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BA MCN MANAGEMENT SERVICE



ELBA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크리에이터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Multi Channel Networks입니다.

전세계 미디어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

록 높아져 가지만, 그들을 진정성 있게 돕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ELBA는 크리에이터들의 제작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을 해소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개개인에 최적화된 파트너십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MCN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최 2018년 소셜벤처경연대회 대학생부문 최우수상

2018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현대중공업 기술공모전 장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2018 현대중공업 DT 오픈이노베이션 우수 기술상

울산 청년창업 한마당 창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9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실험실창업 탐색팀 선정

도전! K-스타트업 2019 혁신창업리그 지역예선 대상

울산과학기술원(UNIST) UNIST Startup Competition 2019 최우수상

2018 현대중공업 DT과제 수행 업무협약

한국동서발전㈜ – (재)울산테크노파크 EWP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 협약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생산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겸업 크리에이터의 경우, 본업을 유지하며 한정된 시간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적절한 시기에 배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 수익

저작권

기획, 편집력

행정

인력

광고계약

진입장벽

아이디어

네트워크

자료수집



기존 MCN이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주로 네트워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미지 이외에 실제 크리에이터들이 얻는 효과는

체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돈을 계속해서 MCN에게 지불해야하죠.





채널의총수익

ELBA MCN
가입이전
평균수익

크리에이터총수익
ELBA MCN

가입

수익

기간

ELBA는 이미 크리에이터가 달성한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터를 성장시켜 발생한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수익 배분을 진행합니다.

즉, 크리에이터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저희 ELBA도 수익이 없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ELBA의 수익

크리에이터의 추가 수익



ELBA의 파트너십은 크리에이터들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개발된

매니지먼트 서비스입니다.

기존 MCN이 제공한 행정, 세무, 네트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엘바 파트너들의

채널을 분석해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원활한 제작환경을 조성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엘바의 키워드 서비스를 통해 트렌드에 맞는 소재선정과 기획을 할 수 있고

편집자는 콘텐츠 제작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양질의 영상제작이 가능합니다.

ELBA에서 매칭을 주선함으로써 크리에이터와 편집자의 선호에 따라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빠르게 생산, 배포할 수 있습니다.

ELBA 파트너십
매칭 서비스

크리에이터

편집자

콘텐츠 제작
데이터베이스

키워드
서비스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이슈에 따라

연관 콘텐츠 아이디어를 전송하는 키워드 서비스는 크리에이터의 기획 부담감을 줄이고

콘텐츠에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크리에이터

실시간
트렌드 서칭

미국

미국



ELBA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자가 이용 가능한 영상, 사운드, 효과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와 편집자는 NA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고용량 데이터 전송 업무
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콘텐츠 영상, 편집본의 원활한 공유가 가능합니다.

원격 업무

시스템 구축

크리에이터 편집자

ELBA 데이터베이스



ELBA의 채널분석은 키워드 데이터베이스와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해

영상 추이를 분석하고, 채널별 맞춤형 컨설팅과 성격과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광고 영업을 통해 크리에이터와 채널의 성장을 돕습니다.

채널

실시간 검색어 구독자 추이연관 채널 유입



ELBA의 파트너십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을 돕는
네비게이터입니다.

기존의 ELBA 파트너들은 ELBA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활동으로 진출했으며
앞으로도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ELBA 파트너십 체결

ELBA 파트너 대시보드



ELBA는 거래가 아닌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약속하는 MCN이 되겠습니다



© ELBA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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