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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간평가 보고서

창업팀명 구분 창업여부 

주식회사 플레이이엔에이
초기창업

창업여부 O

창업일자 2021년 6월 29일
대표자 손수영 조직형태 주식회사

소셜미션 인디 아티스트의 창작지원, 대중과의 소통 연계를 통한 자립적 문화예술생태계 제시

아이템 온라인 인디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전시·유통 플랫폼

팀 구성

성명 역할 참여도
손수영 운영·기획 100%
한민창 제작·기획 100%
박재영 기획·지원 100%

사업비집행 1천만원 / 1천만원 (100% 집행)

사업추진 및 

성과달성도

 1. 협약 체결일부터 평가 기준 시점까지의 사업 계획 추진 실적
   * 4월 초 창업팀 협약 체결일 이후 지원금 지급 및 집행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진 바,

   ‘4월 17일~7월 16일(지난 3달)’까지의 사업 계획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영업 및 투자 활동 실적 

1) 창작지원 플랫폼 실적 (유튜브 채널) 

     ① 지난 4월 창업팀 선정 당시 전반기 목표 대비 평균 202% 달성

  

항목 목표 결과(지난 3달) 달성률

일 평균 조회 수 500회 1871회 368%

월 매출 50,000원 55,225원 110%

월 평균 콘텐츠

업로드 횟수
2회 2.6회 130%

     ② 유튜브 채널의 타겟층 변화 및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 국내 위주의 소비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 1분기 대비 조회 수 2배 이상 상승

  

시청자: 국내 및 인도 양분
(1/4분기)

시청자: 아시아 시장 전반

(2/4분기) 

1위: 인도 2위: 대한민국 (1% 차이)

조회 수: 82,736회 

1위: 인도네시아, 2위: 필리핀

조회 수: 174,9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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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총 33건의 창작지원 콘텐츠 제작

제작�콘텐츠�주요대상 제작�콘텐츠�수 업로드�횟수

가수� 및� 그룹 21 6

연주자� 및� 작곡가� 개인 12 2

     ④SNS 마케팅을 활용한 유튜브 채널 유입 확대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하여 유튜브 채널 및 회사 소식 홍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 � �

  

2) 창작 자생 플랫폼 사업진행 실적 (플랫폼 앱) 

     - 7월 12일 모바일 플랫폼 앱 사업기획 1안 완료 (일정보다 30일 조기 달성)

     ①브랜드 명 및 사업 아이템 기획

  

사업명  

예술가를 위한 창작품 전시·매거진 플랫폼 아트뱅(ARTBANQ)

사업설명

 전 장르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쉽고 빠르게 전시·판매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미디어·모바일 기반 창작품 공유 플랫폼 

‘예술가들의 만찬(Artist’s Banquet)‘ 

세부 

서비스

- 예술가가 직접 전시·홍보하는 ‘SNS 숏폼 영상작품 공유 서비스’

- 예술가 큐레이션 및 창작품 판매로 인한 부가수익 창출 

- 예술가-소비자-기업 간 ‘협업 네트워킹 서비스’로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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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비즈니스 모델 정립

비즈니스 모델 개요

• 비즈니스 모델 :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통해 생성된 부가가치에 대해 수요자에게 수수료를 청구

• 주요 수요자 :⒈예술 콘텐츠를 손쉽게 소비하고자 하는 MZ 세대 모바일 유저  

⒉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창작품 혹은 홍보활동이 필요한 기업 및 관공서 

• 주요 공급자 : 본인의 창작품을 온라인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하고자 하는 

만 19세-만 39세의 청년 예술가

  ③수익모델 구체화

- 수익원별 이해관계자 및 분배방식 등 해당 플랫폼 내 수익 창출방식 구체화

  ⑴ 수익원: 광고수익

    Ⓐ 수익방식

   - 광고 발주 기업의 광고를 앱 화면에 노출 (빈도율 10%)

