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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유통과 소셜미디어 현황
① 콘텐츠 마케팅(Content Marketing) 채널
- 미국 내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페이스북(Facebook)과 산하의 인스타그램
(Instagram)을 주류로 소셜미디어는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 마케팅(Content
Marketing)의 주요 채널임1)
-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TV쇼, 영화 트레일러, 게임, 음반들의 확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NBC의 디스이즈어스(This Is Us)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1) Hall, J. (2018). 5 Content Marketing Trends To Watch In 2019. Forbes. Retrie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johnhall/2018/10/14/5-content-marketing-trends-to-watch-in-2019/#7cb7abc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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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시청자 수 증가와 함께, 이어지는 슈퍼볼 게임의 시청자 수도 함께
증가함2)
- NBC 관계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이 디스이즈어스가 자사
네트워크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TV쇼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② 소셜미디어 특화 콘텐츠 마케팅
- 2017년 영국 채널4(Channel 4)의 애클리 브릿지(Ackley Bridge)는 방영 중인
TV프로그램을 회차별로 추가 촬영한 영상을 스냅챗(Snapchat) 이용자들에게
사이드 채널(Side channel) 콘텐츠로 공개함3)
- 채널4는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 층인 13-24세 이용자가 많은 스냅챗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정했으며, 방송사 최초로 스냅챗만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애클리 브릿지의 스냅챗 콘텐츠는 댓 로트(That Lot)와 더 포고(The Forge)가
외주 제작 유통을 맡고 있음
- 넷플릭스(Netflix)도 리버데일(Riverdale)의 주연 콜 스프로즈(Cole Sprouse)가
햄버거를 먹는 짧은 영상을 1시간 동안만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는데, 팬들의
많은 관심이 100만 뷰와 6,500여개의 코멘트를 통해 나타남4)
- 또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서로 내용을 공유해 홍보 영상의 도달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유사한 콘텐츠 마케팅은 버즈피드(BuzzFeed)와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에서도 선보이고 있음

2) Smiley, M. (2018). How NBC harnesses social buzz to fuel fan fervor for This Is Us. The Drum. Retrieved from
https://www.thedrum.com/news/2018/04/24/how-nbc-harnesses-social-buzz-fuel-fan-fervor-us
3) Oakes, O. (2017) Channel 4 launches content first with Snapchat. Campaign. Retrieved from
https://www.campaignlive.co.uk/article/channel-4-launches-content-first-snapchat/1435176
4) Sloane, G. (2018). ON INSTAGRAM TV, BRANDS GO LONGER AND WEIRDER. AdAge. Retrieved from
https://adage.com/article/digital/instagram-tv-brands-find-longer-weirder/3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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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상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부각
- 영상 콘텐츠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요소로5)
페이스북과 스냅챗에서도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을 시작함
- 스냅챗은 스냅 오리지날(Snap Originals)을 소개하면서 12편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제작 및 유통할 것이라고 밝힘6)
- 스냅 오리지날은 세로화면 및 증강현실(AR)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상 콘텐츠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까지 확정된 12편 이후 6편의 추가 콘텐츠가 추가로 제작을 준비 중이며,
비아컴(Viacom)이 이 중 10편을 제작하기로 함
- 스냅챗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애플도
17편을 준비 중임
-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와치(Facebook Watch) 서비스를 통해 스토리 부분을
점차 강화하여 소셜미디어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음7)

2. 페이스북 계열사 중심의 주요 사례
- 대부분의 미디어 기업들은 자사의 TV네트워크, 채널, 뉴스, TV 쇼, 심지어는
각 회차 별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등록하여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음
-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는 자사 콘텐츠의 메인 홈페이지로의 이용자 유입
경로가 될 뿐만 아니라 점차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사례
들이 늘고 있음
5) Maheshwari, S. (2018). As Facebook Changes Its Feed, Advertisers See Video Ambition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8/01/21/business/media/facebook-video-advertising.html
6) Telford, T. (2018). Snapchat’ s latest scramble: Original scripted shows.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18/10/10/snapchats-latest-scramble-original-script
ed-shows/?noredirect=on&utm_term=.057296814def
7) Isaac, M. (2018). Facebook’s Vision for the Future: Less News Feed, More Storie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8/10/30/technology/facebook-earnings-grow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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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 트위터 스트림과 유튜브
영상 등 콘텐츠와 관련해 운영 중인 대부분의 SN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TV쇼: 폭스(FOX)사의 더 심슨(The Simpsons)
- 2018년 11월 기준 페이스북에는 TV쇼 분류에만 10만 명 이상의 팬8)을 가진
페이지가 3,500여개에 달함

[그림 1] 페이스북(Facebook)의 TV 쇼(TV Show) 분류 (출처: Facebook.com)

- 최상위 순위에는 6,338만여 명 이상의 팬을 가진 폭스(FOX)사의 더 심슨
(The Simpsons)이 자리하고 있음
- TV쇼 분류에서 더 심슨 다음으로 패밀리 가이(Family Guy), 사우스 파크
(South Park)가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음
-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폭스사의 더 심슨은, 현재 30번째 시즌을 방영 중이며,
현재까지 방영 중인 가장 오래된 TV쇼 중 하나임
-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더 심슨 관련 비디오 프리뷰, 사진, 이벤트 등의 추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더 심슨과 관련한 행사 정보에 더해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들을 공유
8) 좋아 요 (Like) 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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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콘텐츠 확산 및 인기 유지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유튜브와 트위터 상의 콘텐츠도 페이스북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Fox.com에서 최신 에피소드를 시청할 수 있어9) 프라임 타임(Prime time)
시청자 확보와 더불어 스트리밍(Streaming) 시청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② 영화: 타이타닉(Titanic)
- 1997년 제작된 영화 타이타닉(Titanic)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영화 분류에서 5,430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함

