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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10 , 20 를 심으로 성장한 소셜 미디어는 빠르게 성장하여 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소와 시간과 상 없이 즐겨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의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은 1인 미디어에게도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고양이 유튜  채  <크림히어로즈>와 <수리노을

SuriNoel>을 분석하 다. 두 고양이 채 의 조회수 상  30개의 동 상, 실시간 스트리 , 

상 속 고양이를 바탕으로 한 굿즈, 콘텐츠 소비자들의 댓  분석을 통해 고양이를 1인 미디어로 

보는 뷰니멀족들 는 랜선집사들이 리만족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리만족을 

통한 유튜  채 의 확산은 반려동물로의 문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기동물과 동물학 에 

한 심  반려동물에 한 문화 확산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d value in digital contents,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has increased 

exponentially over the past years. Focused around those in their teens and twenties, social 

media has spread its influence to people regardless of one’s age or gender. This increased 

attention is reflected by the public’s interest in pets, especially those dealt with in the 

personal media sector.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two most popular Korean cat youtube channels called 

“CreamHeroes” and “SuriNoel.” By analyzing the top thirty most viewed videos on each 

channel, real time streaming, goods based on the cats starring on the channel, and comments 

left by the channels’ subscribers, it can be concluded that people watching videos categorized 

as “Viewnimal” derive surrogate pleasure from their viewings. The following creates the 

potential for increased conversation regarding the subject of shelter animals and anim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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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hare of Vedio Platform in Korea

1. 서  론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소셜 미디어의 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이자 비디오 랫폼(Video Platform)인 유

튜 (Youtube)는 쉽고 빠르게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근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게임, 먹는 방송, 음악, 연 , 

스포츠 등 콘텐츠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심으로 국내에서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다수의 크리에이터(유튜버)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유튜 의 성장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도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향을 주고 

있다. TV의 반려동물 방송은 여러 동물들을 상

으로 하면서 시청자에게 일방향 인 상을 제공

하지만 이들은 크리에이터들이 키우고 있는 고양

이를 통해 시청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자유로운 표 방

식으로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크리에이터

들과 함께 SNS에 올라있는 반려동물들 사진과 

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생각하는 뷰니멀족(Viewnimal族)과 더불어 인

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의 사진, 

상 등을 즐겨보며 심리  안을 받고 만족감

을 느끼는 랜(LAN)선집사가 생겨났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생되고, 고양이에 한 심

이 증하고 있는 이 시 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

는 고양이 유튜 와 련된 소셜 미디어를 분석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향력을 살펴본다.

1.1 유튜 (Youtube)의 국내 동향

유튜 (Youtube)는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06년 10월 구 에서 인수하 다. 국내에

서 한국어 서비스는 2008년 1월에 시작하 고 

이후 유튜 의 시장 유율은 <Figure 1>과 같

이 꾸 히 증가하여 2013년 8월 기  74%의 시장

유율 기록하 고[14]. <Figure 2>와 같이 2018

년 2월 안드로이드 폰 기  국내 앱 사용량 1 를 

기록하 다[24]. 한 동 상 고비 역시 2017년 

기  1656억 원으로 1 를 기록 하 다[12]. 국내 

연령별 사용량은 2018년 4월 기  50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1 를 차지하 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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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sage time for YouTube app in Korea

1.2 고양이에 한 국내 인식

2015년도 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는 체가구의 21.8%로 개만 사육하는 가구 

16.6%, 고양이만 사육하는 가구는 2.7%, 개와 

고양이  타 반려동물을 모두 사육하는 가구

는 2.5%로 나타났고 특히 고양이는 2012년도 

보다 63.7% 증가했다[13]. 동물학 자에 한 

처벌  동물복지를 한 법 규제 강화 등에 

해 90% 이상이 찬성하 으며, 동물보호를 

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71.7%는 선진국

에 비하여 국내의 동물보호 수 이 아직 낮다

고 평가하면서 반려동물에 해 심이 이 보

다 굉장히 많아졌다[13].