 동영상 광고 66%  네이티브 광고 34%

    Ⓑ 이해관계자

구분 광고주 플레이 이엔에이 예술가

역할
광고 내용 및 

광고비 지불
플랫폼 내 광고 삽입

콘텐츠 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입 유도

    Ⓒ 수익구조

   - 예술가와 자사 간 광고비 분배

플레이 이엔에이 예술가

30% 70%



- 4 -

  ⑵ 수익원: 인력중개 수수료

    Ⓐ 수익방식

     - 기업 헤드헌팅 의뢰에 적합한 ‘아트뱅’ 예술가를 직·간접적으로 매칭

    Ⓑ 이해관계자

구분 정부•기업 플레이 이엔에이 예술가

역할
사업에 필요한 예술

가 헤드헌팅 의뢰

AI 매칭 및 컨설팅을 

통한 예술가 주선

콘텐츠 제작 혹은

노동력 제공

   Ⓒ 수익구조

   - 기업으로부터 매칭 방식에 따른 수수료 청구 (최대 10%)

  ⑶ 수익원: 후원 및 구독 수수료

    Ⓐ 수익방식
    - 플랫폼 이용자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정산

    Ⓑ 이해관계자

구분 유료 구매자 플레이 이엔에이 예술가

역할
앱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유료 재화 구입
사용자의 유료구매 유도

콘텐츠 제작 혹은

노동력 제공

    Ⓒ 수익구조
    - 건당 100원~ 1천만 원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분배

유료 구매자 플레이 이엔에이 예술가

포인트 리워드 제공 아이템에 따라 10~70% 정산 아이템에 따라 60% 정산

   

  ④사업 개시연도별 예상매출 산정

  - 산출방식

가변요소 CPM 노출�증가�수 보정�값 광고�노출�비율

수치
연평균� 3000

*연차별� CPM� 상승반영

0.18*보정� 값

*현� 플랫폼� 이용� 산출

0.8-(N/2)

*연차� 및� 분기별
평균� 10%

- 연차별 예상매출

항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월 평균 

조회수
55,745회 1,298,757회 30,258,554회 704,966,144회

연 매출 \133,789 \4,675,524 \127,085,887 \3,383,83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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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환원 활동 실적

 1) 저소득 청년 예술인 창작지원

     ①유튜브 콘텐츠 기획·제작 13건 중 10건, 저소득 청년 지원

   

일시 지원사업 내용 저소득 해당 예술인 활동 사진

21년 4월 

구석구석 라이브

‘아티스트의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지원’

-싱어송라이터 ‘JIN’ 

외 1명

21년 6월 

레벨 챌린지

‘연주자의 포트폴리오

 영상 제작지원’

-피아니스트 ‘다은’ 

외 7명 

   

     ②앨범 제작 지원 4건중 3건 취약계층

   

아티스트 

(취약계층 굵은 글씨)
앨범명 장르 지원항목

JIN 친구지 그치 가요/포크/락 믹스/마스터링

Loulia Magical U 팝/일렉트로닉/R&B 믹스/마스터링/레코딩

Grace Kim The Waves 팝/일렉트로닉/R&B 믹스/마스터링/레코딩

JIN 마저 갈게 가요/포크/락 믹스/마스터링

   

     ③지원사업 혜택 아티스트의 해당 사업 참여 이후 활동 실적 및 만족도 

 - 퍼커셔니스트 ‘유니마림바’는 해

당 사업참여 후 이승윤, 이무진과 

함께 맥심커피 CM제작 및 광고출연

 - 싱어송라이터 Grace Kim은 해당

사업참여 후 TBS 라디오 방송 섭외 

연결

 - 레벨챌린지 콘텐츠 출연 청년 예술가의 지원사업 만족도 92.5%
*만족도 설문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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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약지역 공연

      - 문화예술 취약지역에서 무료 공연 진행 

  

일시 장소 출연진 활동 사진

21년 4월 경기도 가평군 상면
-퍼커셔니스트 ‘유니마림바’ 

-싱어송라이터 ‘JIN’ 

21년 7월 전남 보성군 보성읍 -아카펠라 그룹 ‘나린’

21년 7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 -부산 퓨전 국악밴드 ‘초아’

  ■ 기타 사업계획 추진 실적

1) 사업아이템 확장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아이템 2가지 추가

① 지역 예술 인프라 지원사업 

사업명  

지역 예술인을 위한 합리적인 음악 스튜디오 

플레이 스튜디오(Play Studio)

사업설명

지역 예술인에게 음원 창작물 제작에 필요한 레코딩 및 사운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초 창작활

동 보조 사업

세부 

서비스

- 녹음실 및 엔지니어 제공 서비스 

- 지역 예술가 50% 할인 서비스 

- 음원 및 영상 후반 작업 서비스 

사업 개시 후 

예상 이용률

(할인적용)

