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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수행된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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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모집하여 한국문화PR
전문 유튜버로 키우는 K-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외국인 PR네트워크 구축사례를 짚어보
고, 이들을 통해 제작한 현지 맞춤형 콘텐츠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라이브채널과
하위채널의 편성 및 운영의 특징과 한국전통문화에서 정책PR에 이르는 콘텐츠의 내용,
조회 수, 구독자 증가 추이 결과를 토대로 MCN을 활용한 해외PR의 가능성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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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PR과 MCN 사업을 통한 PR의 예산적 측면을 비교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을 점검하였다. 결론에서는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되짚어보고, 향후 동 사업의 확대운영 시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PR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공공MCN을 활용한 해외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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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본 연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PR담당자뿐만 아니
라 공공MCN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정책적ㆍ실무적
으로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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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창출하고 있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글
로벌 플랫폼의 성장으로 국적과 문화가 다른 개개

웹2.0에 기반한 쌍방향 인터넷 기술과 PC, 스마

인 간의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서

트폰 등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의 확산은 기존 미

로 공유하게 되면서 1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디어의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콘텐츠 생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국가들도 점차 늘어나고

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쌍방향적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백악관과 정치인들을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박성환, 최희수,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로열패밀리를 중심으로 국

2017; 정원준, 2019), 사용자들은 콘텐츠 소비자로

가의 정책과 영국왕실의 문화를 SNS를 통해 일반

서의 수동적 존재를 넘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동

대중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왕홍이라

적 주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다(황순학,

불리는 1인 크리에이터를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김은영, 채경진, 천세학, 2017). 사회적 네트워크의

전 세계에 알려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둥

형성과 이를 활용하는 표현방식으로 1인 미디어

오빠, 블라이미 등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발하

시대가 등장하였고,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게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유투버들과 함께 한국문

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영상 콘텐

화를 홍보하고 있다.

츠를 제작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본격적으로 활동

공공영역에서도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도 뷰티, 패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하게 진행

요리, 게임,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하급수적

돼왔다. 2017년 해외문화홍보원이 제작했던 평창

으로 증가하였다(고진용, 정언용, 2020).

올림픽 PR영상 ‘The last AI’를 비롯해 스토리텔링

1인 미디어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1인 크리에이

방식을 활용한 일부 콘텐츠는 적지 않은 세계인의

터에 대한 교육부터 콘텐츠의 기획·제작, 프로모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

션, 수익관리까지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

공기관에서 제작한 해외PR 콘텐츠는 자화자찬식

으로 지원하고, 그 대가로 채널수익의 일부를 공유

의 직설적인 접근방식과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언

하는 다중채널 네트워크(Multi-Channel Networks,

어적인 한계 등 유튜브 플랫폼에 걸맞지 않은 형식

이하 MCN)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였고(고문

으로 제공되고 있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

정, 윤석민, 2016), 유튜버로 불리는 1인 크리에이

하였다. 또한, 특정 채널 없이 개별 콘텐츠가 산재

터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MCN

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산업은 가수, 배우 등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회,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의 측

문화, 경제, 기술 등 타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다양

면에서는 외국인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현지

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를

특화된 맞춤형 PR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향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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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측면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곳에

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매체 모바일 앱의 최근 2년

서 볼 수 있는 채널묶음(MCN) 구축에 대한 논의가

평균 시청시간 조사결과를 보면, 유튜브는 2016년

실무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시기적으로는 한국의

1월 504.8분, 7월 517.7분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되면서

페이스북의 뒤를 따라가는 양상이었으나, 2017년

국가 인지도 제고 방식에서도 세계인과 호의적인

1월 767.4분, 7월 799.4분, 2018년 1월 1031.4분,

관계성을 강화시키고, 레거시(legacy)라 불리는 기

7월 1019.4분으로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명실상부

존의 전통적인 미디어(broad-casting) 외에 실시간

가장 높은 시청시간을 보유한 SNS로서 자리매김하

으로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개인화

며 기존 방송매체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된 미디어(now-casting) 위주로 해외PR매체를 다

(윤혁진, 박찬솔, 이소중, 2019). 특히, 미국의 13

변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정원준, 2019).

세~24세 연령에 속한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소셜미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문

디어의 시청시간(평균11.3시간)이 일반방송(평균

화PR 공공MCN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8.3시간) 시청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해 공공MCN을 활용한 공공PR의 기능과 역할,

(김치호, 2016). SNS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한국문화PR 공공MCN

국의 10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은

사업의 확대 운영 시 필요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

기존의 아이돌이나 할리우드 스타가 아닌 유튜브

안하였다. 공공기관의 PR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

스타이며(김치호, 2016), 이들은 소비자의 구매결

한 현실에서, 특히 공공MCN을 활용한 해외PR 사

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

례와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본 연구는

Cheung, and Thandani, 2017; Djafarova and Rushworth

정부와 공공기관의 PR담당자뿐만 아니라 공공

2017). 이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여 유튜버와

MCN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산업계

같은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종사자들에게도 정책적·실무적으로 유용한 도움

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SNS를 활용한 1인 크리에이터는 어떻

이론적 고찰

게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 영향력
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

1. 1인 크리에이터와 MCN 산업현황

해서는 다음의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의 미디어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1.1 1인 크리에이터
닐슨코리아클릭(2018)의 카카오톡, 네이버, 페

1인 소셜미디어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채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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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R, 먹방, 아동방송 등)의 경우 국내보다 해외에

김치호, 2016; 박상철, 이신형, 2019). 1인 미디어

서의 조회 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콘텐츠 기획ㆍ제작,

영향력을 뒷받침 해준다(윤혁진 등, 2019). 타겟

마케팅, 저작권관리, 촬영ㆍ편집 등에 이르는 전반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도

적인 사업운영은 물론 수익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1인 크리에이터

정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갖춰져 있기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때문이다. ICT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 산업에서도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사업조직을 필요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가 OTT 서비스의 새로

로 하게 된 것이다.

운 플랫폼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소비

이러한 배경으로 201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할 수 있는 통로가 다변화된 것이다(김치호, 2016).

