타버스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 또는 콘텐츠 매체로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경험, 모든 물리적 경험의 핵심 구성요소, 차세대 제작 플랫폼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 

올해 들어 국내에 더욱 더 메타버스 바람이 불고 있다.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블랙핑크 

가상 팬 사인회와 버추얼 아이돌로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 포트나이트에서 BTS 콘서트 등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각종 전시회, 쇼핑몰 등 M&E 산업이 점점 더 최첨단 IT와 결합하는 모양새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의 구조와 생태계 가치 사슬을 살펴보면 크게 

‘기획-제작-송출-유통’ 부문으로 나뉘며, 각각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나, 행위, 투입 

요소가 달랐다. 한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창의적 역할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작가의 창작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반복적이고 인간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빠른 시간 내에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도해 보지 못했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전체 M&E 시장의 

26) 비아컴CBS(Viacom CBS) : 미국의 미디어 회사로 영화, 드라마, TV 뉴스 보도 등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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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외 스트리밍 업체들의 상당한 자본력 침투로 로봇을 

활용한 가상 프로덕션까지 들어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K-한류 메타버스 콘텐츠’가 

유통되기가 한결 더 쉬울 전망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 프로덕션은 가상 제작 도구, 컴퓨팅, VFX 등 기술 전반에 대한 

강력한 이해를 갖춘 기술 팀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가상 프로덕션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실시간 라이브 제작 기술 및 기본 VFX 지식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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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상이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고 개인 미디어 이용 및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은 성장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산업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혁신을 꾀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1)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는 1인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2) 현상이 생겨났으며, 

크리에이터와 수익배분으로 갈등을 겪던 플랫폼은 이를 존중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수익원 확보에 실마리를 찾던 MCN 사업자는 수익 구조를 다각화 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메타버스 플랫폼과 가상 인플루언서는 미래에 1인 미디어 시장을 이끌어 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장기화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인 미디어 산업 흐름을 살펴보고 올해 하반기와 2022년의 동향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1인 미디어 산업의
2021년 정리 및 2022년 전망 

-크리에이터와 MCN사, 콘텐츠와 플랫폼의 변화-

최세정 (고려대학교 교수)

1)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2)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의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결제 기술을 장착하여 
      정당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개념



1인 미디어 산업 동향

1인 미디어 이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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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샌드박스 네트워크(2021)

[도표 3-1] 2020 샌드박스 유튜브 데이터 리포트

1인 미디어를 대표하는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지난해 국내의 월별 조회수와 구독자수 증감은 코로나 

확진자 추세와 유사한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수는 월평균 약 300억 회 증가하였으며, 

구독자수는 매월 약 6천만 명 증가했다.

나스미디어 2021 NPR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의 영향으로 동영상 시청 시간은 2020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중 크리에이터 제작 콘텐츠를 가장 많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나스미디어(2021)

[도표 3-2] NPR 2021 인터넷 이용자 조사

순위 전체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주시청동영상종류는크리에이터> TV관련콘텐츠> 오리지널시리즈/영화/애니메이션순
주시청온라인동영상종류

[Base: 최근 일주일 온라인 동영상 시청자, N=1933, 객관식순위(1+2+3순위), 단위: %]



특히 해당 조사에서 51.6%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주로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 

전 세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시장의 규모는 약 138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천억 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3

온라인 마케팅 회사 토모슨(Tomoson)의 2020년 조사 결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투자 대비 

평균적으로 약 6.5배의 매출을 추가로 창출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스미디어(2020)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와 호감을 높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마케팅 분석회사 하이프오디터(HypeAuditor)가 올해 6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2022년 150억 달러(약 17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며, 올해 역시 

2020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시대의 도래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 실시간 상품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방송 중 제품을·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급부상했다. 2020년 3조 원 

규모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2023년까지 8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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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C 리포트 트렌드 투데이(2021. 8. 11). 유튜브,‘쇼츠펀드(ShortsFund)’출시…크리에이터 위한 수익모델 안정화 나설까

출처 : 나스미디어(2020)

[도표 3-3]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에 관한 인식

46.3

30.7 29.9
25.9

17.3
14.2

제품/브랜드에대한정보를잘

알게된다

광고임을밝히면거부감이

들지않는다

제품/브랜드에대한호감이

생긴다

제품/브랜드에대한구매

욕구가생긴다

광고라는생각이들어

거부감이생긴다

제품/브랜드에대한신뢰가

생긴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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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별 매출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국내 유통가 총매출의 

