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베트남 MCN 사업 발전 동향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CO NTENT INDUSTRY TREND OF VIETN AM

구분 (장르)

제목

베트남 MCN 사업 총괄
1. 베트남 MCN 사업 관련 법률 체계
2. 베트남 MCN 시장 현황

테마

2021 년 08 호

Key Word
MCN 법률 / 무역법
/ 사이버 보안법 / MCN 시장 규모
/ MCN 네트워크 / 유튜브 버튼
/ MCN 플랫폼
/ 베트남 대표 로컬 MCN 회사 /
수익 분배

리포트
베트남 MCN 시장의 발전 동향
1. 베트남 MCN 시장 발전 및 확대 요인
2. 베트남 MCN 시장 발전의 애로 사항
3. 베트남 MCN 시장의 발전 전망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 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1.09.02.

사용자 수 / 수익 / 애로 사항
/ 규제 / 잠재력 / 의존성
/ 전망 콘텐츠 / 플랫폼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8호)

테마 리포트
I.

베트남 MCN 사업 총괄

작성 순서
1. 베트남 MCN 사업 관련 법률 체계
2. 베트남 MCN 시장 현황
1) 베트남 MCN 시장 규모
2) 베트남 콘텐츠 산업 장르별 MCN 시장 현황
3) 베트남 내 대표 로컬 MCN 회사

1

베트남 MCN 사업 관련 법률 체계
관련 법률① 무역법(2005 년)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이하 'MCN') 사업자는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함. 2005 년 제정된 베트남 무역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르면, 무역 중개 활동의 참가
주체는 사업자로, 서비스 임차자나 제삼자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적 자격이 있어야 함.
 무역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을 포함함.
‥ (1) 합법적으로 설립된 경제 조직.
‥ (2) 사업자 등록을 통해 독립적으로, 정기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개인.
‥ (3) 전문적인 방식으로 상업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거래자인 중개자. 그 중개자는
자체 본부와 독립적인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기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MCN 관련 당사자의 업무 수행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무역 중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는 당사자들의 계약이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임차자 사이의 계약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계약, 무역 중개 계약, 판매 위탁 계약, 무역 대리점 계약 등이 있음.
 중개 계약의 경우, 베트남 무역법은 이 계약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역법 제 76 조 제 1 항에
따라 중개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 등 구체적인 의사 표시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관련 법률② 사이버 보안법(2018 년)
 2018 년 제정된 사이버 보안법은 2019 년부터 정식 발효되었으며, 베트남 MCN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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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 사업자는 정보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거나 불법 정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함.
사이버 보안법 제 8 조는 반국가적 활동, 역사 왜곡, 허위 사실 유포, 성매매 및 사회악 폐습 활동,
부도덕하고 불법한 행위 및 사해 행위 전파, 인터넷 운영 방해 소프트웨어의 제작·사용 등과 같은
인터넷에서의 금지 행위들을 규정함.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반하면, 공안부 산하 사이버 보안 기관 또는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국내외 기업들은 단체나 개인에게 부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함.
 사이버 보안법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 중 하나는 어린이 보호에 관한 규정임. 제 29 조는 어린이가 사이버
공간에 참여할 때 정보의 접근, 오락 활동 및 사회 활동 참여, 개인 비밀 및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널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위인 MCN 사업자와
관계자들이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콘텐츠 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어린이 유해 콘텐츠가
포함된 정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임.
관련 법률③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정보의 관리, 제공, 이용’에 대한 정보통신부 시행령 제 02 / VBNH-BTT 호
 본 시행령은 인터넷상에서 사회 질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윤리, 미풍양속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 규정임. 특히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조됨.
 또한, 본 시행령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 관리에 대한 특별 조건을 설정해,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나아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수집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다른 조직,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함.
관련 법률④ 광고법(2012 년 제정, 2018 년 개정)
 2012 년 제정되고 2018 년 개정된 베트남 광고법은, 광고에서 금지되는 일부 제품, 상품 및
서비스(제 7 조)와 광고 수령자의 권리와 의무(제 16 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광고법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진실성이 없는 광고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기여함.
 한편 MCN 은 채널 소유자를 대신해 광고 계약을 관리하고 협상하는 단위로,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많은 국내외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 광고를 위법한 유해 동영상에 붙인 사례를 적발해 왔음.
이 동영상들이 베트남 유튜브에서 노출되면서 발생한 광고료가 반국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흘러가,
유튜브가 반국가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를 초래함.
 정보통신부는 국유 은행, 해당 국가 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튜브와 구글의 광고 활동, 광고 자금
흐름을 지속해서 엄격 관리하고 있음. 또한 광고법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객의 불만 사항으로부터 MCN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관련 법률⑤ MCN 과 세금 문제
 MCN 은 세금 문제에 관해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 결의 제 181 / 2013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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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을 추가, 보완한 개정안에서는 광고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통신부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의 광고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새로 제안함.
 이에 따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조만간 베트남 법률과 조세 기준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부는 광고법의 세부 규정이 글로벌 플랫폼 광고 수익에 대한 세수
결손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MCN 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채널 소유자들의 세금 및 소득 조항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음.
구글과 유튜브는 자신들의 파트너 프로그램(YPP)1)에 가입한 크리에이터(창작자)의 세금 정보 수집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또한 콘텐츠 사업자의 유튜브 수익에도 미국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음.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경우,
소속 MCN 에 지급되는 채널 수익금에 징세함. 구글은 크리에이터의 애드센스(AdSense)2) 계정에
기재된 세금 정보를 사용하여 크리에이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계산함. 여기에는 제휴사가 아닌 계정에 연결된 그 밖의 개별 채널 또는 콘텐츠 소유자 역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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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MCN 시장 규모
베트남 MCN 시장 개요
 정의: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Channel Network, MCN)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영상 플랫폼과 제휴한 제삼자 서비스 제공 업체로, 시청자층 개발, 콘텐츠 편성, 크리에이터
협업,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 창출 또는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분: MCN 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채널 유형을 가질 수 있음.
‥ (1) 제휴 채널(Affiliate Channel(AC), 회원 채널 관리): MCN 에서 대규모로 관리하고 있지만,
제휴 콘텐츠 소유자에게 속한 채널. (이때 MCN 은 콘텐츠를 소유하지 않고 관리만 담당함)
‥ (2) 소유 및 운영 채널(Owned & Operated Channel, O&O): 파트너가 소유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채널. 즉, 파트너가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널 운영(예: 동영상 업로드)을 매일 적극적으로 관리함. 이는 파트너가 O&O 채널에
업로드한 콘텐츠가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 플랫폼의 적절한
기능을 사용해 콘텐츠를 이용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까지를 책임지고 있음을 의미함.
 MCN 은 동영상 플랫폼의 관리 시스템과 채널 소유자 사이의 중간 연결자임. MCN 은 기업으로서
일하며, 플랫폼에서 계정을 설정함. MCN 은 그들과 계약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계정에 추가할
수 있음. 플랫폼은 사용자와 계정 소유자에게 수익 창출(동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 차단(동영상
1)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outube Partner Program - YPP):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지원팀에 직접
문의하는 등 YouTube 리소스와 기능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음.
2) 애드센스(AdSense): 광고주를 위한 애드워즈(AdWords)와 대비되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 웹사이트 소유자는 애드센스에
가입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구글과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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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차단), 추적(재 업로드 및 불법 복제에 대한 분석) 등을 허용함.
 MCN 은 유튜브 채널 수요자의 애드센스 계정으로부터 수익 일부를, 또한 채널 소유자를 지원하는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른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자의 광고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게 됨.
채널 소유자를 지원하는 부가 서비스에는 고품질 동영상 및 출판 지원, 광고를 통해 채널 소유자를
위한 수익 창출 및 이용자에게 콘텐츠 배포, 현대적 제작 장비와 시설 마련, 기존 레거시 미디어
매체 및 유명인과 연결, 저작권이 있는 음악 사용 관련 라이선스 관리, 라이브 이벤트 참여, 무역
관리 등이 있음.