MCN은 2020년 기준 시장규모가 약 7,801억 원으로

특히, 유튜브는 넷플릭스와 달리 1인 크리에이터

성장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방송통신위

들이 만든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원회, 2020). 국내 MCN 사업은 초기에는 아프리카

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Lean-

TV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점차 유튜브 플랫

Back 방식이 아닌 본인이 직접 원하는 콘텐츠를

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찾아보는 Lean- Forward 방식을 원하는 젊은층의

(조영신, 2018). MCN의 사업구조는 유튜브 광고수

니즈를 충족시켰다(양유신, 2010). 셋째, 1인 크리

익과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브랜드 수익, 그리고

에이터들의 콘텐츠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되

크리에이터의 IP를 활용하는 사업수익 등으로 구

기 때문에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콘텐츠를 소비

성된다. 즉, 크리에이터 채널의 트래픽이 높을수록

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여 기존 미디어 소비에

MCN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이 제공되기 때문에

비해 시청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김용희, 2019).

보다 많은 스타 크리에이터 확보를 하는 것에 가장

그 결과, 시청빈도 및 시청시간이 증가하는 속도만

큰 관심을 둔다. 조회 수와 구독자 수를 높이기

큼 1인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위해 MCN 사업자는 셀럽, 요리, 뷰티, 마술 등 다
채로운 분야에서 인기가 높은 1인 크리에이터들을

1.2 MCN 산업현황
MCN은 제드 사이먼(Jed Simon)이 처음 제시한
용어로서(김하늘, 이해수, 박만수, 2018), 온라인

발굴 및 확보하려고 하며, 이들이 보다 다양한 콘
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
다(고문정, 윤석민, 2016).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여 수익을 창출

MCN 시장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고문정, 윤석민, 2016;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MCN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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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6년 2월 기

위해 그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준 ‘글로벌 Top3’ MCN 기업은 드림웍스의 오섬니

있다.

스(Awesomeness; 채널 수 86,000개, 구독자 수 3.7

가장 큰 변화는 공공PR의 타겟이 확대되고 있다

억 명), 디즈니의 메이커 스튜디오(Maker Studios;

는 점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외교활

채널 수 60,000개, 구독자 수 3.4억 명), AT&T의

동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

풀스크린(Fullscreen; 채널 수, 150개)이며, 글로벌

체로 활동하며 공공외교가 중시되는 시대였기 때

기업들의 MCN 사업인수 및 투자규모 확대 추세는

문에, 주로 지식인, 여론형성층 등 지식인사회 중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한국전파진흥협회, 2016).

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 오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CJENM의 다이아TV가 2013년 MCN 사

그러나 최근에는 자국의 국가, 문화, 국민에 관심

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후 트레져 헌터, 샌드박

을 갖고 있는 일반 공중으로 공공PR의 타겟이 확대

스 네트워크가 차례로 MCN 사업에 뛰어들어 점차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PR의 관점이 외교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업계 1위인

활동의 일환에서 해외문화교류 기능 강화로 확장

다이아TV는 구독자 2.3억 명, 크리에이터 1,400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PR의 주요 타겟

팀, 월간 콘텐츠 조회 약 20억 회를 기록하며 업계

이 외교활동의 대상인 전문가 집단에서 문화교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윤혁진 등, 2019).

의 대상인 일반 공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 공
중의 특징적인 변화는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2. 공공PR방식의 변화와 국가별 공공 PR 활동에
서 SNS의 활용

때문에 이들은 시간적,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을 받
지 않는다. 이는 마치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Army)가 다국적 팬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

2.1 공공PR방식의 변화

터넷 공간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로 묶여

공공PR의 목적은 국제사회에 자국의 브랜드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지영, 2019). 공공PR의

미지 제고 및 자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주요 타겟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관점

형성될 수 있도록 다른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

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공PR의 핵심인

는 것이다 (Storie, 2017).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

콘텐츠가 변화하고 있다(유재웅, 2019). ‘가장 한국

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있거나, 이미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갖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국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갖

있는 해외현지의 공중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이 효

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과적일 수 있다(유재웅, 2019). 이러한 이유로 최근

가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부분만 강조한다면

에는 공공PR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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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인식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사람

2.2 국가별 공공PR활동에서 SNS의 활용

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PR 콘텐츠를

공공PR방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미국, 영국, 중

개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 등 주요국에서는 자국의 문화 및 정책PR에서

있다(정원준, 2019). 셋째, ICT의 발전으로 디지털

SNS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PR활동에 SNS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공공PR의 목적을

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미디어 매체도 다변화되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

고 있다. 공공PR의 타겟이 일반 공중으로 확대되

공PR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은 백

면서 이들이 활용하는 소셜미디어 매체의 특징을

악관을 중심으로 SNS를 공식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높아졌다. 과거에는 레거

정책PR활동을 하고 있다.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는

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보

‘Stay Connected’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다 개인화된 미디어의 활용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링키드인, 프릭커, 비메오,

그 결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개인 간의

아이튠 등 8개의 SNS를 공식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쌍방향적 소통이 활성화되어 전문가와 비전문가

운영하였으며, SNS를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

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정원준, 2019).

생한 음성과 억양을 통해 정책정보와 주요 현안을

공공PR에 있어서도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활동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SNS 참여에 대한 세심한 피

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국적이 다른 개개인들 간에

드백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차영란, 2013). 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교류가 활성화

세계 1인 미디어의 왕자로 불리울 정도로 소셜미

되고 있다. 공공PR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어를 개인미디어로 활용해 정치적 성공을 거둔

개발한 콘텐츠를 가장 효율적으로 국제사회에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SNS인 트위터를 통해 다양

달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한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지지자들과 활

이 늘어난 것이다(정원준, 2019). 대표적인 변화로

발하게 소통하였다(주영재, 2019).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두 왕실 며느리인 케이트 미들턴 왕

이 같은 뉴미디어의 활용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세손비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영국 왕실에 대한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SNS를 활용한 공공PR방식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SNS 계정을

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문화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홍보원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제도나 해외 한류

왕실 SNS 계정을 관리하고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팬을 활용한 한류 유튜버 등이 대표적이다.

SNS 관리자를 찾는 구인공고를 내기까지 했다.
2019년 기준 영국 왕실 공식 SNS 계정은 트위터에
서는 409만 팔로워, 인스타그램에선 700만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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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높고, 일방향 매체일 뿐 아니라 국가마다 홍

중국은 자체 플랫폼인 웨이보, 타오바오, 위챗

보를 위해 활용하는 미디어 매체가 상이하여 높은

등의 소셜미디어와 1인 크리에이터 왕홍을 활용한

비용이 들었다(노주현, 2020). 하지만 MCN은 다음

공공PR을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

의 특징으로 인해 기존 미디어의 이러한 한계점을

켜 나가고 있다(유봉구, 2011; 윤혁진 등, 2019; 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민, 2019). 중국을 대표하는 왕홍인 리즈치는 중국

주목받고 있다. 첫째, MCN은 콘텐츠 제공자와 이

의 시골생활을 소재로 하여 아름답고 세련된 전원

용자가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매체라는 것이다.