- 1년차 이용률 약 360시간 연매출 1천80만원
- 2년차 이용률 약 1,800시간 연매출 5천4백만원
- 3년차 이용률 약 3,000시간 연매출 9천만원
- 4년차 이용률 약 3,300시간 연매출 9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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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예술 인식 개선 사업

사업명  

예술 다양성 및 예술가 권리확보 교육

사업설명
예술인의 법적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과 문화예술시장의 

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산업 선진화 사업

세부 

서비스

-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계약서 작성법 및 

부당대우 대처 방법 교육 

- 예술 전문가 초빙 강연을 통한 문화예술 다양성에 대한 

세미나 실시 

-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직접 체험 가능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제공

사업 

수주 계획
기초 지자체 관련 위탁 사업 연 2건 수행 예정 (약 2,000만원)

 

 2. 사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담임 멘토와 협의한 성과목표 및 달성 정도 

  ■ 창업팀 공통 성과목표

성과목표 세부내용 달성여부 비고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 설립

조직 유형 결정 완료

임원/주주 확보 완료

사업장 확보 완료

정관 작성 완료

등기 완료 완료

사업 개시 및 
영업활동 수행

사업자등록 완료

기업활동 수행 완료

영업활동 수행 완료

(예비)
사회적기업 진입

요건 충족 완료 완료

신청 완료 경남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결과 대기 중완료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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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멘토 컨설팅 달성 정도

1) 담임멘토 권유 성과목표

성과목표 세부내용 달성여부 비고

고용성과 정규직 고용 준비 중
12월 

고용 예정

매출성과
영업활동 연간 3회 이상 완료 현재 8회

매출액 연간 50만 원 이상 진행 중 현재 44%

사회적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연간 10회 이상 완료 현재 13회

 

2) 담임멘토 컨설팅 반영내용

     ①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아이템 개선

      - 핵심 관계자, 가치, 역할, 수익 창출방식 등 비즈니스 모델 정립 및 구체화

      - 기존 창업 아이템 (창작지원 및 자생 사업)의 수익창출방식 개선

      - 고정비 해결을 위한 추가 사업아이템 연구 

   

前 비즈니스 모델 인디플레이어 現 비즈니스 모델 플레이 이엔에이

저소득 청년 예술가의 콘텐츠 제작지원

을 통한 콘텐츠 판매 수수료 획득

저소득 청년 예술가에게

창작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부가가치에 대해 

수요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

  

     ② 핵심 고객 구체화

      - STP 전략에 따른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고객 및 가치를 세분화 

   

前 핵심고객 現 핵심고객

① 소통을 원하는 독립 예술가

② 예술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콘텐츠 시청자

③ 예술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

① 본인의 창작품을 온라인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하고자 하는 만 19세-만 39세의 

청년 예술가

② 고품질 예술 콘텐츠를 합리적으로 소비

하고자 하는 MZ 세대 모바일 유저  

③ 창의성·차별성·주도성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해 줄 수 있는 창작품이 필요한

기업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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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환원 목표 세분화 및 확장

      - 실제 이익 잉여금에 대한 환원 목표 세분화 및 비율 책정

  

前 환원 목표 現 환원 목표

① 인디 아티스트의 상업 플랫폼 

  진출 지원 

② 문화예술 취약 지역 무료 음악 콘서트

③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기여 

① 아티스트 창작 지원 (300만 원)

② 도서 지역 문화지원 (200만 원)

③ 청소년 예술교육 (100만 원)

④ 예술 발전 기금 (70만 원)

 

3. 법인 설립 및 고용, 매출 발생,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준비 현황 

  ■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시기 사업 등록 시기 사업장 소재 사업장 용도

21.06.29 21.07.09 창원시 팔용동 사무실, 회의실, 스튜디오

* 예정보다 1개월 단축

  ■ 고용 현황 

     - 향후 6개월 이내 2명 고용 계획

       (2021년 12월 정규직 1명, 2022년 01월 정규직 1명)

  ■ 매출 발생

   - 2021년 07월 15일 기준, 월평균 55,225원, 총매출 약 22만 원 발생 

   