Youtube

TikTok

 POPS Worldwide 가 2008 년
유튜브와 첫 번째 협력한 베트남
MCN 이 되었음.

 2019 년 10 월, 일부 베트남

Instagram

Facebook

 최근 마케팅 인플루언서의 인

 2017 년, 베트남 MCN 이 '페

기로 인스타그램 내 MCN 이

이스북 게이밍' 분야에서 페이

발전하고 있음.

스북과 손을 잡음.

MCN 은 틱톡의 파트너가 됨.

|표1| 베트남 내 대표적 MCN 플랫폼∣※출처: VIRAC 자체 조사

대표 MCN① 유튜브 플랫폼 MCN 규모
 유튜브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및 검색 플랫폼 중 하나임. 특히 최근 몇 년간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이 되면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룸. 유튜브는 잠재적 고객군이 접근 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기업 및 브랜드에게 중요한 소셜 미디어로 자리함.

 유튜브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플랫폼.

 베트남인 매일 평균 2 시간 유튜브
시청. (유튜브 2020 통계)

 12 만 명의 베트남인이 유튜브에
동영상 제작을 신청함.

 그 중 1 만 5,000 채널이 광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350 채널이 수백만 명의
구독자 보유. (정보통신부 2020 자료)

 베트남에서 2020 년 4,500 만 명이
유튜브를 시청했음.

 이는 베트남 인구의 거의 50%에
해당함. (유튜브 2020 통계)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 증가 속도가
300% 이상.

 시청률은 매년 85% 이상 증가.
SNS 이용 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의 58%가 유튜브를
통해 제품 구매.

|표 2| 베트남 내 유튜브 관련 주요 수치∣※출처: VIRAC 자체 조사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베트남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의 추산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튜브 이용자 수는 2025 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지난해 이용자 수가 6,590 만 명이었으며, 2025 년엔 7,544만 명으로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Z 세대(1996∼2010 년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유튜브는 두 번째 인기 소셜 네트워크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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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트남 유튜브 앱 사용자 수 전망 (2017∼2025f년)

∣※출처: VIRAC 자체 조사

 유튜브의 커뮤니티 조항에 따르면, 최근 12 개월간 동영상 유효 시청 시간 4,000 시간 이상,
구독자 수 1,000 명 이상, 그리고 실제 조회 수3) 1만 건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튜브 계정만이
수익 창출 자격이 있다고 밝힘.
 또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의 수입은 조회 수 뿐 아니라 제품 홍보, 동영상 광고 등에 의존함.
연간 1 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는 채널 숫자가 매년 50% 증가하고 있으며, 10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들이 각 동영상에 2,000 달러의 브랜드 스폰서를 받고 있음.
 유튜브 규정이 기본적으로 간단한데다,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직업 유튜버까지 등장함에
따라,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음.
 지난해 말, 구글이 발표한 유튜브 채널 Top 10 엔 엔터

3) 실제 조회 수: 공식 출처에서 나오는 조회 수. 유튜브에서 검색, 동영상에 대한 유튜브 제안, 유튜브의 ‘트렌딩’ 탭 등에서 동영상
보기 클릭, 페이스북, 웹사이트 등과 같은 유튜브 외의 SNS에서 동영상 보기 클릭, 기타 동영상에 붙이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광고를 통해 해당 유튜브 보기 클릭 등. 이러한 출처 외에 다른 조회수는 가상 조회 수, 스팸 조회수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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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인먼트, 라이브 스트리밍, 코미디, 패러디 등의 채널이 주를 이룸. 이 중 적게는 1 백만∼2 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장 많게는 1 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매년 수십억 동에서 수백억 동의 수입
을 얻고 있음.
 유튜브는 현재도 매우 잠재력이 큰 플랫폼이지만, 베트남에서 유튜브와 연결된 MCN 은 아직
저개발 상태. 2019 년 5 월까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구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YEAH1, POPS, 미튜브, 디엔 꾸언, BHMedia 등 총 5 개의 MCN 이 있음. 유튜브는 13 만 개의
베트남어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반면에, 베트남 MCN 들은 약 6,000 여 개의 채널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베트남 인기 유튜브 채널 총 조회 수 순위 (2020년 12월 기준)