생활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내며, 중국 농촌생

둘째, 최근 10년간 MCN의 채널 수와 구독자 수는

활이 낙후되고 원시적일 것이라는 중국에 대한 해

가파르게 증가하며 유튜브를 통한 1인 크리에이터

외인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

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높은 파급력과 홍보

향을 미쳤다(리지에, 2021). 또한, 중국의 전통음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치호, 2016). 셋째, MCN

및 일상적인 중국인의 패션, 주거, 교통환경 등을

은 시공간의 격차를 뛰어넘는 뉴미디어 매체로서

소개하고, 종이제작과정, 죽기와 칠기의 공정, 인

국가별로 MCN의 차이가 없어서 콘텐츠 활용이 용

쇄술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중국 전통

이하여 비용측면에서 기존 미디어 매체에 비해 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의 국가브랜드 이

당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리지에,

최용석과 김효미(2015)의 연구에 따르면, SNS를 활

2021).

용한 해외PR은 문화 콘텐츠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이는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호감도,

3. 공공MCN을 활용한 해외PR의 필요성

로열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인 크리에이
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MCN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해외PR은 과거 정부 주도의 외교활동 에서 SNS
를 활용하는 민간 중심의 문화교류로 확장되고 있

고려했을 때, 이제는 해외PR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MCN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강정석, 2013; 신철호, 강민정, 최영진, 2009).

싸이,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등은 유튜브를 통

그에 따라 해외PR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체계

해 전 세계에 K-Pop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지

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금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K-Beauty,

지고 있다(강정석, 2013; 김근세, 박현순, 박성민,

개인 PR 관련 콘텐츠 등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2013, 이유나, 김유경, 정윤재, 2015).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개인, 혹은 일부 유명

그 동안 기존 미디어는 해외PR의 매체로서 여러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콘텐츠에 국한된 것으로 한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 왔다. 우선, 콘텐츠 활용비

국의 전통문화, 역사와 같이 깊이 있는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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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문화PR 공공MCN

가 있다. 이에 공공MCN 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

사업」 분석

문화와 음식, 역사를 홍보하는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방송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1.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 개요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한국문화 교류 측면에
서 보다 더 많은 국가와 현지인들에게 홍보할 수

온라인 플랫폼의 홍보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있을 것이며, 높은 PR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2019년 한류 크리에이터

다.

종합채널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

4. 연구문제 및 방법

사업은 크게 1) K-인플루언서 양성, 2) 공공MCN
통합채널 구축 및 운영, 3) 재외문화원 영상스튜디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새로운 콘텐츠 유통의

오 개설지원 등 3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MCN을 활용한 한국문화

K-인플루언서 양성사업은 다양한 한류문화 콘

PR 공공MCN 사업의 기능과 역할, 성과를 살펴보

텐츠를 확보하고 인적 교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

기 위하여 지난 2020.3.17. ~ 2020.12.31.일까지 약

으로,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문화에

10여 개월에 걸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한 ‘K-

관심 있는 외국인을 모집하여 한국문화 콘텐츠 제

인플루언서 양성사업’과 ‘공공MCN 통합채널 구축

작에 필요한 교육, 제작 및 인프라, PR 등의 지원을

및 운영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통해 한국문화PR 전문 유튜버를 양성하고 있다.

서 살펴볼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공공MCN 통합채널 구축 및 운영사업은
코리아넷 종합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분야별 또

 연구문제 1: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PR 공공MCN
K-인플루언서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연구문제 2: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PR 공공MCN
통합채널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었는가?

 연구문제 3: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가?

는 권역별로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여 다양
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다.
또한, 재외문화원의 콘텐츠 수준을 향상시켜 유튜
브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외문화원의 영
상스튜디오 개설 지원을 통해 현지 K-인플루언서
들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1> 참
조). 이하에서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한 한국
문화PR 공공MCN 사업(2020.3.17.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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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약 10여 개월)에서 K-인플루언서 양성과 공공

2020년 사업 첫해에는 아시아 270명, 유럽 104명,

MCN 통합채널 구축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춰 각 사

북미 88명, 남미 74명, 중동 16명, 아프리카 65명,

업별 운영현황과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

오세아니아 3명 등 총 72개국에서 620명의 K-인플

겠다.

루언서를 선발하였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아시
아 333명, 유럽 93명, 북미 28명, 남미 640명, 중동
46명, 아프리카 81명, 오세아니아 3명 등 76개국에
서 1,224명을 선발하여 공공MCN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 한국문화PR MCN 사업개요에 근거하여 작성함

<그림 1> 한국문화 PR MCN 사업 개요

2. K-인플루언서 양성

자료: 비즈월드(20.10.22.)

<그림 2> 10 대가 생각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한국문화 콘텐츠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Pop 콘텐츠와 메이크업, 뷰티용품과 관련된
K-Beauty 콘텐츠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K-Pop과 K-Beauty는 한국문화의 일부에 불과
하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문화홍보
원에서는 한국문화의 본질적인 홍보를 위하여 한
국문화에 관심 있는 내ㆍ외국인들을 PR 유튜버로
키우는 K-인플루언서 양성사업을 진행하였으며,

K-인플루언서 양성사업은 한국문화PR 전문 유
튜버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주요 대
상이 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명예기자
단, 또는 국제콘텐츠공모전에서 수상한 유튜버들
이 K-인플루언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
은 공통교육을 통해 한국문화 관련 강의를 통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체험 및 영상촬영
제작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전문 유
튜버로서의 소양을 높이게 된다. 나아가 집중 교육
생들은 자기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고, 제작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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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경쟁력 있

노하우 및 한국의 일상 10회 등 총 3코스 30회의

는 한국문화 유튜버로서 성장하게 된다.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초역량을 학습한 교육생

2.1 공통교육프로그램

들은 온라인 비대면 워크샵을 통해 추가교육과 영

공통교육에서는 모든 교육생들에게 공통적으

상제작실습, 그리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로 필요한 역량인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과 기

영상의 내실과 질을 높이게 된다. <표 2>에서와

본적인 유튜브 채널운영, 촬영ㆍ편집 등 크리에이

같이 워크샵에서는 디자인이나 채널분석방법, 운

터로서 필요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강

영전략과 같은 영상관련 교육들이 추가로 제공되

의를 제공한다. <표 1>에서와 같이 교육생들은 실

며, 실습의 일환으로 K-인플루언서들의 영상사례

제 유튜버로부터 카메라 고르는 법과 카메라 세팅,

를 분석하면서 교육내용을 적용시키는 과정을 거

썸네일과 자막제작, 콘텐츠 소재찾기, 크리에이터

치게 된다. 워크숍에서 진행된 교육내용 및 교육생

로서의 멘탈 관리 등 제작강의뿐만 아니라 콘텐츠

들의 교육과정은 K-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에 포

기획 노하우 및 우수과제 피드백 등의 교육을 받을

스팅 되어 상호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

수 있다.