46.3%는 온라인이 차지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48.0%로 증가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Super Supermarket)4) 등의 유통업체 중 선두에 자리 잡았다 메조미디어의 라이브 커머스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라이브 커머스 이용에 대해 61%는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라 이 브  커 머 스 의  영 향 력 과  소 비 자 의 

이용의도가 검증되자 국내의 주요 라이브 

커머스 기업들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노 력 하 고  있 다 .  네 이 버 의  경 우  

스노우의 ‘잼라이브’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 하단의 

쇼핑탭을 개설해 접근성을 높였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은 2021년 3월 

플랫폼 내에 라이브 방송 서비스를 런칭했다. 그 외에도 티몬과 11번가, 올리브영 등은 자체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개설해 판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2020)

[도표 3-4] 한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 추정

자료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 추정

한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좌) YoY %(우)

2020E 2021E 2022E 2023E
0

1

2

3

4

5

6

7

8

9

0%

10%

20%

30%

40%

50%

60%

(조원)

4)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

[그림 3-1] 티몬 라이브 커머스 “티몬 셀렉트”

출처 : 티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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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크리에이터, MCN 사업자, 플랫폼을 비롯한 1인 미디어 산업의 확장에 있어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은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MCN 주요 동향

2018년과 2019년 MCN 업계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유명 크리에이터의 

영입으로 외형을 키우고 광고 수익을 내는 등의 주요 수익원을 제외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전자상거래 방면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자 크리에이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수익창출을 위해 MCN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실제로 국내 MCN 사업자는 

2020년 큰 매출 성장을 이뤘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MCN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수익원을 다각화

하고 있다.

중국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대표적으로 MCN은 크리에이터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이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유튜브 사용이 제한된 중국에서는 현지의

출처 : 국민일보(2020.06.16.)

[도표 3-5] 국내 주요 MCN 기업 2개년 매출 추이

MCN 주요기업
매출 영업이익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샌드박스네트워크 282억원 608억원 -23억원 -78억원

트레저헌터 119억원 145억원 -20억 -27억원

캐리소프트 99억원 97억원 -4억 -17억원

[도표 3-6] 크리에이터 관리 주요 국내 MCN 매출

출처 : 이코노미조선(2021.08.04.)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므로 최근까지 진출이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8월 국내 

MCN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SANDBOX)는 중국 대표 동영상 전문 플랫폼 비리비리(Bilibili)에 

진출하였다. 2021년 4월에는 국내 최초로 MCN 콘텐츠 영향력 상위 16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7월 

중국 법인 ‘상해 샌드박스 미디어’를 설립해 비리비리 외에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들에 

진출하고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형 MCN 사업자가 아닌 신생 

MCN 사업자 또한 중국 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아도바(adoba)는 중국 

전문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MCN 

사업자라는 타이틀로 2019년 10월 

등장했다. 국내 크리에이터와 타 MCN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중국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널 

개설과 수익 정산, 언어 등의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아도바는 현재 중국 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14개에서 670여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100팀의 크리에이터가 중국에 진출한 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200팀, 7월에는 250팀을 

기록하였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약 360억 달러(약 41조 원)로 한국의 14배 수준5)인 만큼 수익성을 

보장하지만, 국내의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만큼 MCN의 중국 시장 진출은 향후 

1인 미디어 시장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뷰티 전문 MCN의 마케팅과 커머스 활용

2020년 MCN 사업은 전반적으로 큰 매출 성과를 달성했지만, 특히 뷰티 산업의 경우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뷰티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확보한 뷰티 전문 MCN 사업자의 성장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국내 뷰티 MCN 1위 레페리(Leferi)는 지난해 166억 원에 이어 올해 매출 25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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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신문. 아도바, 40억 시리즈A 투자 유치...크리에이터 중국 진출 확대. 김정희(2021.08.04.)

[도표 3-7] 중국 전문 MCN 아도바, 4개월만에 창작자 200개팀 확보

출처 : 머니투데이(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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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있으며, 디퍼런트밀리언즈(DMIL)는 올해 상반기 75억 원의 매출을 내며 2019년 설립 이후 

최고의 실적을 냈다. 아이스크리에이티브(ICE CREATIVE)는 설립 첫해 2017년 매출 6억 원에서 

3년만인 2020년에는 97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올해는 2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 (2021.07.09)

[도표 3-8] 뷰티 MCN 레페리 실적과 대표 크리에이터의 구독자수

뷰티 영역 MCN은 대기업과의 제휴 및 협업으로 성장을 가속화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홈쇼핑과 코스매틱 업계는 라이브 커머스 강화를 위해 다중채널 네트워크

(MCN)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 현대홈쇼핑은 120억 원을 투자해 MCN 사업자 

디퍼런트밀리언즈의 지분을 40% 인수했다. 이보다 앞서 GS홈쇼핑은 레페리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8년 MCN 마케팅 플랫폼 유커넥(Uconnec)에 

지분 투자에 이어 2020년 11월 디퍼런트밀리언즈에도 30억 원을 투자했다.  