∣※출처: VIRAC 자체 조사

 지난해 2 월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의 통계에 따르면, POPS Kids 와 POPS Music 이 각각
97 억 3,000 만, 66 억 9,000 만 조회 수를 기록해 조회 수 최다 채널 1, 2 위에 오름. POPS 는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5 대 MCN 중 하나임.
 유튜브 플랫폼에서 MCN 의 유지 방식은 주로 광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 현재 대부분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수익 창출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한 기업의 MCN 에 가입해야 함.
유튜브가 MCN 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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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베트남 MCN을 통해 브랜드로부터 유튜버까지의 자금 흐름

∣※출처: VIRAC 자체 조사

 MCN 을 통해 채널을 개발할 경우, 광고 자금 흐름은 광고 수요가 있는 브랜드에서 유튜브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광고를 배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MCN 과 유튜브는 45:55 의 비율로 광고 수익을 배분하며, 유튜브는 구글을 통해 MCN 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함. MCN 은 유튜브로부터 받은 매출액의 5∼30%를 떼고, 남은 몫을 유튜버들에게 지급함.
 유튜버들이 받는 광고 수익은 브랜드가 유튜브 광고에 지출하는 총액의 38.5∼52.25% 정도임.
또한, 채널 소유자들은 브랜드와 광고주의 상품을 비디오에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베트남은 현재 유튜브 시청 시간 기준으로 세계 4 위 국가로 성장했으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MCN 들은 유튜브와 콘텐츠 제작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지속 투자를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형적인 MCN 으로 미디어 기업 YEAH1 이 있음.
 SNS 통계 제공 사이트 소셜 블레이드(Social Blade)의 지난해 10 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평균
구독자가 100 만 명이고 월평균 조회 수가 1,250 만 회인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은
월 3,200~5 만 700 달러(7,450 만~11 억 8,000 만 동) 수준. 구독자 400 만 명에 월평균 조회수
6,450 만 회 채널의 경우에는 월 1 만 6,100~25 만 7,700 달러(3 억 7,500 만~60 억 동) 수준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스태티스타의 2018 년 통계는, 베트남 SNS 를 통한 광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광고 지출
비용 규모가 12 억 달러(2018 년)에서 2022 년 14억 3,000 만 달러로 증가할 전망인데, 이 같은
광고비 증가세를 겨냥해 베트남 MCN 들이 채널망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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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베트남 대중 매체에 광고 지출 전망 (2018년-2022f년)

∣※출처: VIRAC 자체 조사

 하지만 해외 주요 MCN 들도 베트남에 진출해 있어, 베트남 MCN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경쟁의 우위에 서기 위해 MCN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지원을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한편, 유튜브는 MCN 과의 정책 조율과 크리에이터들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음. 많은 MCN 들이 유튜브로부터 면허를 정지 당하는 사례가 생기고,
심지어 10 년 이상 유튜브와 연결됐던 MCN 들도 이런 상황을 피하지 못함.
 현재 베트남에서 MCN 이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수익 비율이 점점 높아져, MCN 시장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음. 예전에는 유튜브 매출액의 65∼70%를 지급했지만, 현재는
90~95%까지 증가한 상태며, 대형 채널 입장에서는 100%까지 갈 수도 있음.
대표 MCN② 틱톡 플랫폼 MCN 규모
 2019 년 4 월 말 공식 출시한 틱톡은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SNS 중 하나가 되었음.
 지난해 6 월 기준으로, 14∼30 세 사용자가 틱톡 계정의 32%를 차지함. 전세계적으로 틱톡
사용자의 50%가 34 살 미만이며, 26%가 18∼24 세인데 베트남 역시 이 연령대에서 틱톡을
가장 많이 사용함. 틱톡은 현재 75 개 언어를 제공하며 전 세계 150 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베트남 Z 세대(1996∼2010 년생) 선호 플랫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기준으로 틱톡이 페이스북(98%), 유튜브(85%), 잘로(Zalo, 73%)에 이어서 56%로 4 위를 차지함.
 베트남 게임 업체 아포타(Appota)가 발표한 올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틱톡은 지난해 아이폰(iOS) 앱스토어 다운로드 1,600 만 건, 성장률 160%를 기록해 인기를 증명함.

8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8호)

|그림 5| 베트남 아이폰(iOS)의 틱톡 앱 다운로드 수 (2020년 1월 ∼ 2021년 2월)

∣※출처: VIRAC 자체 조사

 아이폰(iOS)과 안드로이드 모두를 포함하면 현재 베트남에서 틱톡의 다운로드 순위는 3 위. 틱톡은
Z 세대(1996∼2010 년생)와 Y 세대(1981~1995 년생)에게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스태티
스타의 올해 2 분기 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SNS 로 Z 세대 사용자의 56%, Y 세대 사용자의
45%가 틱톡을 꼽음.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에서도 틱톡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매월 평균 1,250 만 명의 사용자가 활동하는 틱톡은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스태티스타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SNS 사용자 수는 2017 년 104 만 명에서
2020 년 1,670 만 명으로 16 배 증가했고, 이후 사용자 수가 1,700 만 명 이상으로 증가함.

|그림 6| 베트남 틱톡 앱 사용자 수 전망 (2017년 ∼ 2025f년)

∣※출처: VIRAC 자체 조사

 또한 스태티스타의 SNS 광고 효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이어 3 번째로
광고 효율이 높은 SNS 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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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틱톡 애즈(TikTok Ads)는 지난해 상반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해외 광고 플랫폼임. 틱톡
애즈를 통해 발생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비율이 지난 1 년 동안 175% 증가했으며, 특히 게임 및
논게임(non-game)4) 애플리케이션 그룹의 다운로드 비율을 주도함.