였으며, 나아가 교육생들의 채널로 시청자들이 유
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

<표 1> 공통교육프로그램 강의내용

한, 실습제작영상 중 우수 영상들은 유튜버들로부

회차

공통 교육 강의

1화

카메라 고르는 법

2화

카메라 기본 세팅과 조명

3화

효과적인 영상 편집 기술 6가지

4화

영상에 쓰이는 배경음악 고르기

5화

유튜브 섬네일 만들기

6화

유튜브 채널 꾸미기

7화

외국어 자막 다는 법

8화

콘텐츠 기획 및 소재 찾는 법

9화

영상 장비 대여하는 법

10화

크리에이터로서 멘탈 관리 방법

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
고, 향후 유튜브를 관리해나가는데 있어 보다 실용
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표 2> 워크샵 강의내용
차수

강의명

인원

1차

프리미어 사용법 강의: 기초 영상제작법

41

2차

프리미어 프로 사용 팁: 중급영상 제작
자를 위한 선별과정

34

3차

파이널 컷 프로 교육 : 고급 편집 방법
가이드

28

2020년 공통교육과정에서는 제작강의 10회, 콘

4차

입문자를 위한 모바일 편집기 사용법
강의

53

텐츠기획 노하우 10회, 우수과제 피드백 10회 등

5차

포토샵을 활용한 유튜브 디자인 소스
제작법

28

총 3코스 30회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

6차

채널 분석기 사용법: 크리에이터 스튜
디오의 각 항목별 내용과 데이터 활용법

24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는 제작강의 10회, 한국전통문화 10회, 콘텐츠기획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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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있어 고품질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관련 노하우를 얻는 것도 중요하나 기초
적인 역량을 키우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역시 유튜버로서의 성장에 있어

<표 3> 2020년 국가별 집중교육생 인원 수
국가

인원수

국가

인원수

나이지리아

4

벨기에

1

독일

1

브라질

2

러시아

1

스페인

2

루마니아

2

싱가포르

1

말레이시아

1

아랍에미리트

1

교육프로그램은 트렌드 리포트를 운영하여 교육

멕시코

5

아르헨티나

2

생들에게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문화에 대한 정보

모로코

1

에콰도르

2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K-인플루언서

와 유튜브 트렌드 리포트를 매주 배포하였다. 이를

미국

4

우루과이

2

베트남

2

이라크

1

통하여 교육생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

인도네시아

9

튀니지

1

고, 보다 트렌드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유도

칠레

1

페루

1

카자흐스탄

1

포르투갈

1

하였다. 동시에 재외한국문화원과 연계한 영상제

캐나다

1

프랑스

4

작, 한국초청 연수프로그램, 유관기관과의 사업연

코스타리카

1

필리핀

3

콜롬비아

1

한국

33

크로아티아

1

헝가리

2

터키

3

호주

2

계 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와 상설스튜디오 제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한국문화 콘텐츠
가 제작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2.2 집중교육프로그램
K-인플루언서 양성사업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영상을 제작하고자 교육생들 중 크리에이터로서
의 역량이 뛰어난 100명을 집중교육생으로 선발하
여 보다 우수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가령, 집중교육생들은 차별화된 교육과정뿐
만 아니라, 우수한 한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음원
사용 라이선스를 비롯한 금전적, 교육적 혜택을 추
가로 지원하였다. 거주 국가별 집중교육생 인원 수
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집중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프로그램
과 공통교육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한
주제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본다는
데에 있다. 집중교육생들은 매주 특정주제(예: K푸드, K-교육, K-컬쳐 등)로 영상을 제작하며, 나아
가 매월 ‘외국에 사는 K-인플루언서: 친구에게 케
이팝 소개시켜주기’, ‘한국문화와 관련된 퀴즈제작’
등과 같은 미션을 수행하였다. 집중교육생들은 미
션주제에 대해 본인이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의 기
획안을 매니저에게 제출하며 매니저는 기획안에
대해 1차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시 교육생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
게 되면 수정영상을 바탕으로 매니저가 2차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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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보완단계에 대한 컨설팅

보를 유도하고, 동일 미션에 도전하고 있는 집중교

을 제공한다. 주간부터 월간까지 계속되는 영상제

육생 간의 특별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고양시켜 향

작과 피드백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제작경험을 높

후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반이 된다.

이게 되며,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한류 콘

교육기간동안 채널성장 수준이 높은 우수 활동

텐츠를 다량 제작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이외에도

자에게는 지원금과 채널 디자인, 유명 크리에이터

집중교육생들은 코리아넷 라이브 방송 리뷰보고

의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인 한국문화PR

서 또는 리뷰영상을 제작하는 등 특별미션을 수행

유튜버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관

교육과정 중 월별 활동참여도 및 채널성장 우수활

리와 피드백을 받게 된다. 집중교육생들은 자신의

동자에 선정된 Revista KoreaIN 채널의 경우, 채널

유튜버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를 직접 찾기도 하며,

운영지원금 USD 150 및 유명 크리에이터 GOTOE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채널과의 멘토링을 지원받았다. 또한 연간 구독자

도 한다. 이 같은 제작경험 증가는 콘텐츠의 질을

수 23.4%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과제 성취도, 콘텐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

츠 완성도, 채널 파급력 등의 기준으로 선발한 최

서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데에 더 큰

종 우수 활동자 중 한 명에 선정되었다. Revista

의미가 있다(<그림 3> 참조).
<표 4> 집중교육생 우수활동자 성장사례
Revista KoreaIN 채널
구독자 수

<그림 3> 집중교육생 교육프로세스

참가
시점

종료
시점

증가율

14.5천 명

17.9천 명

23.4%

총 조회 수

영상 제작

17,781,372회

88건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집중교육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100명의
집중교육생 간의 네트워킹 및 지속적 관리에 있다.
집중교육생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
북 페이지 등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상호 간의 네
트워킹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과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네
트워킹은 집중교육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채널홍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그림 4> 월별 우수활동자 멘토링 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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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IN 채널뿐만 아니라 월별 우수활동자로 선정

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한국문화PR 유튜버 채널로

된 교육생들은 지원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유입되도록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업무

가 높았으며, 교육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에 도움이

등 채널유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채널을 유지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였다. 사후관리

또한, 매달 본인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한류

측면에서는 교육을 수료한 K-인플루언서 채널에

콘텐츠를 제작한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100,000

교육수료 인증로고를 부착해 신뢰성을 강화하였

원 상당의 구글애즈 광고집행비를 지원해주고 무

고, 수료생이 기획하거나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제

역협회 케이몰 24 콜라보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작비를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장치를

한국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경제력이 뒷받침

마련하였다.