1인 미디어를 통한 상품 판매에 특화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들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MCN 사업의 매출도 꾸준히 치솟고 있다. 또한 최근 인플루언서의 영역은 식품, 

뷰티, 가구, 가전 등을 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산업의 마케팅 

모델로서 기용되고 있다. 많은 인플루언서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MCN 기업과 제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동향

크리에이터 콘텐츠 시청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유튜브로 2020년 91.1%였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별로 수익 구조가 다른데,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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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는 더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려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기대어 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플랫폼에서의

수익 창출이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서 인식하게 하였으며, 인지도를 얻은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제작으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로 역진출하면서 수익 창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1인 미디어 시장의 전망은 밝지만 크리에이터들은 수익 창출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Influencer Marketing Hub의 올해 6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크리에이터 중 0.5%만이 한 해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2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의 비중이 

33.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크리에이터 간의 소득의 차이가 크고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플랫폼의 수익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플랫폼의 크리에이터 지원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라는 용어가 형성되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의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결제 기술을 장착하여 정당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개념이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보장하는 스타트업으로의 자금 투자도 활발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13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4억6,400만 달러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처 : 나스미디어 (2020)

[도표 3-9] 2020 NPR 온라인 이용자 조사

l 인플루언서 콘텐츠 이용 플렛폼 l
(단위 : %)

l 성/연령별 인플루언서 콘텐츠 이용 플렛폼 l

유튜브 91.1

아프리카TV 20.6

인스타그램 18.7

U+ 모바일TV 2.2

틱톡(Tik Tok) 3.4

카카오TV/다음 6.7

V LIVE 6.9

트위치 11.4

네이버TV/네이버 14.4

페이스북 15.8

14.9%

15.7%

91.7% 26.8% 14.6% 13.8%

남성

90.5% 13.8%24.1%

여성

90.4% 19.8%23.0% 21.8%

10대

92.5% 22.8% 18.6% 17.9%

20대

90.0% 22.4% 9.5%

30대
22.1%

21.4%

28.2%

13.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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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보에 맞춰 기존의 기업들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맞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유튜브는 자사의 숏폼(short-form)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Shorts)’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쇼츠 펀드(Shorts Fund) 약 1억 달러(약 1,170억 원)를 

조성하였다. 기존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 채널 당 구독자 수 1,000명과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면, 쇼츠펀드의 조성으로 유튜브 쇼츠에 업로드한 영상을

조회수와 시청자 반응에 따라 매월 1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 사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한 것이다. 더불어 2022년까지 틱톡은 20억 달러를, 인스타그램은 숏폼 동영상 서비스인 

‘릴스(Reels)’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 10억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숏폼 

콘텐츠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시장에서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이

보장되는 유료 서비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트위터는 콘텐츠 유료 구독 서비스 ‘슈퍼팔로우

(Superfollow)’ 시행에 들어갔다. 텀블러는 아마추어 창작자라도 유료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포스트플러스(Post+)를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지원으로 플랫폼 차원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차원에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를 출시한 점 또한 흥미롭다. 

2020년 6월 유튜브와 틱톡은 각각 ‘브랜드커넥터(BrandConnect)’와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

(Creator Marketplace)’를 런칭했다. 브랜드 마케팅을 집행하는 데에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를 

효율적으로 매칭시켜주는 목적이다.

출처 : 이코노미 조선(2021.08.02.)

