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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your neverland!
‘우리들만의 놀이터’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bj전문인터넷신문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MCN (Multi-Channel Network) 콘텐츠 제작사들이
새로운 미디어 산업의 문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미디어를 창조하는 bj 혹은 creator라 불리우는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위상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
1.BJ(creator)에 대한 독자들의 알고·보고 싶은 정보들을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2.BJ(creator)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인식 개선을 위해
3.BJ(creator)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4.MCN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창간 했습니다.

MCN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
•
•
•

독자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제공
BJ(creator)들의 인식 개선
새로운 BJ(creator)들의 홍보
MCN 산업의 Global화에 기여
MCN 산업 성장의 밑거름

MCN 산업 환경
•
•
•
•
•

Mobile 기기의 TV 기능 대체
OTT 플랫폼의 발전
MCN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MCN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
인기 BJ(creator)와 콘텐츠 증가

MCN 고객의 NEEDS
•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정보 접근
• BJ(creator)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
• MCN을 통한 광고·정보의 Needs

은?

공유
모든 방송과 동영상 볼 수
없는 독자들을 위해!
실시간 방송 기사, 핫 이슈,
사건 및 사고들을 기사로
독자들에게 제공!
알고 싶은 BJ들의 방송 외
모습과 인터뷰까지!

파급력

커뮤니케이션

참여

bjn이 제작한 카드형 뉴스로

1차원적인 보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도 기자!

쉽게 웹과 모바일 에서 접하고,

BJ-독자-기자가 모두 BJ에 대해,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은 각종

방송에서 대해 이야기를

SNS을 통하여 친구들과 공유

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보는 것에서 끝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걸고 bj에
대한 또는 bj의 방송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민 기자 시스템

하며 뻗어나가는 파급력!

쌍방향 커뮤니티 뉴스!

함께 하는 소통의 문화!

은?

Web.site

Mobile.web

Mobile.App

딱딱하고 올드한 느낌의

구독자 중심의 U.I로

bjn만의 플랫폼!

뉴스페이지NO!

텍스트 형식이 아닌

빅 데이터 기반.

젊고 세련된 매거진 느낌의

이미지 중심의

관심분야·인기분야 중심.

웹페이지 구동

모바일 웹 페이지

모바일 앱
(개발중)

Target

Gender

Age

남녀 구분 없이 각자 원하는

트랜드와 이슈에

콘텐츠를 즐기는 MCN 시장.

민감한 시장 소비층인

Ex)남자:게임,토크

10-30대가

여자:뷰티,먹방,기타

MCN 주 이용고객

Royalty
아프리카TV 기준
일 평균 시청자수 20만명,
일 최고 동시 시청자 수
60만명의 시청자를 보유.
유튜브 하루 평균20억 이상
페이지 뷰로 MCN 관심구독자
확보 가능.

Together

보도기사

광고문의

업무제휴

보도기사 및 요청기사.
각종 정보기사의
보도 창구

홈페이지·모바일웹 베너 및
팝업광고 각종 기획광고

각 종 업무제휴 문의

새로운 문화의 선두주자
BJ(creator)들과 MCN 기업들에게 새로운 지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BJ(creator)들의 발전, MCN 산업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독자들에게는 보며 놀 수 있는 즐거운 놀이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시장을 주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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