된 영상제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향후 집중교육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문
화를 알릴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기틀을
제공하였다.

3.1 공공MCN 통합채널 관리 및 운영
현재 해외문화홍보원 공공MCN에서는 재외문
화원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방송하는 코리아인
더월드(Korea In the World), 한국 전통문화 및 한

3. 공공MCN 통합채널 구축 및 운영

국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모던코리아(Modern Korea),
그리고 한국문화PR 유튜버 영상채널인 K-인플루

K-인플루언서 양성사업을 통해 유능한 유튜버

언서(K-Influencer) 등 총 3개 채널을 운영 중이다.

들이 배출됨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이들

이외에 모든 채널이 연계된 허브채널이면서 동시

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외PR효과를 극대화하

에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코리아넷(Korea.Net)

기 위하여 1인 방송운영자를 기획ㆍ관리하는 통합

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채널 공공MCN을 구축하였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각각의 채널에서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공MCN 통합채널 구축 및 운영사업의 기본적인

한국문화PR 유튜버(76개국 1,224명)가 한국문화

목적은 다수의 한류 분야별 또는 세계 권역별 채널

PR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인더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기

월드 채널에서는 재외홍보원에서 홍보하는 내용

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공공

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모던코리

MCN에서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PR사업과 연계한

아 채널에서는 한국전통문화를 현대식으로 재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PR콘텐츠 제작 등 협업을 조성

석한 콘텐츠와 한복이나 한국의 전통게임 등을 소

하였다. 그리고 콘텐츠 허브채널인 코리아넷을 운

개하는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K-인플루언서 채널

영함으로써 각 채널의 우수 콘텐츠를 소개하고, 이

에서는 우수 K-인플루언서와 연계하여 현지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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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텐츠가 구성된 뒤에 편집과 디자인팀이 영상을 제

한 코리아넷 채널에서도 자체 제작프로그램 및 한

작하고, 송출 리허설을 거쳐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국문화 관련 유관기관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으로 2021년 상반기 기준 해외문화홍보

<표 5> 공공MCN 소싱/편성 프로세스

원 공공MCN에서 관리하는 채널들은 한국을 비롯

순번

단계

하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 등 173개국에서

1

편성컨셉/
콘텐츠정책

시청 중이다. 아래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편성블록
필요속성정의

인도에서 가장 많은 시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어

3

리서치/ 스크리닝 편성 가능 콘텐츠 리스트

4

소싱 가능 콘텐츠 리스트, 편성 블록별
편성작업 지시서
카피라이트

동남아, 중남미, 유럽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주 작업 내용
월간 편성 정책 확정
소싱물 장르/ 가이드 규정, 소싱 타겟
채널 리스트 작성
작성

이처럼 많은 이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데는 해외

5

편성표 작성

시간대별 콘텐츠 구성안

문화홍보원 공공MCN의 방송편성 정책의 역할이

6

소싱물 방영권
확보

원 저작권자 공문발송/
협조 허가 커뮤니케이션

7

편집/디자인/
인코딩

1시간물, 30분물 최소 6시간 2일에 한
번 제작, 주간 15 시간 이상 신규 편성
물 제작

8

번역/자막/CG

텍스트 자막, CG, 번역작업 진행

9

송출 리허설

크다.

프로그램 정상가동여부 확인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큰 편성정책 안에서 편성방향과 소싱의 방향성
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채워간다는 점에서
공공MCN은 구체적인 방송컨셉과 콘텐츠를 일관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1)

<그림 5> MCN 시청 국가 비율 현황

해외문화홍보원의 공공MCN 소싱 및 편성은
<표 5>에서와 같이 모두 9단계를 통해 이루어진
다. 전체적인 흐름은 공공MCN에서 결정한 편성
컨셉과 콘텐츠 정책 중심으로 결정되며 이를 바탕
으로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결정해나간다. 그리고
편성에 구성될 소싱물 장르 및 가이드를 규정한
뒤, 가능한 콘텐츠를 추려낸다. 이후 구체적인 콘

되게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
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총 185개 채널을 통해 5,412개의 클립을 제작하
였으며, 공공MCN에서 관리 중인 채널이 증가함에
따라 소싱된 클립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6> 참조).
공공MCN의 소싱 콘텐츠의 지속적인 증가 이유
로는 편성을 통해서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
만 공공MCN이 어떻게 채널을 관리ㆍ운영하는 거

공공MCN을 활용한 해외홍보문화원의 한국문화PR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5

록 관리하였다.

3.2 콘텐츠 제작 및 관리
공공MCN은 여러 채널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그
콘텐츠 제작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2020년
기준 한 해 총 200편, 약 90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였으며, 코리아넷 개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그림 6> 월별 편성용 소싱 콘텐츠 수량

국 초인 5월과 6월에는 개국 특별방송물과 K-인플
루언서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하여 매일 편성표를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공공

짜서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4시간 라이브 채널

MCN은 핵심프로그램인 앵커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7월에서 9월까지

인플루언서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채널을 노출

3개월 간 주별로 편성표를 조정하고, 기존 K-인플

시키고, 또 유튜브 VOD 오리지널 프로그램과 같은

루언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시청

시리즈물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알림으로써

하는 프라임 타임에 맞춰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채널을 구독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 결

스타라이브(Starlive)와 케이팝스탠업(K-Pop Stand

과, 2020년 한 해 동안 773개의 홍보 포스팅이 게재

Up) 등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특

되었으며, 라이브 챗을 통해서도 채널이 광고되어

히, 스타라이브는 한국의 인플루언서와 라이브 토

비구독자들의 채널유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크를 통해서 한국문화의 아이콘을 직접 소개하는

신규 시청자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만큼 유입된

코리아넷의 대표 앵커프로그램으로서 구독자들을

시청자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해외

끌어들이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화홍보원에서는 모든 채널이 고르게 노출될 수