[도표 3-10]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로 몰리는 자금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로 몰리는 자금
크리에이터 관련 스타트업 투자액 기준

12억달러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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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년

1억900만 1억500만

13억3800만달러



1인 미디어 산업의 전망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한’을 의미하는 접두어 ‘Meta’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가 

결합한 용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나타낸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

면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460억 달러에서 2025년엔 2,800억 달러까지 6배 넘게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타버스 마케팅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이용 시 곳곳에서 노출되는 가상광고와 유료 아이템 

판매가 수익원이 된다.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로블록스(Roblox)와 같은 게임 기업들에 의해 메타버스가 주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명품 브랜드 구찌는 2021년 5월 로블록스에서 5.5달러에 구찌 디오니소스

(Dionysus) 디자인의 아이템을 디지털 한정판으로 판매하였다. 하지만 구매자는 이를 4,115달러

(약 465만 원)에 재판매하며 현실에서의 명품 리셀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인다.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는 2019년 2월 뮤지션 마시멜로(Marshmello) 아바타를 구현해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해당 콘서트가 1,000만 명이 넘는 최다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고 선풍적 주목을 받자 포트나이트는 플레이어가 공연을 즐기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3D 소셜 공간 ‘파티로얄(Party Royal)’ 모드를 출시했다. 기존 게임상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배틀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파티로얄 모드에서는 공연을 더 잘 즐기는 사람 또는 사회적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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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2021.6.30.)

[도표 3-11] 로블록스 및 제페토 규모



미디어 산업 보고서 시즌 5 1인 미디어 산업동향 Vol. 3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후 트래비스 스콧(Travis Scott),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와 같은 유명 뮤지션들이 꾸준히 포트나이트 파티로얄 모드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2020년 9월 방탄소년단 또한 포트나이트를 통해 ‘Dynamite’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국내 역시 메타버스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Zepeto)가 메타버스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제페토 이용자는 자신의 아바타를 제작하고 플랫폼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 게임,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제페토에는 구찌, 나이키, 

컨버스, 디즈니 등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올 8월 가수 선미는 최초로 제페토를 통해 컴백쇼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회의나 발표 등의 사무실 업무를 대체하거나 

창립기념식, 발대식, 신입사원 설명회, 실시간 강연 등의 기업 행사 개최, 체험 및 관광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메타버스의 마케팅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20.12.08.)

[그림 3-1] 유튜버 띠미, 이채윤도 제페토로... 네이버제트-다이아TV 제휴

최근 CJ ENM의 MCN 운영사 다이아 티비(DIA TV)는 네이버제트와 제휴를 맺고, 소속 크리에이터 

띠미와 이채윤을 메타버스 공간 제페토로 진출시켰다. 크리에이터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주 이용자인 MZ세대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메타버스 인플루언서 

역시 다이아 티비를 통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는 크리에이터가 팔로워들과의 모임을 진행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입장권이나 아이템 판매, 후원 기능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가상현실 커뮤니티 ‘호라이즌(Horizon)’을 통해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커머스를 

동시에 육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메타버스 공간의 활성화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커지는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를 늘리고 아이템 구매 및 각종 마케팅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상생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수단으로서 주목받게 된 메타버스가 1인 

미디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MZ세대뿐 아니라 

알파세대에게 각광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자 연령대는 보통 10대로 구성된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올해 2월 기준 2억 명을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 전체 이용자 중 1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로블록스의 경우 월평균 사용자 수는 3,260만 명 중 절반이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의 10대는 유튜브(54분)나 인스타그램(35분)보다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156분)이 3배 이상 길다6).

가상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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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스미디어 (2021.08)

[도표 3-12] 가상 인플루언서 사례 및 전망

6) 중앙일보. 넷플릭스 최대 경쟁자는 여기다, Z세대가 열광하는 ‘메타버스’. 권유진(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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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를 활용한 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다.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집행하는 비용은 2019년 80억 달러(약 9조 원)에서 2022년 

150억 달러(약 17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중 상당 부분을 가상 인플루언서가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재 인플루언서와 비교했을 때 가상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참여율은 약 3배에 가까웠으며, 가상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의 73%가 18세에서 34세 사이라는 점에서 가상 

인플루언서는 높은 확장성을 갖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19세 릴 미켈라(Lil Miquel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상 

인플루언서로 인스타그램에서만 300만 팔로워를 보유한다. 광고용 포스팅 단가가 8500달러

(약 976만 원)로 2019년 한 해 수익이 130억 원을 웃돌았다. 샤넬, 프라다 등의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삼성 갤럭시 글로벌 캠페인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뮤지션이자 모델이 직업으로 2017년에는 

싱글앨범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할리우드 3대 에이전시 CAA(Creative Artists Agency)와 계약하여 

TV와 영화 활동 등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가상 인플루언서는 22세의 ‘오로지’가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을 보여주거나 광고 및 

협찬 게시물을 업로드 한다. 2021년 7월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법인 신한라이프의 

첫 광고에 로지를 모델로 기용하였고, 해당 광고는 2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약 900만 회를 기록했다. 

