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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른 한국 유튜브 채널 운영 방안 제안

신수영 박재완

요약

오늘날 웹 개념을 기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인 미디어로써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는
유튜버라고 불리는 소셜 크리에이터를 출현시켰으며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 방안은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
품의 수명주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한국 유튜브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수명기별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제품수명주기
에 따른 시기별 채널 운영 방안에 대한 전략 및 채널을 효과적으로 노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
다 특히 본 연구는 시기별 채널 운영 방안으로 유튜브 사용자가 채널 내 영상을 효과적으로 홍보하
기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 영상 설명 태그에 의한 노출로 분류
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널 운영 방안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는 인 미디어 제
작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제품수명주기 유튜브 채널 인 미디어 소셜 크리에이터 유튜버
Abstract
Today, social media services based on the concept of web 2.0 are rapidly growing as a personal media.
This enables us to bring on a social creator called a youtuber and an effective management method of
Youtub channels become important for her/him. However, the management method of Youtub channels are
under-explored. Thu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effective management method for
Korean Youtube channels according to a product life cycle. This research begins by exploring the theories
related to a product life cycle. Through the investigation, this research presents management strategies and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each stage of a product life cycle. Especially, this research proposes the
management methods according to a tile, a preview image, a video description, and a tag in order to allow
users to effectively expose videos in their channel.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a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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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by helping a social creator effective manage a Youtube channel.
Keywords : Product Life Cycle, Youtube Channel, Personal Media, Social Creator, Youtuber

서론
오늘날 공유 참여 개방 의 개념을 내포하는 웹 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인 미디어 시장의 출현과 성장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인 서비스인 유튜브는 영상에 광고를 걸어 발생한 수익을 그 영
상을 제작한 소셜 크리에이터
들에게 배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는 연간 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이 전 세계에 수천 개가 존
재한다 라고 밝힘으로써 현재 유튜버
라 불리는 소셜 크리에이터들은 급속히 증가하
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신의 콘텐츠 채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최근 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 속에서 개인 블로그를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어 왔지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채널 운영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 미
디어 제작자들이 효과적으로 유튜브 채널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품의 수명주기를 중심으로
한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제품의 수명주
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수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제품의 수명주기 시기에 따른 영
상 제작 전략을 도출하고 시기별 채널의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시기별 채널 운영 방안은
유튜브 내 검색을 통해 효과적으로 채널의 영상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가 유튜브 내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 영상 설명 태그에 의한 노출로 분류하여 제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널 운영 방안은 한국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는 초기 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자신의 채널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 고찰
제품으로서의 유튜브 채널 영상
제품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어야 할 대상이다 제품은 형태에
따라 형태가 있는 유형물과 형태가 없는 무형물로 구분된다 이때 유튜브 채널은 형태가 없는 무
형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소셜 크리에이터들은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 영상을 만들어 채널에 업로드
한다 이때 소비자는 유튜브 시장에서 검색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채널을 공급받을 수 있다 유튜브 내 채널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독하고 시청함으로써 소비된다 따라서 유튜브는 하나의 시장이고 유튜브 채널은 그 시장 안의
가게 그리고 채널의 영상을 제품으로써의 역할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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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수명주기
전형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는 크게 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초기 단계는 도입기로써 시장에
제품이 첫 출시되는 시기이다 홍보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형성하고 소비자를 확보해야하는 시
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기로써 제품에 대해 인지도가 형성되고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
한다 즉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숙기로써 판
매량이 일정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기이다 경쟁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며 새로운 소비자가 감소하
는 시기이다 네 번째 단계는 쇠퇴기로써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제품에 대해 유지할
지 철수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단계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림 제품의 수명주기 그래프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른 시기별 특징
표 은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시기별 특징과 각 시기에 맞는 차별적인 전략을 나타낸다
도입기에는 판매량이 적은 시기이다 이때는 소비자가 제품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고 소비를 유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기는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와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제공
하고 다수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숙기는 판매량이 절정에 이
르는 시기이다 시장점유율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는 상표와 모델을 다양화하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쇠퇴기
는 판매량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엔 취약한 제품을 제거하며 제품에 애착이 큰 소비자를
주 고객층으로 전략을 세운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소비자를 중점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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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품 수명주기의 시기별 차별적 전략
시기