이처럼 자체 제작프로그램이 채널의 구독자를

있도록 동접 유지 프로토콜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유치하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으로, K-Pop과 같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따라 10월 이후부터는 2일 간격으로 편성표를 조

클립들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구글 검색량이 높

정하고, 요일별로 뮤지엄 투어와 K-워드 챌린지,

은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유튜브 플랫폼 자체적

Friday Prizeday와 같은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방영

으로 추천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일관된 시청패

하였다. 자체 제작프로그램 위주로의 노선변경은

턴이 없는 시청자에게는 유튜브 광고나 모바일 메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있어서도 양적인 발전을 가

시지 서비스, 비디오 공유 전문업체를 통해 채널이

져왔다.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동접자 수를 유지할 수 있도

공공MCN이 기존의 K-Pop이나 K-Beauty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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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한적 문화 콘텐츠로부터 벗어나 문화나 여행,

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을 위하여 목요일에는 최

음식 등 다양한 한국문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

신 트렌드에 대해서도 소개함으로써 보다 입체적

국문화를 알리는데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

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

문이다. 일례로 <표 6>을 보면,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에 힘입어 코리아넷 뿐만 아니라 2021년 상반

는 K-Pop과 같은 다양한 음악공연과 팝송커버, 인

기 기준으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직접적으로 관

플루언서 위주로 방영하고 있으나, 화요일과 금요

리하는 3개 하위채널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30개

일에는 한국어, 한국요리, 문화, 관광지 등을 소개

의 하위채널을 포함해서 총 33개의 하위채널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모든 자체 제작프로그램에서는 한국문화
와 한국의 대표 아이콘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

<표 6> 코리아넷 요일별 띠 편성 도안
장르

주요 내용

었으며, 시청자들의 참여와 구독을 유도하기 위하

월

K-Music

케이팝 포함 한국의 다양한 음악 공연, 다양한
장르(클래식, 국악)의 커버곡, 커버댄스 세션

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임성 코너도 방영하였다.

화

Learning
Korea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요일로 한국어, 음식,
문화 등을 소개

수

Star Day

한국 문화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관련 콘텐츠 편성

Variety
Day

한국의 최신 트렌드 소개,
ex) 뷰티 트렌드, 금주의 신진 디자이너 소개,
화제의 콘텐츠 등

요일

목
금

Travel Day 한국 여행, 맛집 투어 콘텐츠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예컨대, 코리아케이드(KoreArcade)에서는 윷놀이
나 땅따먹기 등과 같은 한국의 놀이문화에 대해서
방영하면서 시청자들이 실제로 따라해 볼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넥스트 인 한복(Next
in Hanbok)에서는 한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복의
다양성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한

<표 7> 코리아넷 및 하위채널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목
코리안랩소디
토너먼트케이
프라이데이, 프라이즈데이
워크, 런, 라이드 서울
코리아케이드
넥스트인한복

편성/게시
라이브
VOD
라이브
VOD
라이브
VOD
라이브
VOD

내용
외국인들로부터 한국 관련 사연을 받고, 국내외 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하여 소개
주제별 한식을 이상형 월드컵 방식으로 소개, 외국인 시청자와 함께 1위를 선정
시청자 참여 퀴즈와 진행자의 다채로운 분장을 통해 한국 소개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야외 활동을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영상

VOD

한국의 전통/민속 놀이를 외국인과 함께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영상

VOD

넷플릭스 ‘넥스트인패션’에서 착안하여,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을 모델이 직접 현대식으
로 재해석하여 입어보고 소개하는 영상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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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리아넷 유투브 채널

자료: 모던 코리아 유투브 채널

국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4.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의 성과

하였다.
공공MCN 내부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외에

해외문화홍보원이 수행한 한국문화PR 공공

도 코리아넷에서는 K-인플루언서 양성사업을 통

MCN 사업은 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벤치

해 육성한 유튜버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들과 연계

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

하여 이들이 제작한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다. 아래의 <표 8>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생 유튜버에 대한 리워드(특별상 하이라이트:

2020년 한 해 집중교육생이 제작한 콘텐츠는 1,090

흥얼미)와 우수자 영상(위 아 K-인플루언서! 하이

개에 달하며, K-인플루언서 우수자 채널의 평균구

라이트), 체험프로그램(업앤다운) 등도 공개하였

독자 증가율 80%, 조회 수 증가율 386% 수치가

다. 기관이 주도한 콘텐츠 외에도 개별적인 유튜버

보여주듯 외국인의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가 제작한 콘텐츠가 하나의 채널을 허브로 공유된

도가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집중교육생

다는 점에서 해외문화홍보원의 공공MCN이 갖는

외에도 일반교육생이 520명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하

콘텐츠 시너지는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홍

면 향후 콘텐츠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문화원의 콘텐츠는 여타 채널의 프로그램과도
차별성이 높으며, 콘텐츠의 다양성 역시 매우 높은

<표 8> K-인플루언서 우수자 채널 평균 데이터
업로드 영상수

구독자 수

13

9,36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독자 증가율
활동기간 중
증가율 (%)

1개월 당
증가율 (%)

80

24

누적 조회 수 평균
727,593
조회수 증가율

활동기간 중
증가율 (%)

1개월 당
증가율 (%)

386

107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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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인플루언서 교육과정 수료 시 교육프로
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
된다.

교육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정도 및 운영방식의 적

공공MCN 채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성 등에 대한 교육생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상반기 기준 코리아인더월드, 모던코리아,

채널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K-인플루언서, 그리고 허브채널인 코리아넷 등 4

모든 설문항목에서 5점 만점에 4.2점 이상의 긍정

개 채널의 총 조회 수는 무려 1억 1천만 회에 달하

적인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으나, 추후 사업내용

며, 구독자 수는 약 15.4만 명으로 2020년에 60%,

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생들의 기타 의견도 제시되

2021년 상반기에 약 12%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었다.