2020년 자체 기반으로 발생한 앱 다운로드 최고 해외 광고 네트워크∣※출처: 베트남
게임업체 아포타(Appota)

 베트남에서는 페이스북이 여전히 지배적인 SNS 이지만, 앞으로 Z 세대에게는 틱톡이 보다 미디어
캠페인에 적합하고 잠재력이 큰 SNS 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최근 틱톡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대상자의 80%가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언급할 때, 오락 및
창작 요구를 충족하는 플랫폼으로 틱톡을 선택함. 사용자의 96%가 틱톡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으며, 90%는 광고를 본 후 제품을 알아보거나 구매할 것이라고 답함. 또한, 틱톡 사용자의
75%가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그 중 50%가 자녀가 있음. 이 사용자들은 구매력이 높아
많은 브랜드(플랫폼)들이 선호하는 타깃임.
 Vinfast(자동차), Sendo(전자상거래), Colgate(치약), Bobby(기저귀), Vinamilk(우유), PUBG
(게임) 등과 같은 인기 브랜드들은 빠르게 유행을 따라가고 있음. 예를 들면, <PUBG Mobile
Vietnam> 게임은 틱톡에 ‘#chaybodensang(아침까지 달리다)’ 해시태그와 함께 베트남 젊은
인기 가수 잭(Jack)이 참여한 런닝 챌린지 캠페인을 펼침. 캠페인에 참가한 영상 중 우수작은
가수 잭(Jack)의 사인이 있는 상품이나 <PUBG>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상품을 받을 수 있음.
이 캠페인은 6 일 만에 4 만 명이 시청했으며 2 억 2,900 만 회의 조회 수, 1,440 만 건의 반응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다른 플랫폼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엄청난 성과임.
 이용자 수의 증가 잠재력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틱톡은 SNS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이기도 함. MCN 은 기업, 브랜드 등과 수익 창출을 원하는 사용자를 연결하는 중간
4) 논게임(non-game) : 비디오 게임, 장난감, 애플리케이션의 경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하나. 기존 비디오 게임과 논게임은 목적, 목표,
도전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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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이며,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교육하고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틱톡의 MCN 운영 방식은 유튜브와 유사하며, MCN 채널 매출에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감. 분배
요율을 개별 협의하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음. 매출 극대화를 위해 사용자는 브랜드 홍보,
공동 판매, 틱톡 서비스 제공, 팔로우, 뷰, 상호 작용 증가, 틱톡 비즈니스, 수익을 위한 틱톡
라이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2. 베트남 콘텐츠 산업 장르별 MCN 시장 현황
장르① 음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현재 Son Tung M-TP Official 채널을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한 음악
유튜브 채널로 꼽고 있음. 현재 이 채널은 전체 조회 수 20 억 건, 구독자 1,000 만 명을 돌파한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버튼에 도달할 시기가 임박함(최초의 다이아몬드 베트남 음악
아티스트가 될 예정). Son Tung M-TP Official 채널의 주요 콘텐츠는 EDM, 댄스 팝, 현대
R&B 곡 등임.
 현재 유튜브 Son Tung M-TP Official 채널은 미튜브 네트워크(METUB Network)와 협력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은 미튜브 네트워크 유통망 강화와 음악 홍보에 이바지하면서, 아티스트가 더 많은
시청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국내외 음악 상품을 개선하는 발판이 되고 있음.
 다음으로 POPS 네트워크가 보유, 관리하는 POPS Music 채널이 주목을 받음. POPS Music 은
2007 년부터 베트남 인기 가수나 아티스트들의 파트너로 활동해 왔으며 팝, 볼레로(Bolero),
EDM, 리믹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음.
 마지막으로 주목할 콘텐츠는 ‘대세 유튜버’ Hau Hoang 이 올린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로,
이 동영상의 조회 수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1, 2 위 채널을 합친 조회 수보다 더 많음.
Hau Hoang 의 <CHỊ EM CÂY KHẾ> 동영상이 1 억 뷰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 Hau
Hoang 채널은 조회 수 1 억 회 이상의 동영상 7 개, 조회 수 5,000 만 회 이상을 기록한 동영상을
11 개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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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구독자

평균 조회 수

Son Tung M-TP Official

937 만 명

3,720,000 건

POPS Music

891 만 명

7,520,000 건

Hau Hoang

735 만 명

47,990,000 건

J97

565 만 명

7,690,000 건

K-ICM Official

476 만 명

109,470 건

Nguyen Huong Ly Official

429 만 명

569,330 건

Den Vau Official

370 만 명

10,480,000 건

Giong Ca De Doi

336 만 명

27,600 건

Nam Viet Music

329 만 명

22,680 건

|표 3|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베트남 유튜브 음악 채널 TOP 9
(2021 년 6 월 기준)∣※출처: VIRAC 자체 조사, Noxinfluencer

 일반적으로, 온라인 음악 뮤직비디오는 음악가들이 빠르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콘텐츠임. 온라인 음악 홍보는 뮤직비디오 외에도,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와
유튜브 커넥트(Youtube Connect) 등이 인기가 있는데, 이는 음악 창작과 동시에 시청자에게
즉시 다가갈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기 때문임.
 이런 방법들은 가수, 음악가들에게 제작비 절감뿐 아니라, 거리 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줌.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MCN 회사는 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하여 음악 장르의
잠재력을 활용함. 민(Min), Son Tung, Phuong Ly, Toc Tien, SooBin Hoang Son 등 재능 있는
젊은 가수들과의 성공적인 협력으로 성장한 MCN 회사가 바로 미튜브 네트워크임.
장르② 예능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수용 방식 모두를 변화시킴. 요즘 유튜브에
서도 좋은 콘텐츠와 인기 케이블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현상이 되고 있음.
 시청자들이 전통 방송 채널 대신 유튜브를 선택하는 것은 정해진 방송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임. 이는 지속 노출을 원하는 광고주들이 전통 방송 채널보다 유튜브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이기도 함. 게다가, 광고 비용은 TV가 유튜브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유튜브를 자신의 전략적 광고 채널로 선택하고 있으며, 그만큼 TV 광고가 줄어들고 있음.
 현재 MCN 채널은 예능 프로그램 분야에서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 대표적 기업 POPS 는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채널인 POPS Kids 를 가지고 있음.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과 음악은
물론이고 도라에몽(Doraemon), 포켓몬(Pokemon), 톰&제리(Tom & Jerry), 벤텐(Ben 10) 등
인기 캐릭터들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채널 구독자는 1,000 만 명이 넘고, 조회 수는
9 0 억 회 이상이며 FAP TV 에 이어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버튼을 획득한 유튜브 채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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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구독자