구분
판매량 특성
마케팅 목적
제품 전략
광고 전략

도입기
적음
제품 존재의 인식
및 시험 구매유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급격히 증가함
절정에 이름
감소함
시장점유율의
시장점유율 방어와 비용의 축소와
극대화
동시에 이익 극대화 특정시장부문 침투
기차 제품개량,
및 모델의 취약제품의 단계적
기본제품의 제공 서비스, 품질보증의 상표다양화
제거
제공
초기 수용층과
대한 상표간의 차이와
애착도가 높은
중간상을 대상으로 다수고객에
제품의 인식과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인식을 관심을
효과
강조
고조시킴
최소한의 비용지출
고조시킴

한국 유튜브 채널 영상물의 특성에 따른 제품 수명주기별 전략
한국 인기 유튜브 채널 영상물의 특성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형성하고 경쟁적인 채널을 만들기 위해 어떠
한 영상이 한국 유튜브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그 특성 분석
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로써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일 가장 조회 수가 높은
인기 급상승 동영상 개를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유튜브의 인기 게시물들을 사회적 화
제에 의한 인기 게시물과 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한국의 유튜브 채널에 의한 인기 게시물로
분류하였다 조사는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인기 급상승 동영상 중에서 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에 의한 인기 게시물이 총 인기 게시물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유튜브 시장에서는 사회적 화제에 의한 인기 게시물보다 구독자에 의한 인기 게시물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유튜브 시장에서 구독자를 많이 확보할
수록 인기 영상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화제에 의한 게시물은 많은 구
독자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 게시물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적
화제에 의한 게시물은 단기간에 많은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채널은 지속적인 구독자의 관리를 통한 인기 있는 채널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은 한국의 유튜브 인기 영상물의 분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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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의 유튜브 인기 영상물의 분류
구분
날짜
년 월 일
년 월 일

사회적 화제에 의한 인기 게시물
총 건
총 건

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에 의한 인기 게시물
총 건
총 건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른 유튜브 채널 운영의 시기별 전략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유뷰브 채널의 영상을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에 적용시켜 보았다 채널
의 초기 생성기인 도입기에는 채널의 구독자가 거의 없는 시기이다 이때는 채널을 유튜브 시장의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널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전략으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채널에 자신의 채널의 특성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
되 사회적 화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한다 이러한 영상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
는 시기에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조회수가 크게 상승하는 영상이다 예를 들어 그 시기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소재를 자신의 분야와 맞물려서 영상을 제작한다면 유튜브 검색을 통해 단기간에
조회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채널을 인식시킬 수 있다
채널에 구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채널이 안정화에 이르는 단계인 성장기에는 유튜브 시장에
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확보된 구독자를 위해 채널에 업로드 하는 영상
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보증되는 채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신
규 구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채널에 맞물린 더 다양한 영상의 게시 빈도수를 증가시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채널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채널에 구독자가 절정에 이른 성숙기는 가장 많은 경쟁자가 분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확
보된 구독자 유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효율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독자의
성향에 따른 채널이 가질 수 있는 컨셉의 구축하고 이를 통해 채널을 브랜드화
하는 단
계이다 이를 위해 채널이 가진 콘셉트
에 따른 일관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독창력 영상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다른 채널과의 차별화된 채널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쇠퇴기는 구독자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엔 채널에서 취약한 콘텐츠의
영상을 구분하여 제거해나가야 한다 또한 애착도가 큰 소비자들을 위한 채널 내의 이벤트를 열거
나 그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만드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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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의 영상 업로드 환경 구성
유튜브 서비스는 사용자가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할 때 소비자에게 영상을 알릴 수 있는 총
가지의 입력창을 제공한다 이 제한된 입력 항목은 소비자가 영상을 검색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는 가지 입력창인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 설명 태그로 구성된 업로드 화면
을 나타낸다 제목 항목은 영상의 제목을 입력하는 공간이고 미리보기 이미지 항목은 영상이 검색
되었을 때 사용자가 처음 접하는 이미지이다 설명 항목은 영상을 시청하는 데 더 필요한 사항이
나 제목에 쓰지 못한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이고 태그 항목은 자신의 영상과 관련된 단어를 입력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네 가지 항목의 효과적인 입력을 통해 자신의 만든 영상을 효과적으로 홍
보할 수 있다