코리아넷의 24시간 라이브 방송도 2020년 5월 개
국 이후 12월까지 평균 동시 접속자 수가 336명이

<표 9>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였던 반면, 2021년 상반기에는 평균 동시 접속자

조사 항목

만족도

교육과정 전반

4.21

교육내용 및 수준

4.39

시간 9,857시간, 누적 라이브 조회 수 1,108,819회
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가 402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방송

교육매체의 다양성

4.35

온라인 워크숍 효과

4.41

소통 만족도

4.53

과제내용 적합성

4.25

MCN 사업의 효과가 기존의 해외광고매체에 비해

우수자 지원(채널 디자인)

4.46

월등히 높다.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의 총 예

우수자 지원(멘토링)

4.58

우수자 지원(채널 부스팅)

4.26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예산 대비 PR효과 측면에서도 한국문화PR 공공

산은 2020년 20억 원, 2021년에는 34억 원으로 증
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K-인플루언서 육성, 공공MCN 채널운영, 그리고 재

첫째, 교육과정 내에 K-Pop·K-Drama 등 대중

외문화원 영상 스튜디어 개설 지원에 사용되고 있

적인 분야 외에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한국문화 관

다. 2021년 동일 예산(34억 원)을 매체별로 집행할

련 동향을 제공하여 홍보 콘텐츠 주제의 범위를
넓히고, 둘째, 공공MCN 24시간 라이브방송과의 연

<표 10>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예산내역 (2020-2021)
연도

2020년

2021년

계를 강화하여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예산

20억 원

34억 원

를 늘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집중교육생

100명

200명

다. 이러한 의견들은 K-인플루언서들이 교육과정
을 단순히 경험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일반교육생

520명

1,024명

K-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1,090개

2,500개

재외문화원 영상스튜디오
개설지원

4개소

8개소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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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매체의 영상노출시간을 기준으로 PR효과를
비교하면, <표 11>에서와 같이 한국문화PR 공공
MCN 사업의 총 영상노출시간은 208시간으로 기존
의 해외광고매체인 BBC World News의 61시간,
CNN Int’l의 60시간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표 11> 매체별 PR효과 비교
매체

예산

공공MCN
사업
BBC
World
News
CNN Int’l

34
억원

수량

영상시간

노출시간

2,500

300초

208시간

7,417

30초

61시간

7,240

30초

60시간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19-2020)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20)

또한, 국가이미지라는 것이 여러 다양한 복합적
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2020
년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이 우리나
라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가이미지(전반적 인상) 평가’는 전년도
대비 긍정응답 비중이 1.4% 증가하였으며, ‘한국인
에 대한 호감도’도 전년도 대비 긍정응답 비중이
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7> 참조).
특히, 2020년에 들어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도가 그간의 음악(K-Pop) 중심에서 한식(‘19 9.5%
→ ‘20 11.4%), 영화/드라마(‘19 4.8% → ‘20 5.3%),
K-뷰티(‘19 2.4% → ‘20 3.3%) 등 특정 분야에 편중
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은
그 동안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한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림 7>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 변화

이러한 높은 성과의 바탕에는 국내기관이 주도
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일반 공중이
직접적으로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
(two-way communication) 방식으로 함께 한국문
화를 알렸다는 데에 있다. 이지영(2019)의 연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성공에는 모바일과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비춰지는 이미지, 즉 네트워크-이미
지(network-image)의 형성이 의미 있는 역할을 수
행했다. 네트워크-이미지란 기존에 예술가의 의해
제작되는 예술이 아니라 생산자와 수용자가 구분
없이 함께 제작하는 예술의 개념을 의미한다. 예컨
대, 아미들이 방탄소년단의 공연영상을 재배포하
는 것에서 나아가 공연을 분석하고, 그들의 반응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형성된
다는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K-인플루언서 양성
사업과 공공MCN 통합채널 구축 및 운영사업은 한
국문화의 소비자들을 생산자의 영역으로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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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들의 관점을 반영한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한

를 거두었다.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PR 공공

국문화 교류에서 질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볼

MCN 사업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

수 있다. 나아가 한국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음과 같다.

통해 세계에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단순한 인

첫째, 외국인 PR네트워크의 구축

지의 수준에서 벗어나 세계인의 관점에서 긍정적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에

이고 호의적인 관계성을 구축하는데 다가간 것으

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K-인플루언서라고 불리

로도 이해될 수 있다.

는 외국인 PR네트워크의 구축이다. 2년간 2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튜버는 교육과정을 거쳐 다
양한 언어와 접근방식으로 한국을 알리고 있다. 효

결론

과적인 해외PR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언어와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1.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PR 공공 MCN 사업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고려했을 때 이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K-인플루언
서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다. 1천여 건의 넘는 K-인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의

루언서의 콘텐츠는 영어 외에 스페인어, 아랍어,

목적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진 쌍방향성, 탈국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비교적 다양한 언어로

경, 접근 편의성 등의 특징을 활용해 국가이미지

제작되었고, 내용 역시 현지국에서 인기를 끄는 한

제고를 위한 온라인 해외PR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국문화와 트렌드로 특화하였다.

것이다. 이를 통해 첫째,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인

구축된 외국인 PR네트워크는 우리가 전달하고

력을 발굴하고,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세계 각국을

자 하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요긴

아우르는 인적 교류망을 형성해 현지인의 시각에

하다. 집중교육생 100명이 평균 1천명의 구독자를

입각한 맞춤형 PR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둘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10만의 외국인 구독자

째, 민간영역에서 쉽게 다룰 수 없는 한국의 전통

를 상대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고, 공유가 활발

문화나 국가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한 SNS 플랫폼의 특성상 n차 확산이 가능하다는

제작 또는 재가공해 깊이 있는 한국문화를 전달하

점에서 정책PR 등 쉽게 유통되기 어려운 내용을

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문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했다는

화홍보원에서는 2020.3.17. ~ 2020.12.31.까지 약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K-인플루언서의 수

10여 개월에 걸쳐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을 운

가 늘어나고 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증가할수

영하였으며, 그 결과 양적ㆍ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록 개인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공공MCN을 활용한 해외홍보문화원의 한국문화PR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수 있는 오류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되어
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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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튜브라는 특정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도 상존한다. 실제로 유튜

둘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공PR

브는 2020년 하반기에 두 차례(11월 12일, 12월 14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국가, 문화 등에 관

일), 2021년 한 차례(5월 19일) 서비스 장애를 일으

심을 갖고 있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켜 코리아넷 라이브 방송이 중단되고, VOD를 볼

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공공PR의 수단으로 SNS

수 없는 등 불가항력적인 운영중단 사고가 발생했

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다. 해외PR에 적합한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트위

이용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유튜브를 활용할 수

터, 페이스북 등의 텍스트 기반 서비스이다. 이들

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해당 플랫폼의 서비

서비스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즉각적인

스 장애, 이용자 감소 등 위험요소에 대비해 VOD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각적

등의 서비스를 우회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나

인 전달이 어려워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

대안 플랫폼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있다. SNS 플랫폼 중 유튜브가 가장 많은 이용

거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이슈로 촉발된 비대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영상을 통해 메시

소통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

지와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적절히

있기 때문이다.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해외PR방안 수립이 필요하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문화홍보원 한국

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매체의 흐름에 발맞춰

문화PR 공공MCN 사업은 총 조회 수 1억 1천만 회,

해외PR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다양화하고, 단순

구독자 60% 증가, 누적 라이브 조회 수 1천 1백만

한 메시지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계형

회의 성과를 내며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성이라는 홍보의 근본적인 개념에 부합하기 위한

아니라 ‘참 이상한 나라’ 시리즈를 비롯해 한국형

다양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뉴딜, 탄소중립, 일본 강제징용문제 등 홍보하기

상황에서 공공MCN 외에 메타버스 등 새롭게 떠오

쉽지 않은 경직된 이슈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맞

르는 플랫폼에도 공공MCN의 사례처럼 선도적인

춰 가벼운 감성적 소구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단편

대응이 요구된다.