[그림 2] 타이타닉(Titanic)의 페이스북 페이지 (출처: Facebook.com)

- 타이타닉(Titanic) 다음으로는 더 트와일라잇 사가(The Twilight Saga), 분노의
질주(Fast & Furious) 순으로 많은 팬을 확보함
- 1997년 작 영화지만 최근(2018년 10월)까지 영화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여 지속적으로 팬들의 관심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또한 리마스터 버전인 타이타닉 3D, 20주년 블루레이 및 디지털 콘텐츠 홍보
에도 기여하고 있음
③ 팟캐스트(PodCast):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This American Life)
-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This American Life)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8년
11월 기준 팟캐스트 분류에서 1,120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함
9) 최근 5회 에 피 소드 시 청 은 무료 이 나 광고 가 삽 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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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This American Life)의 페이스북 페이지 (출처: Facebook.com)

-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This American Life) 다음으로는 스터프 투 블로우 유어
마인드(Stuff to Blow Your Mind), 판소니자도스(Fansonizados) 순으로 많은
팬을 확보함
- 신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매 주 유통하는 것에 더해, 에피소드별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 및 배경 정보를 사진과 영상으로 제공하여 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있음
④ TV 네트워크 (TV Network): 디스커버리(Discovery)
- 디스커버리(Discovery) 네트워크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8년 11월 기준
TV 네트워크 (TV Network) 분류에서 3,890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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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스커버리(Discovery) 네트워크의 페이스북 페이지 (출처: Facebook.com)

- 디스커버리 다음으로는 ESPN, ABS-CBN 순으로 많은 팬을 확보함
- 디스커버리는 현재 상영 중인 프라임 타임(Prime time) 프로그램들과 산하
채널들의 홍보와 콘텐츠 유통을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 중
- 자사의 가상현실 콘텐츠(VR)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하고 있음
- 디스커버리는 멀티 디바이스, 모바일 구독, 케이블 구독 등 다양한 미디어
유통 경로를 지원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애플, 구글, 로쿠(Roku), 아마존(Amazon),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MS)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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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뉴욕 공립 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
- 뉴욕 공립 도서관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저작권이 만료된 서적을 많은 사람
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인스타 소설(Insta Novel) 서비스를 시험 중임

[그림 5] 뉴욕 공립 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의 인스타그램 메인 페이지 (출처: instagram.com]

- 뉴욕 공립 도서관의 인스타 소설은 텍스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더 뉴욕
(Mother New York)을 비롯한 크리에이티브 기업들과 협업해 독특한 디자인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선보여 이용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음10)
- 뉴욕 공립 도서관이 2018년 8월 첫 선보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는 9만 3천여 명 이상의 팔로워를 추가로 확보
했으며, 이는 70%가 넘는 증가임

10) Svachula, A. (2018). Instagram Now Home to Classic Feminist Literatur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8/10/05/arts/design/instagram-literature-new-york-public-libr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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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미디어로 인한 콘텐츠 유통의 변화
- 미국에서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소셜미디어는 이미 매우 중요한 마케팅
채널이자 유통 채널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페이스북과 산하의 인스타그램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미국 내 많은 콘텐츠들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개하는 주요 무대임
-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은 젊은 이용자층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제작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페이스북은
가상현실(VR) 콘텐츠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스냅챗은 증강현실
(AR) 콘텐츠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영상 기술적으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구현을 위한 영상 처리 기술과 소프트
웨어, 이를 실시간 중계 및 편집하기 위한 기술 또한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따라서, 주요 미디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촬영 및 편집 장비 수요와
더불어, 개인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보급형 장비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폭스사의 더 심슨은 소셜미디어의 융합11)적인 속성과 가상 캐릭터의 소셜프레
즌스(Social Presence)12)의 장점들을 잘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영화 타이타닉의 경우 롱테일(long-tail)13) 법칙에 따른 콘텐츠 유통을 위해
소셜미디어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 애클리 브릿지, 넷플릭스의 리버데일은 소셜미디어에
특화된 사이드 채널(Side channel) 콘텐츠를 잘 활용한 케이스임
- 디스커버리는 네트워크 신디케이션(syndication)14)을 소셜미디어에서 반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함께 가상현실 콘텐츠 유통에
11)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12) Bracken, C. C., Jeffres, L. W., & Neuendorf, K. A. (2004). Criticism or praise? The impact of verbal versus text-only
computer feedback on social presence, intrinsic motivation, and recall. CyberPsychology & Behavior, 7(3), 349-357.
13) Hjorth-Andersen, C. (2007). Reviewed Work: The Long Tail: How Endless Choice is Creating Unlimited Demand. The
New Economics of Culture and Commerc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1 (3), 235-237.
14) Wirth, M. O., & Bloch, H. (1995).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media industry analysis. Journal of media
Economics, 8(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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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뉴욕 공립 도서관의 경우 텍스트에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접목한 독특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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