뒤이어 반얀트리 호텔과 레스케이프 호텔의 광고 모델, 쉐보레의 전기차인 볼트 EUV의 모델로서 

출처 : 유튜브 ‘신한라이프’ 채널

[그림 3-2]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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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였다. 로지 제작사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에 따르면 2021년 벌어들인 수익은 1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도 일본의 이마(Imma)는 34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며, 이케아의 

모델로서 하라주쿠 이케아에서의 생활기를 콘텐츠로 제작해 화제가 되었다.

최근 가상 인플루언서는 기술의 발달로 실재 사람과의 구분이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다. 실제로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의 경우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가상 인물임을 숨긴 채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였으며,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 “말하기 전에 (가상 인물인지) 몰랐다”, “그래픽이라고?”와 

같은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는 VFX(Visual Effect)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외형 구현 

기술의 발전이 불쾌한 골짜기 현상7)을 줄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팔로워들과의 소통 방식이 발달함에 

따라 실재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릴 미켈라는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슬퍼하는 모습과 

사귀는 동안의 감정과 생각을 노래로 만듦으로써, 팔로워들은 이런 소통 방식에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 직업, 관심사, 가치관 등의 내적 특성이 설정된다. 

앞서 소개했던 로지의 경우 ‘환경을 사랑하는 20대’라는 특성을 가진다. 로지는 굿네이버스의 

출처 : 릴 미켈라(Lil Miquela)와 이마(Imma)의 인스타그램

[그림 3-3]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Lil Miquela)와 이마(Imma)

7) 인간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이 인간과 더 많이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



‘#괜찮아요챌린지’에 참여하거나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등 친환경 활동과 

관련한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 릴 미켈라는 인권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인플루언서라는 

특성을 갖는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이러한 특성 또한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 등을 표현하려는 성격을 

가진 어린 세대에게 있어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가상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성과를 보이며, 기업들은 기술적 개발과 그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 

나가고 있다. 에픽 게임즈는 2021년 2월 가상 인물을 이용자가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Meta Human Creator)’를 런칭했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실재와 흡사한 디지털 휴먼

(Digital human)8)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도구를 지원한다. 디지털 휴먼의 피부, 체형, 스타일 등 

정보를 저장해 이용자들이 이를 조합해 창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상 인물에 대한 빈번한 노출, 기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통한 학습, 활동의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대리만족 등이 가상 인플루언서 수용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상 인플루언서가 광고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람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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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채널 ‘Unreal Engine’

[그림 3-4]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메타 휴먼

8)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간



수차례 불거졌던 실재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또는 학교폭력과 갑질 등의 사생활 논란으로 광고주는 

곤욕을 치르며 가상 인플루언서의 통제 가능성은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더불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장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각광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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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거점 지원시설로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8월 30일(월) 서울 

세종로(서울역 부근)에 새롭게 열었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미디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1인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 지원시설이다.

제작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와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형 사무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지하 3층과 지상 1, 5, 6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지하엔 ‘유닛 스튜디오’와 

다목적 공간인 ‘멀티 스튜디오’가 있다. 유닛 스튜디오엔 PC와 마이크, 카메라, 조명 등 개인 방송을 

위한 장비가 있고, 이용자들을 위한 개인 락커와 분장실도 마련돼있다. 멀티 스튜디오에서는 

주방시설을 이용한 ‘쿡방’, 크로마키를 활용한 CG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지상 1층엔 통 유리벽에 방청석이 있는 ‘오픈 스튜디오’가 있다. 공개홀로 쓰이며 영화제 등 각종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5, 6층에 사무공간은 20개소로, 이달 초 심사를 통과한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20개사가 입주를 마쳤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는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 예약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홈페이지(www.meplex.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meplex@rapa.or.kr 또는 ☎ 02–317-6192를 통해 가능하다.

1인 미디어 시대 新랜드마크,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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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사무실 20호실, 소형 스튜디오 5개

중형 스튜디오 2개, 회의실, 교육장 등

 · 사무공간 (13평형)

 · 사무공간 (4평형)

 · 소형 스튜디오 (약 6평)

 · 사무공간 (7평형)

 · 네트워킹 공간

 · 중형 스튜디오 (약 30평)

 · 오픈 스튜디오 (약 54평)

비전과 미션
1인 미디어 시대의 新랜드마크

구축 및 지원 시설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을 위한 복합성장공간

1인 미디어 기업, 창작자를 위한 사무공간과
제작인프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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