적인 문화PR의 수준을 넘어서 종합적인 국가이미
지 제고에 기여하는 질적인 성장의 가능성도 찾아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콘텐츠의
다각화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유튜브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

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해외PR은 충분한 효과를

을 통해 현지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동시

거둘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에 추진했던 방향은 민간영역에서 쉽게 다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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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통해 깊이

이었다. 공공외교의 개념이 출현하면서 우리나라

있는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것이다. 공공MCN 사업

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보다 확대된 영역의 해외PR

의 특성상 모객을 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하다. 커

제작은 필수적이다. 한국 고유의 놀이문화를 소개

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의 상

하는 코리아케이드, 한국의 대표 유튜버를 소개하

호전달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국가이미지 제고

는 스타라이브, 한글을 활용한 콘텐츠인 케이크로

를 위한 해외PR에 있어서도 이제 일반 공중을 대상

스워드퍼즐 등의 자체제작 콘텐츠는 라이브 채팅

으로 하는 G2C의 형식을 병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을 반영하는 쌍방향성을 가미해 라이브 채널에서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도 여론 주도층에게는 통

텐트 폴링의 역할을 하며 동시 접속자 확대에 기여

계자료, 데이터 등 팩트 위주의 객관적인 자료를

하였다.

제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미지 중심

그러나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해외문

의 감성소구 방식으로의 분리된 접근방식이 필요

화홍보원이 직접 제작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예산

하다. 또한, 미디어 믹스의 관점에서도 기존 레거

측면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 해당 분야를 전문

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전문가 기고, 우호적인 기사

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하고, SNS와 같은 신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콘텐츠의 깊이와 신뢰도를 높이고, 공

에서는 문화와 트렌드 같은 소프트한 내용을 담는

공MCN 운영차원에서 이를 해외PR의 형식에 맞게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접근방식

재가공해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

에 있어서는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관

면, 2020년 라이브 채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인 이

시기부터 문체부 산하의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미지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국악방송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영어로 번역하

긍정 이미지로 치환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PR전략

는 등 재가공해 서비스한 것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로 볼 수 있다. 해외진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하여 기관 간 관련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것 외

2. 후속 한국문화PR 공공MCN사업을 위한 제언

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해외PR 인프라 등을 적극
적으로 개발해 광범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품격을 높
이는데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문화PR 공공MCN

넷째, 해외PR방식의 전환

사업이 한 몫 했지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의

지금까지의 국가이미지 PR은 외교사절, 외신 등

K-Pop과 영화 기생충의 활약으로 세계를 휩쓸고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하는 G2G 또는 G2B 형식

있는 한류의 덕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해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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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홍보원의 한국문화PR 공공MCN사업의 효과와

둘째로, 콘텐츠의 내실화와 다각화를 추구할 필

관련해서는 추후 엄격한 실증연구 등의 방법을 통

요가 있다. 현재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한

해 추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콘텐츠는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제작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동 사업의 확

되고 있다. K-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대를 통해 한국문화PR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

경우 국적에 따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우선적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해

로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 언어 외의 다국적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첫째,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 및 질적 향상이 이

따라서 향후 더 많은 해외 시청자들을 유입시키기

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K-인플루언서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권의 해외 시청자들에게 친

집중교육생 100명이 제작한 영상은 1,090개로, 집

화적인 영상제작과 자막지원 등이 이뤄질 필요가

중교육생 1명은 교육기간 동안 평균 약 11개가량

있다. 단기적으로는 K-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주

의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교육생이

요 언어권으로 묶어 특정시간에 맞춤 편성하고, 유

2019년도 620명, 2020년도에는 1,224명인 점을 고

튜브 내의 CC자막 기능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려한다면 집중교육생 수 100명은 매우 적은 편이

모색하되, 장기적으로는 AI 번역서비스를 통해 자

라고 할 수 있다(집중교육생 비율: ‘19 16.1% →

동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 8.2%).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2021년도

마지막으로,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K인

집중교육생 수를 20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그들이

플루언서에 대한 현지 제작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있

2020년 기준 76개국에서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

다. 향후 더 많은 집중교육생들을 양성할 수 있다

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재외문화원 스튜디오는

면 교육과 경쟁을 통하여 한국문화 PR콘텐츠의 질

러시아, 일본, 캐나다, 터키, 브라질, 독일, 나이지

적ㆍ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인

리아, 벨기에 등 총 8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재외문

플루언서 집중교육생들의 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

화원의 스튜디오를 통해서 외국인 참여자의 영상

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후 방영권 구매에 이르기

제작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재외문

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화원 스튜디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더 많은 교

다. 이를 통해 K-인플루언서 개인 채널의 경쟁력을

육생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

높이고, 코리아넷 및 하위채널과의 콜라보 콘텐츠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작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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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depth study on the Public MCN Project for Korean Culture PR was conducted by the
Korea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KOCIS) in 2020. The focus was on the K-influencer program,
which recruits non-Koreans fans of Korean culture and fosters PR experts in Korean culture, to
measure the effect of Korean content customized for overseas markets. In addition, the research
looked at the potential of overseas promotion using public MCN based on the organization and
features of livestream channels and subchannels, content on traditional Korean culture led by
government policy, number of views, and trends in subscriber growth. The cost effectiveness of PR
for Korean culture was gauged using the legacy of traditional media and public MCN operations.
In conclusion, the review of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the public MCN project led to the proposal
of policy tasks seeking to expand and further develop operations of the project. Because studies
on PR for Korean culture are non-existent, especially given the lack of related case studies abroa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not only on PR official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but
also scholars and industry representatives interested in public MCN in the belief that the research
can provide useful policy and practical assistance to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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