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6일 첫 방송한 JTBC의 예능프로그램 제목입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크리에이터인 이유가

바로 JTBC 예능 랜선라이프가 기획된 배경입니다.

랜선라이프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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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포맷의 광고가 대세로 자리잡은 현재
스마트폰, DSLR 등 동영상 촬영기기가 보편화된 요즘

인터넷 가능한 PC가 있다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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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최근 강화된 저작권 가이드라인으로
수익창출 조건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시장은 본질적으로 아이돌 경쟁 시스템과 같습니다.

근데 돈 버는 크리에이터는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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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은 비즈니스입니다.
즉, 다수를 경쟁시켜 성공하는 소수만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연예기획사 연습생 = MCN 소속 크리에이터

MCN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

4



집을 사무실 겸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조명, 카메라, 음향장비, 고사양 편집 PC를 구비했지만
생산하는 콘텐츠 대비 수익은 ....... 거의 제로(적자)

실제 유튜버로 활동하는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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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 가수 홍진영, 아이돌 엠블랙 출신 지오, 개그맨.... 등등

- 일반인 크리에이터가 설 자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

1인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이 넘쳐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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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나에게만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쉬워 보이는 곳에 관심 갖는 건 아닌지.......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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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으로 큰 수익을 위한 다면 위험합니다.
좋아하면 오래 버틸 수 있고, 오래 버티다 보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소확행 등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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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상황 :
게임, 요리, 뷰티, 리뷰,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음

2) 시장 문제 :
시장을 선점한 상위 크리에이터외에 모두 식상한 콘텐츠

3) 해결 방법 :
기존 크리에이터가 하지 않은 영역을 찾아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차별화 시켜라.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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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법알못 가이드
저작권 등 생활법률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도 크리에이터를 통해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1~4장,7 장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5장, 6장 이미지 출처 : 직접 촬영

8장 : 인터넷 검색
제작 : 김형주

http://iamnot1ant.tistory.com
iamnot1ant@gmail.com

이미지 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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