1.3 반려동물들에 한 국내 문제 들

재 국내에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학 로 고통 받는 고양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학

북 익산시에서 꼬리가 잘린 길고양이 4마

리를 구조했는데 꼬리의 단면이 가 로 자

른 듯 반듯하고 바짝 잘려져 있는 거로 보아 

다른 동물이 아닌 사람의 소행으로 동물병원

에서 진단했다[19]. 유기묘를 입양한지 하루 

만에 죽인 뒤 쓰 기장에 버린 20  남성이 붙

잡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유기묘를 입

양받을 때 지원받은 물품  사료, 심지어 고

양이까지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

다[21].

∙유기동물

2018년 추석 연휴 동안 버려진 동물은 총 

1,524마리에 달하며 명  때마다 버려지는 동물

이 늘어나고 있다. 유기된 동물들은 명 을 맞

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으면 지방 가는 길에 

버려진다고 한다. 명  때 유기된 동물  상당

수는 목숨을 잃는다[20]. 우리나라에서 버려지

는 동물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2015년 8만 2천 

건, 2016년 8만 9천 건으로 꾸 히 증가한 데 

이어 2017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 10만 

2천 593마리로 집계 다[22].



130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4호

2. 이론  배경

2.1 1인 미디어와 유튜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달하는 매체

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 이션 랫폼이

다[1]. 스마트폰의 발달과 통신기술 발달로 어

디에서나 방 한 정보의 근 용이성이 좋아졌

고 들 간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활발해 

지면서 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자신의 경험

이나 지식을 활발하게 공유하기 시작했다[8]. 

한 소셜 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

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어서 최근 TV를 이용한 방송사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방송하는 1인 미디

어의 폭발 인 증가와 함께 1인 미디어의 표

인 유튜 의 사용량도 폭발 으로 성장했다[1, 

8, 17, 24]. 유튜 의 사용량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특히 10 , 

20 와 같은 은 층이 50  이상인 노년층보다 

더 시청시간이 많다[24]. 1인 미디어의 목 은 

개인 만족과 마  등 다양하며 TV방송과 달

리 규제와 심의에 자유로워 획일 이지 않고 

방 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9]. 더구나 MCN

(Multi Channel Networks)의 등장으로 여러 유

튜  채 이 제휴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원하

고 일종의 외주 제작사나 주문형 방송사 역할

도 하면서 1인 미디어의 향력은 더욱더 커지

고 있다[5, 15]. 그리고 유튜 는 2013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 스트리 을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도입했다. 이러한 스트리  서비스로 한

층 더 자율 이고 창의 인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  유통이 가능해졌다.

2.2 디지털 콘텐츠에 한 연구

Leem et al.[10]은 정보통신서비스 업은 종합

인 문화산업을 바탕으로 하던 콘텐츠 산업의 

심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산

업내의 콘텐츠와 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방송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롭게 요성이 

두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하 다[10]. Kim et 

al.[7]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는 

기존 아날로그 시 에서 경험한 기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호작용을 요시하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비즈니스 가치를 증가시키려

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참신성 

 사용자 심의 사고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변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7]. 개

인의 성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뿐

만 아니라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것 역시 매우 요하다고 

본 Park et al.[16]의 연구가 있고, Shin and 

Kwak[18]은 디지털 콘텐츠는 실물 주의 기

록과 자료를 단순히 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활용도와 장의 효율성에 있어 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유통과 가공, 보존의 용이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

다[18].

2.3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한 연구

Lim[12]은 본격 으로 확 되고 있는 스마

트 기기의 보 이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활성

화시키는 요한 계기를 형성시켜 주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온라인 공동체를 활용

하여 경제, 산업,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

운 형태의 활동이 창출될 가능성이 확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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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았다. Ki and Cha[6]의 연구에서는 온

라인 커뮤니 이션의 특성들을 이어받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 이션은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에서 기존 계를 유지

하고 새로운 계의 구축을 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고 Cho[4]는 소셜 미디어의 상호작

용  본질로 인해 마 터들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수동 으로 소비자들을 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와 욕구를 더 잘 이해하기 

해 소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음을 보

다. Shim and Kim[17]은 통 인 미디어가 

콘텐츠를 일방 으로 수용자들에게 달하는 

반면 소셜 미디어는 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피드백을 진하여 직  참여하게 함으

로써 미디어와 수용자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하

고 이는 구나 소셜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공개되어 있으며, 투표, 피드백, 코멘트, 정보 