평균 조회 수

POPS Kids

1,360 만 명

7,200 건

FAP TV

1,260 만 명

3,760,000 건

Vie Channel – HTV2

911 만 명

129,260 건

HTV Entertainment

651 만 명

12,730 건

Like Nastya VNM

598 만 명

1.530,000 건

DIEN QUAN Comedy

584 만 명

61,950 건

DIEN QUAN Entertainment

553 만 명

10,620 건

ANTV – Truyen hinh Cong an Nhan dan

457 만 명

7,100 건

THVL Giai tri

452 만 명

5,810 건

|표 4|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베트남 유튜브 예능 채널 TOP 9 (2021 년 6 월 기준)

∣※출처: VIRAC 자체 조사, Noxinfluencer

장르③ 드라마·영화
유튜브 채널

구독자

동영상 수

Vie Channel

932 만 명

7,901 개

Ghien my go

643 만 명

888 개

Tran Thanh Town

500 만 명

458 개

La La School

494 만 명

885 개

DIEN QUAN Film

431 만 명

4,179 개

Yeah1TV

392 만 명

2,433 개

Gino Tong

362 만 명

289 개

Thu Trang Official

296 만 명

293 개

FAP TV

128 만 명

544 개

|표 5|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베트남 유튜브 드라마∙영화 채널 TOP 9 (2021 년 6 월 기준)

∣※출처: VIRAC 자체 조사, Noxinfluencer

 드라마·영화 분야의 유튜브 채널들은 주로 학생, 청소년, 직장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편
영화를 제작하면서 유머 요소를 섞어 시청자들을 사로잡음. 상위권 채널들 모두 100 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비디오 업로드 빈도가 높음. 콘텐츠는 항상 추세에 따라 업데이트되는데,
이들 채널 뒤에는 베트남 대형 MCN 이 있음.
 미튜브 네트워크 는 현재 FAP TV, Tran Thanh Town 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 개발하고 있음.
Gino Tong 채널은 YEAH1 TV 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유튜브 채널을 보유한 MCN 회사로
는 디엔 꾸언 필름, Vie Channel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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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④ 온라인 게임
유튜브 채널

구독자

동영상 수

Cris Devil Game

987 만 명

1,023 개

RedhoodVN

588 만 명

368 개

Mixigame

549 만 명

1,468 개

SlenderMan

535 만 명

1,734 개

AS Mobile

533 만 명

2,783 개

Meu Channel

519 만 명

470 개

Lien quan mobile esport

433 만 명

4,525 개

Mobile MOBA Viet

423 만 명

4,765 개

Pew Pew

363 만 명

2,082 개

|표 6|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베트남 유튜브 온라인 게임 채널 TOP 9 (2021 년 6 월 기준)

∣※출처: VIRAC 자체 조사, Noxinfluencer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987 만 명을 보유한 크리스 데빌 게임(Cris Devil
Game) 채널은 인기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표정 왕’ 크리스의 유머와 풍부한 표정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 새롭고 재미있는 게임 타이틀과 공포 게임까지 리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젊은 이용자층이 좋아함.
 RedhoodVN, SlenderMan, Meu Channel 은 2017 년 설립된 채널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Minecraft)> 게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로 트롤(troll, 온라인 신조어로
관심을 끌기 위해 상대방을 도발하는 행위) 비디오를 가지고 있어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함.
그 외 다른 게임 채널로는 <아레나 오브 발러(AOV)>, <PUBG> 등이 있으며, 게임 인기와 함께
발전하고 있음.
 온라인 게임 채널은 주로 청소년과 젊은 층이 구독함. MCN 회사와 유튜버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YEAH1 네트워크는 현재 Meu Channel, Thanh Trung
Game, Vietnam Esports TV, MK Gaming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튜브 네트워크는
ViruSs, Linh Ngoc Dam, Nabee, Ohsusu, Milona 등 온라인 게임 유튜브 채널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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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내 대표 로컬 MCN 회사
베트남 MCN 시장 매출 및 수익 통계표

|그림 7| 베트남 대표 MCN 순 매출 (2017∼2020년)∣※출처: VIRAC 자체 조사

|그림 8| 베트남 대표 MCN 순이익 (2017∼2020년)∣※출처: VIRA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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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MCN 회사① YEAH1 네트워크
기업명

YEAH1 네트워크

전화

+84 (0)28 730 06071

이메일

support@yeah1network.com

사이트

https://yeah1network.com/vn

주소

베트남, 호치민 시, 3군, Nam Ky Khoi Nghia Street
258

 기본정보
‥ YEAH1 네트워크(Y1N)는 유튜브, 페이스북, 데일리모션(DailyMotion),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채널 네트워크 시스템. 아시아 1 위
네트워크이며, 2017 년에는 조회 수 1 위를 차지함.
‥ YEAH1 네트워크의 주 활동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뷰티, 게임, 음악, 테크/푸드, 브이로그, 키즈 등.
‥ 수익 분배 비율: 7:3
 통계 수치