그림 유튜브 영상 업로드 화면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른 시기별 유튜브 채널 운영 방안 제안
유튜브 시장 내에서 채널을 운영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최대한 자신의 채널 내
영상을 최대한 노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 화면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가지 기능의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에서 소비자에게 영상이 어떻
게 노출되어 지는지를 조사하고 제품의 수명주기론의 시기에 따른 효과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은 주시별 채널 운영 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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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품 생명주기별 채널 운영 방법
구분

시기

운영 목적
채널 전략
노출 방안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기존 구독자 유지 시장점유율 방어 및 애착도 높은 구독자
신규 구독자 유입 및 신규 구독자 채널 독창성 확보
유지
확대
애착도 높은
영상의 게시 독창적인 컨셉 구축 소비자를
사회적 이슈 주제의 다양한
위한 채널
빈도수
증가
및
영상 제작
및 영상
영상의 질 향상 및 채널의 브랜드화 내 이벤트
제작
제목 및 미리보기
태그
설명
채널 상단

도입기
도입기는 소비자들이 채널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검색을 통해서 소비자를 채
널에 유입하는 시기이다 유튜브에서 영상의 제목은 가장 처음으로 검색 시 적용되므로 이를 위해
검색어를 제목에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목은 자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튜브
내에서 검색 시 제목은 영상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 파란글씨로 표시된다 최근 국내에서 소비된
전체 데이터 중 가 모바일 영상 트래픽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년 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제목 작성 시 와 모바일 장비 양쪽을 고려한 제목 작성이 요구된다 그림 과 같이
검색 시에 화면에서는 제목 글이 모두 보이지만 모바일 상에서는 전체 제목의 절반만 나타나
므로 제목의 절반 이내의 부분은 모바일 상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면서 검색에 용이하도록 제목
을 작성할 시에 영상의 핵심 단어를 맨 앞에 적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비자 검색 시 제목
과 함께 미리보기 이미지가 함께 노출된다 따라서 미리보기 이미지는 가장 이목을 끌 수 있는 이
미지를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 미리보기 이미지는 영상의 주요 장면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제작자가 직접 만든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선택할 수도 있다 검색 시에 가장 크게 위치한 화면
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미지 파일에 같이 크게 달아준다면 소비자에게 직관적인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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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모바일 상에서 유튜브 검색화면 비교

성장기
성장기에는 구독자가 증가하며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내 채널이 어떤
분야의 채널인지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을 통해 채널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
다 유튜브에서 태그는 영상을 게시할 시에 키워드로써 작성할 수 있다 직접적인 검색으로 검색창
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작성한 태그와 동일한 제목을 가진 영상이나 내용을 가진 영상 옆
에 자신의 영상이 제공되어 진다 즉 검색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로 제공되어 진다 태그 항목에
영상의 분야에 맞는 키워드로써 그 분야의 인기 채널이나 영상을 함께 적어줌으로써 그 분야에 관
심있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채널을 노출될 수 있다

성숙기
성숙기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채널과의 차별화를 제공하는 시기이다 유튜브에서 영상의 설명은
자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소비자가 다른 채널과는 다른 자신의 채널
만 지닌 독창적인 콘셉트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를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공급하면서 채널에 대한 설명도 함께 달아주는 것이 좋다

쇠퇴기
쇠퇴기에는 구독자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시기로 채널 내에서 취약한 콘텐츠의 영상보다는 자
신 채널의 인기가 있는 종류의 영상을 채널의 상단에 둠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노출시켜야한다 또
한 이 시기에는 채널에 애착도가 큰 구독자들을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주기별로 이벤트 영상과
같이 구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에게 노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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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제품의 수명주기를 중심으로 한국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품 수명주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 유튜브 채널의 특성에 맞는 제품 생명주
기의 시기별 전략이 도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수명주기에 따른 시기별 유튜브 채널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입기에는 신규 구독자를 유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
용의 영상의 제작 및 이의 노출도 향상을 위해 제목 및 미리보기 이미지에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
여야한다 성장기는 확보된 구독자의 유지 및 신규 구독자의 확대를 위해 영상의 질의 향상 및 다
양한 영상의 게시 빈도수 증가를 위한 고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한 노출 방안으로 적절한
태그를 활용한 방법이 요구된다 성숙기에는 타 채널과 차별화될 수 있는 독창력이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 항목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쇠퇴기에는 채널
내 취약한 콘텐츠를 제거해나가며 채널에 애착도가 높은 구독자들을 위해 이벤트를 열거나 그들
을 위한 영상 제작 및 노출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는 초기 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자신의 채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으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한 향후 연구로써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및 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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