공유를 진한다고 주장하 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며 콘텐츠를 

생산  유통 하는 것은 일상기록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콘텐츠의 생산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시간과 기억의 재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 으로는 그 시 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요소와 의식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한 Bae[2]의 연구도 

있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상과 연구 방법

반려동물에 한 인식이 바 고 심이 많아

지고 있는 요즈음 고양이에 한 심이 증

하고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반려동

물  고양이 콘텐츠를 선택해 그 향력을 분

석하 다. 그  1인 미디어 랫폼이며 재 

동 상 랫폼 시장 유율이 가장 높은 유튜

에서 국내 고양이 유튜   가장 인기가 좋은 

국내 고양이 유튜  채  <크림히어로즈>와 

<수리노을SuriNoel>의 특성을 분석하 다. 

<크림히어로즈>는 7마리의 고양이들과 함께

하는 유튜  채 로 국내 유튜  동물 채  

체에서 업로드 되어있는 상의 개수는 800여

개로 7 지만 구독자 기  170만여 명으로 1

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회수 기  4억 1천

만여 건으로 1 를 기록하고 있고 다수의 

상들이 싫어요 개수 비 좋아요 개수가 90% 

이상 기록하고 있는[23] 국내 최 의 고양이 유

튜  채 이다[3]. <수리노을SuriNoel>은 5마

리의 고양이와 함께하는 유튜  채 로 국내 

유튜  동물 채  체에서 업로드 되어있는 

상의 개수는 820여 개로 4 이며 구독자 기  

87만여 명으로 2 를 기록하고 있고  조회

수 기  2억 2천만여 건으로 크림히어로즈 채

과 같이 다수의 상들이 싫어요 개수 

비 좋아요 개수가 90% 이상 기록[23]과 함께 

2 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내 고양이 유튜  채 이다[3]. 두 고양이 유

튜  채 은 유튜 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상 없이 반복 으로 콘텐츠를 

할 수 있으며 소개 , 섬네일(Thumbnail)로 

콘텐츠의 략 인 내용을 악할 수 있고 시

청자들의 댓  그리고 정기 으로 하는 실시간 

스트리 (Streaming)을 통해 콘텐츠 소비자와 

상호 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한 일상 이

고 고양이에 련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상배경의 다수가 가정집이라는 에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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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소비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

해 리만족을 느끼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다양한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두 고양이 유튜  채 이 콘텐츠 소

비자들에게 주는 리만족의 역할과 디지털 콘

텐츠의 향을 알아보기 해서 각 유튜  채

에 등록되어있는  조회수 기 으로 상  

30  상들의 내용  댓 과 최근 실시간 스

트리 을 분석하 다.

4. 분석 결과

<크림히어로즈>와 <수리노을SuriNoel> 

유튜  채 은 방송사들이 제작한 동물 TV

로와 같이 특이한 고양이의 행동을 보여주거

나 유기묘 구출, 장애가 있는 고양이 등 일상

에서 쉽게 보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살려 고양이에게 

음식을 주거나 목욕을 시켜 다거나 특정상

황에서 고양이의 반응이 어떤지 보여주는 등 

일반 으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보여 다. 고양이를 직  키우는 신 상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반려묘들의 일상 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콘

텐츠 소비자들에게 리만족의 역할을 한다

[15]. 를 들어 <Table 1>과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인기가 가장 많았던 콘텐츠

의 주제는 특정 상황 시 고양이 반응(각 14개, 

19개)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목욕  리

(각 8개, 2개) 일상생활(각 5개, 6개)이 다음으

로 많았다.

<Table 1> Content Topics of 

<Creamheroes>

Topics
Number of 

contents

Cat bath and care 8

Cat response in certain situations 14

Food 2

Everyday life 5

hospital 1

[Reference] 

Top 30 cumulative views uploaded to YouTube. 

<Table 2> Content topics of <SuriNoel>

Topics
Number of 

contents

Cat bath and care 2

Cat response in certain situations 19

Everyday life 6

hospital 2

Etc 1

[Reference] 

Top 30 cumulative views uploaded to YouTube. 