|그림 9| YEAH1 네트워크 보유 통계 수치∣※출처 : VIRAC 자체 조사

|그림 10| 2020년 아시아∙태평양 권역 동영상 시청자 수 기준 상위 7개
미디어 플랫폼∣※출처: VIRAC 자체 조사, Tubular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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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 월 튜브러 랩(Tubular Labs) 차트에 따르면, YEAH1 네트워크는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SNS 플랫폼 동영상 시청률 상위 기업 중 7 위를 차지함. YEAH1의 위 순위에는
SBS(한국), GMA(필리핀), CJ E&M(한국), GMM Grammy(태국) 등 대형 미디어 그룹이
있음. 이 차트는 1 인당 시청률(unique viewers)로 집계하였는데, 7,270 만 명 조회 기록은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의 90%가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수치임.
 YEAH1 네트워크 가입 조건
‥ 월 조회 수: 100 만 건 이상
‥ 창의적 콘텐츠
‥ 유튜브의 규정 준수
 제공 플랫폼: YEAH1 네트워크는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음.
‥ 페이스북 플랫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YEAH1 eDigital 은 파트너 페이스북 팬 페이지
10 여 개와 자체 팬 페이지 80 여 개를 관리하면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웹사이트 광고 플랫폼(웹사이트): YEAH1 eDigital 은 100 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관리함. YEAH1 eDigital 의 지난해 매출은
100 억 동, 순이익률은 50%였음.
‥ 유튜브 플랫폼 :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순이익률이 40%에 가까운 채널이 200 개를 넘었으며,
지난해 누적 조회 수가 370 억 회까지 증가함.
 경영 모델
‥ YEAH1 네트워크는 윈-윈(win-win) 원칙을 지키며,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또는 콘텐츠 제작자를
찾아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함.
‥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창작자 또는 채널은 시청자를 유치하기 위해 YEAH1 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YEAH1 네트워크는 콘텐츠 스토리지로부터 광고주 발굴, 콘텐츠
저작권 보호, 상호 촉진 광고(cross-promotion), 대상 시청자 확대, 스폰서 발굴,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등의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그 후 YEAH1 네트워크가 올리는 수익은
다음의 두 가지임. (1) 유튜브에서 공유한 수익(55%), (2) YEAH1 네트워크의 멀티 채널
동영상에 등장하고자 하는 광고주 및 브랜드에게 직접 광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수익.
 YEAH1 네트워크와의 협력 이점
‥ 수익 분배 비율이 높은 편 (최고 85%)
‥ 유튜브 채널 관리 유료 도구인 ‘SEO tubbuddy’를 무료 제공
‥ 가입 후 30 일 이내 빠르고 투명한 결제
‥ 구독자 수백만 명과 트래픽을 보유한 웹사이트나 시스템에서 집중 홍보
‥ 36 만 여 곡의 음원 제공
‥ 이메일, 라이브 채팅, 핫라인으로 신속한 지원
‥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인기 브랜드로의 접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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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M5)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광고 유통 지원
‥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YEAH1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가입 가능
 YEAH1 네트워크의 협력사

|그림 11| YEAH1 네트워크의 협력사∣※출처: VIRAC 자체 조사

대표 MCN 회사② POPS 네트워크
기업명

POPS 네트워크

전화

+84 (0)28 629 21652

메일

support@popsww.com

사이트

https://popsww.com/vi/platform

주소

베트남, 호치민 시, 10군, Cach mang Thang 8 Street 285
Viettel 빌딩

 기본 정보
‥ POPS 네트워크는 2012 년 유튜브 최초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베트남 5 대 채널 네트워크 중
하나이자 ‘POPS 어워드’를 보유한 베트남 대표 로컬 MCN 회사. 구글 플레이(Google
Play), iOS 앱스토어, 스마트 TV, 웹사이트 등 모든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음.
POPS 네트워크는 지난 13 년 동안 시청자와 브랜드를 연결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에 항상 선두 주자였음. FAP TV 가 구독자 1,000 만 명을 돌파해
유튜브 다이아몬드 버튼을 베트남에서 최초 보유한 채널이 됨. 또한, 최근 POPS 네트워크
산하 POPS Kids 채널이 다이아몬드 버튼을 두 번째로 획득함.
‥ 현재 POPS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만화,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음악, 드라마
시리즈, 어린이 콘텐츠, 블로그, 자체 제작 상품 등을 망라함.
‥ POPS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 콘텐츠 출시 및 유통, (2) 콘텐츠 제작,
(3) 브렌드 솔루션, (4) 인재 육성, (5) 행사 개최, (6) 만화 콘텐츠 제작 등임.
‥ 수익 분배 비율: 9:1

5) CPM: CPM은 1,000회 노출 당 비용을 의미하는 ‘cost per 1,000 impressions’의 약자. CPM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는
광고가 1,000회 게재될 때 지급하려는 금액을 설정하고 광고를 게재할 특정 광고 게재 위치를 선택하고 광고가 게재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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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수치

|그림 12| POPS 네트워크 보유 통계 수치
※출처: VIRAC 자체 조사

 POPS 네트워크 가입 조건
‥ 저작권을 확보한, 창의적이고 좋은 콘텐츠 보유.
‥ 중복되지 않으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보유.
‥ 구독자 1,000 명 이상과 12 개월 이내 4,000 시청 시간을 기록한 채널에 한정하여, 유튜브
수익 창출 기능이 있는 채널 제공.
 유튜브 상 POPS 네트워크 보유 채널
‥ 현재, POPS 네트워크는 유튜브에 14 개 이상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 최고 콘텐츠
제작사 파트너와 연예인들의 600 여 개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POPS 네트워크가
소유한 유튜브 채널들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요
 POPS Music: 66 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7,500 만 팔로워를 보유한
베트남 1 위 음악 채널.

인기 채널

 POPS Kids: 어린이(3∼7 세)를 위한 최고의 안전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 채널.
105 억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1,000 만 이상의 팔로워 보유.

 POPS TV: 8 억5,000 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180 만의 다양한 팔로워를 보
유한 예능 채널.

기타 채널

|표 7| POPS 네트워크 보유 채널∣※출처: VIRAC 자체 조사

 POPS 네트워크와의 협력 이점
‥ POPS 네트워크는 전 세계 콘텐츠 사업을 하는 3,100 개 이상의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협업시 온라인 시청자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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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S 네트워크는 국내외 전문 생산 방식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디어, 전략,
마케팅 캠페인, 솔루션 등을 제공함.
‥ 국내외 시청자 커뮤니티 및 구독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됨.
‥ 커뮤니티를 위한 획기적인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와 POPS 네트워크 내
콘텐츠 파트너를 연결해 줌.
‥ 지적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장하며 콘텐츠로부터 매출을 창출.
 최근 POPS 네트워크는 P&G, 유니레버, 네슬레, 할리 데이비슨, 포카리 스웨트, 삼성, 노키아 등
인기 글로벌 기업(브랜드)들과 협력하고 있음.

대표 MCN 회사③ DIEN QUAN Network (디엔 꾸언 네트워크)
기업명

디엔 꾸언 네트워크(Điền Quân Network)

전화

+84 (0)28 353 57366

이메일

network@dienquan.com

사이트

http://dienquannetwork.com/

주소

베트남, 호치민 시, Binh Thanh 군, Phan Chu Trinh Str
eet 175

 기본 정보
‥ 2018 년 초 설립된 디엔 꾸언 네트워크(ĐIỀN QUÂN Network)는 디엔 꾸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하 회사로, 유튜브가 인정한 다중 채널 네트워크임,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공식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음.
‥ 수익 분배 비율: 7:3
 통계 수치

|그림 13| 디엔 꾸언 네트워크 보유 통계 수치∣※출처: VIRAC 자체 조사

 제공 서비스
‥ 전문 지원 : 유튜브 채널 최적의 수익화 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크리에이터 홍보,
모든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사업 전개.
‥ 저작권 보호 : 유튜브 콘텐츠 제어,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분쟁 지원, 콘텐츠 ID 활성화.
 디엔 꾸언 네트워크 가입 조건
‥ 명확하고 독창적이며 대담한 콘텐츠 지향성을 지닌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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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1 만 명 이상 채널 소유자에 한해 우선 가입.
‥ 자신만의 획기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 보유.
‥ 유튜브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을 것.
 디엔 꾸언 네트워크와의 협력 이점
‥ 베트남 유튜브의 다채널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디엔 꾸언 네트워크의 사업 방향은 다른
MCN 회사와 차별화됨. 디엔 꾸언 네트워크는 커뮤니티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가 없는 깨끗한 채널을 파트너로 우선시함. 또한 디엔 꾸언 네트워크는 새로운 유튜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콘텐츠 제작 지원은 다음과 같음.
‥ 제작 지원: 현대식 U.Space-기계, 오디오 및 조명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 등 무료 사용 가능.
‥ 통신 지원: 디엔 꾸언 네트워크의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홍보, 다른 국제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개발 지원, 팔로워 수 증가 확인.
‥ 동영상 시청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
‥ 유튜브, 지적 재산권 및 법적 보호에 대한 저작권 보호 지원.
‥ 채널 콘텐츠 오리엔테이션, 아이디어 및 스크립트 제안 지원.
‥ 저작권 음악 및 영상 지원.
‥ 최신 유튜브 기능 업데이트, 채널 구축 경험 공유, 최고의 채널 팁을 제공하기 위한 정기 워크숍 진행.
‥ 유튜브 채널 수익, 20 일 이내 결제 지원.
 디엔 꾸언 네트워크는 인기 있는 파트너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파트너로는, 베트남 최고의 유튜브 지원 네트워크로 평가받는 컬러맨(Color Man)을
비롯해, 크엉 두아(Khương Dừa), 30 샤인 TV 트렌디(30shine TV Trendy), 후이 꿈(Huy
Cung), 블랙바인즈(Blvck Vines), 띠엔 블랙(Tien Black), 란 흐엉 채널(Lan Huong
Channel), 반 미어우(Van Mieu) 등이 있음. 이 채널들은 모두 베트남에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14| 디엔 꾸언 네트워크의 협력 파트너∣※출처: VIRA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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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MCN 회사④ Metub 네트워크
기업명

Metub 네트워크

전화

+84 28 38 406 009

이메일

support@metub.net

사이트

https://metub.net/

주소

베트남, 호치민 시, Binh Thanh 군, Dien Bien Phu Street
195

 기본 정보
‥ 미튜브(Metub) 네트워크는 베트남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싱 회사이자, 유튜브 멀티
채널 네트워크(YouTube Multi-channel Network)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룹과 개인을
위해 비디오의 홍보, 게시, 판매 및 제작을 지원함.
‥ 2014 년 10 월에 베트남에서 인정받는 유튜브 파트너로 공식 출범했으며, 2017 년 2 월에는
엔터테인먼트 제작 및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유통사인 WebTVAsia 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기도 함.
‥ 수익 분배 비율: 7:3
 통계 수치

|그림 15| 미튜브 네트워크 보유 통계 수치∣※출처: VIRAC 자체 조사

 제공 서비스
‥ 유튜브 채널 개발 컨설팅 서비스
‥ 유튜브 채널 관리 서비스
‥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 구글 광고 서비스
‥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구축 및 실행
‥ 브랜드와 콘텐츠 창작자 간의 후원 프로그램 지원
 미튜브 네트워크 가입 조건
‥ 영상 콘텐츠는 디지털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소유권이 있는 타인의 콘텐츠를 복제하지 않을 것.
‥ 동영상 콘텐츠는 유튜브의 저작권 규정 및 커뮤니티 가이드 준수.
‥ 채널의 유튜브 수익 창출 활성화.
‥ 유튜브 계정 상태 양호.
 미튜브 네트워크와의 협력 이점
‥ 미튜브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의 개발을 지원하고, 제작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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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함.
‥ 혁신을 위해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자원) 보유.
‥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발전시키고 고객과의 친밀도 향상.
‥ 미튜브 네트워크가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은 날로부터 15~30 일 이내에 은행 간 평균 환율에
따라 현지화(VND, 베트남 동)로 수익 지급.
‥ 직접 또는 핫라인을 통한 지원, 베트남어 이메일 지원.
‥ 모든 채널에 대한 기본 70% 수익 공유.
‥ 채널 개발 촉진을 위한 강력한 PR 시스템으로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구축 지원.
‥ 모니터링 권한 및 성과 관리.
‥ 유튜브의 실적 및 수입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 제공. 추가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품질을 개선하고 발전시킴.
‥ 유튜브에서의 브랜드 개발,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컨설팅.
‥ 콘텐츠 배포 지원, 비디오 제작 프로젝트 후원.
‥ 유튜브 비디오 제작, 제품, 배포 방향 및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지원.