그리고 <Figure 3>, <Figure 4>에서 보는 

것처럼 실시간 스트리 을 통해 고양이와의 일

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QnA 시간, 고양이

들의 과거, 고양이를 키울 때 생기는 특별한 상

황 등과 같은 내용으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

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청자들이 원하

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유사도를 높게 

만들어 만족의 정도를 크게 하 고 개인의 성

향만 따르는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자들을 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

공한다[8, 12].

한, <Figure 5>와 같이 상의 고양이들

을 본따서 만든 쿠션, 키링, 인형, 우산, 에코백, 

담요 등과 같은 굿즈(Goods)를 만들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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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 을 모

으고 매해 유사도가 큰 굿즈를 구입한 소비

자들의 리만족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 굿

즈의 수익으로 반려동물을 한 기부 을 만들

어 사하는 새로운 활동을 창출 하면서 디지

털 콘텐츠의 특성을 통해 사회 으로 반려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12].

 

<Figure 3> <CreamHeroes> YouTube 

Streaming

<Figure 4> <SuriNoel> YouTube 

Streaming

<Figure 5> Goods of <CreamHeroes> 

and <SuriNoel>-Cushion, 

Keyring, Blanket

이 외에도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

해 평가를 받는다[9].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경

우 콘텐츠 소비자들이 구나 쉽게 직 으로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댓 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고 콘텐츠 소비자들과 새로운 계를 구축

하고 있었다. “ 무 귀엽다”, “힘들 때 로가 

된다.”, “힐링이 된다”,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

는데 이 상을 보고 리만족을 한다”, “마치 

함께 하는 것 같다” 등 <크림히어로즈>와 <수

리노을SuriNoel> 채 도 다른 디지털 콘텐츠

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다양한 댓 로 표

되고 있다. 이러한 댓 을 통해서 콘텐츠 소

비자들이 리만족을 느끼고 있었고 상 속 

고양이들과 새로운 계를 구축하는 것을 확인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향으로 지 까지 구성

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가 생겨났다.

그리고 <크림히어로즈>와 <수리노을SuriNoel> 

채 은 고양이의 털 문제와 고양이가 아  것

에 한 심리  부담감 등 고양이를 키우는데 

단 도 보여주었다. 한 부분 상의 마지

막 부분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하

지만 어려움도 많아요. 입양은 신 하게 생각

해 주세요”, “스코티쉬 폴드는 심각한 유 병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입양과 교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와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보여

주고 재 반려동물들 사이의 문제 인 유기동

물과 동물학 에 해서 경고하면서 사회 으

로는 그 시 가 내포하고 있는 올바른 문화  

요소를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고양이

의 일상과 련된 친근한 주제로 다가가는 <크

림히어로즈>와 <수리노을SuriNoel>, 두 고양

이 유튜  채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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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양이 채 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 콘텐

츠는 고양이의 일상 찰이다. 하지만 방송사 

TV 로그램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 아

니라 평범하고 일상 인 고양이들의 모습을 자

연스럽게 담아 우리가 이제까지 동물과 련된 

상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정기 인 실시간 스트리 과 상의 댓

을 통해 콘텐츠 소비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궁 증을 풀어주고 의견도 수렴하

여 시청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 시청자

들을 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처럼 

<크림히어로즈>와 <수리노을SuriNoel>은 콘

텐츠 소비자들과 상호작용으로 채  상 속 

고양이들을 바탕으로 만든 굿즈와 같은 새로운 

활동 속에 콘텐츠 소비자들의 리만족을 일으

켜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반려동물과 련된 새

로운 문화 확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 고양이의 단 과 고

양이와 함께하는 것의 어려움 등의 소통을 통

해 고양이에 한 올바른 문화요소를 확산하는 

소셜 미디어의 기능을 보여 주고 있고 나아가 

사회 으로 유기동물에 한 올바른 문화  요

소를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크림히어로즈>와 <수리

노을SuriNoel> 유튜  채 을 바탕으로 한 사

례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에 해 주  해석이

라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리만족 

측면과 소셜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에서의 연구

로 <크림히어로즈>와 <수리노을SuriNoel> 유

튜  채 과 유사한 반려동물과 련된 1인 미

디어나 디지털 콘텐츠에 한 콘텐츠 소비에 

해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양이를 포함한 더욱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해 많은 

실행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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