|그림 16| 미튜브 네트워크의 파트너∣※출처: VIRA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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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트남 MCN 시장의 발전 동향
작성순서
1. 베트남 MCN 시장의 발전 및 확대 요인
2. 베트남 MCN 시장 발전의 애로 사항
3. 베트남 MCN 시장 발전 전망

1

베트남 MCN 시장의 발전 및 확대 요인
요인①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증가
 지난해 기준 베트남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는 7,200 만 명이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인구의
73%에 해당함. 그 중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플랫폼이었으며
각각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25%와 12%를 차지함.
 모바일 앱 보급률과 소셜 네트워크 사용률은 유튜브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포타(Appota)의
‘베트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스마트폰 보급률은 70%이며
가입자의 64%가 3G 와 4G 를 사용하고 있음.
 유튜브의 경우, 현재 베트남에서 4,500 만 명이 넘는 사용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고, 시청률은
매년 85% 이상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베트남 사용자들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즐기는데 하루
30 분에서 2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된 유튜브 채널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스트리밍, 코미디
또는 패러디 채널이었으며, 구독자는 100~200 만 명으로 보고됨.
요인②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추세

|그림 17| 2021년 베트남 YouTube 시청 시간 통계표∣※출처: VIRA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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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수익 창출 조건이 비교적 간단해, 사용자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속도가 지난해 말까지 연간 300% 이상 증가함. 현재 베트남에서는 약 12 만 명의
유튜버가 수익 활동을 위해 등록된 상태임.
요인③ 베트남 MCN 의 광고 수익 잠재력
 유튜브는 베트남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MCN 을 통한 광고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VECOM)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광고가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53%까지 도달함. 디지털
광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브랜드 포지셔닝 및 프로모션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

베트남 MCN 시장 발전의 애로 사항
애로 사항① 베트남에서 유튜브 활동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어가는 추세
 소셜 네트워크에 부적절한 비디오 콘텐츠 및 광고가 많이 퍼지자, 베트남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유해 콘텐츠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처벌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MCN 은 물론 유튜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17 년 YEAH1 소속사와 ‘스파이더맨 겨울왕국 마블 슈퍼히어로 리얼 라이프(Spiderman
Frozen Marvel Superhero Real Life)’ 채널 공동 제작 콘텐츠에 대해 베트남 정보통신부
(BộTT&TT)는 불쾌감을 주는 유튜브 콘텐츠로 간주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음.
 2018 년 초 유튜브는 콘텐츠 검열 및 광고 배포 정책을 변경하여 아동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유튜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아동 콘텐츠의 위반
내용이 심각할 경우 계정을 삭제함. 지난해 유튜브는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 채널 소유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시키기도 함.
 이에 따라 많은 MCN 들이 유튜브에서 라이선스 해지를 당했으며, 심지어 콘텐츠 조정 정책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도 있었음. 부적절한 콘텐츠로 채널 라이선스가 해지된 MCN 은 이런 사태가 반복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내보낸 채널은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수익
창출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기 어렵게 해야 함.
 현재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들이 베트남의 다른 유튜브 파트너와 계약을 맺어도 다시 수익화 승인을
받기는 어렵게 된 상태임. 그 대표적인 사례가 MCN YEAH1임, 2019 년 3 월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채널에 대해 YEAH1 이 수익 창출 기능을 활성화한 사실을 유튜브가 발견해 계약을 종료한 바가 있음.
애로 사항② MCN 회사에 대한 의존성
 유튜브는 현재 MCN 파트너 채널의 주요 운영 플랫폼이므로, 유튜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MCN
운영이 좌우됨. 유튜브가 콘텐츠 및 수익 창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MCN 이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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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이 광고 수익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에 따라 MCN 이
네트워크에서 제작자의 콘텐츠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익을 위해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를 배포할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음.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관리자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MCN 의 위상과 중요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큼.
애로 사항③ 코로나 19 로 인한 MCN 광고 사업의 위축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로 사용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 대한
조회 수는 높아졌지만, MCN 회사의 광고 수익 활동에는 악영향을 미침.
 MCN 회사들은 이 기간 지출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수익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힘.

3

베트남 MCN 시장의 발전 전망
발전 전망① 짧은 동영상 트렌드
 페이스북에 따르면, 베트남 사용자는 3 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을 하루 평균 2.1 번 보는 것으로
나타남. 3 분에서 10 분 사이 동영상 시청 횟수는 이보다 1.7 배 많고, 10 분 이상의 긴 동영상
시청 횟수는 1.5 배 많음. 베트남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짧은 동영상을 선호하는 추세와 함께
동영상 시청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도 크게 성장하고 있음.
 MCN 회사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유튜브의 쇼츠(Shorts)를 사용하여 다양한 길이의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해,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브랜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발전 전망② TV 에서 모바일 기기로 시청 전환
 동영상 시청 수단이 TV 에서 모바일 기기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음. Q&Me 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 2021년 1월 유튜브 베트남 콘텐츠 사용 기기 조사 통계표

∣※출처: VIRA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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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망③ 인기 콘텐츠 제작 활성화
 온라인 게임, 유머, 코믹 비디오 등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분야로 뽑힘. 구글이 발표한
‘베트남에서 가장 저명한 유튜버 10 인’ 모두 이 분야의 핫(Hot)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MCN 회사들은 이 분야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 기술, 재정 및 콘텐츠 지원을 제공해 빠르게
성장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MCN 은 채널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며, 방향성과 핵심 키워드를
제시해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유튜브로부터 늘어난 광고비를 받아 다시 채널에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음.
발전 전망④ 플랫폼 수의 증가
 유튜브는 더 이상 유일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효과적인 광고
비즈니스 플랫폼이 생겨나며 크리에이터와 MCN 은 이들 플랫폼 모두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MCN 은 많은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고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미디어 채널도
다루고 있지만, 자신에게 특화된 사업 영역을 탄탄히 다지는 게 보다 중요해짐.
 SB와이어(SBWire)의 보고서에 따르면, MCN 시장은 2020 년부터 2025 년까지 기대보다는 다소
낮은 연간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튜브는 시장 수익을 77% 이상 지배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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