주 매출원 실적

자사 유튜브 채널 ‘삼봉뮤직’의 콘텐츠

시청 수수료 및 광고시청 수수료 

사업체결 이후 수익 상승 구간↑

유료 이용자 수익 광고 수익
\12,253 \209,827



- 10 -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준비 현황

1) 지역형 신청 완료   

      - 7월 경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완료 

2) 부처형 신청 준비

      - 9월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준비 

 4. 기타 사업추진 실적‧성과 

   ■ 인디 예술인 권리 개선 사업 시행

      - 표준 계약서 의무 이행 및 설명 

   

   ■ 교육을 통한 팀원의 전문능력 향상

교육과정 수혜 팀원 효과

기획·마케팅 박재영, 한민창 문서 작성 효율 상승

콘텐츠 제작 손수영, 박재영 콘텐츠 생산력 상승

영상 촬영/보정 손수영, 한민창 콘텐츠 퀄리티 상승

앱 개발 프로그래밍 한민창 AI개발 기초 이해도 상승

   ■ 자사 사업 수혜자 일람
2021.07.16일 기준

수혜인원 청년 취약계층 취약계층 비율

22 1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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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1. 향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향후 계획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내)

 

8월  

① SNS/웹사이트 마케팅

  - 웹사이트 공사 및 SNS를 통한 유튜브 채널 홍보(8월~12월 지속)

② 아티스트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 예술가와 협업한 자사 제작 앨범 판매 및 홍보

③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대비 

  - 9월 부처형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대비 이전 서류 보완 

④ 창작지원 콘텐츠 배포

  - 8월 구석구석 라이브 외 콘텐츠 업로드 4건

⑤ 신규 콘텐츠 배포 채널 개설

  - 새로운 창작지원 콘텐츠의 홍보를 위한 YouTube 채널 개설

9월

① 아티스트 창작 지원 프로젝트

  - 창작 지원을 통한 2건의 콘텐츠 제작

② 모바일 플랫폼 제작 기획 

  - 앱 디자인 연구 및 스케치

③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지역형 미발표 혹은 탈락 시)

  - 부처형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④ 창작지원 콘텐츠 배포

  - 9월 레벨첼린지 콘텐츠 외 업로드 8건

10월

① 지역 관공서를 통한 홍보

  - 지역 예술인 커뮤니티 및 관공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② 3/4분기 실적 분석 및 사업 계획 검토 

  - 실적 분석을 통한 사업 계획 검토 및 수정

③ 아티스트 창작 지원 프로젝트

  - 창작 지원을 통한 2건의 콘텐츠 제작

④ 지역 예술가 지원 사업 준비

  - 자체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인테리어 컨설팅

⑤ 창작지원 콘텐츠 배포

  - 10월 레벨첼린지 콘텐츠 외 업로드 8건

11월

① 광고모델별 실적 점검

  - 광고모델별 실적 비교 분석 및 개선사항 적용

② 모바일 플랫폼 제작 기획 

  - 핵심 이해관계자 파악 등 시장조사

③ 지역 예술가 지원 사업 준비

  - 자체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재료 구입 및 공사

④ 창작지원 콘텐츠 배포

  - 11월 구석구석 라이브 콘텐츠 외 업로드 4건

12월

① 모바일 플랫폼 제작 기획 

  - 파트너쉽을 위한 외주용역 업체 선별 및 컨설팅

② 아티스트 창작 지원 프로젝트

  - 창작 지원을 통한 10건의 콘텐츠 제작 기획

③ 지역 예술가 지원 사업 준비

  - 해당 사업 개시 전 스튜디오 및 기자재 사전 점검 및 사업개시

④ 창작지원 콘텐츠 배포

  - 12월 구석구석 라이브 콘텐츠 외 업로드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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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계획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후)

|     1년차(2022년)     |       2년차 (2023년)     |       3년차(2024년)     | 

         ①투자자 확보 

          ②플랫폼 정식 출시

           ③사회적기업 인증

         ①수익 기반 확장

②플랫폼 베타 테스팅

           ③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①브랜드 인지도 향상

  ②사업 능력 확보

   ③기초 수익구조 안정화

 

 2. 향후 투입 예산 계획 (자부담 포함)

   ■ 세목별 예정 투입 예산 표

      - 인건비, 인테리어비 등은 해당 표에 산정되지 않음

      - 자부담 400만원 포함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율(%)

사업모델
개발비

사업추진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1,000 2.3%

재료비

사업추진콘텐츠 촬영을 위한 촬영보조 장비 1,400

12.3%

사업추진콘텐츠 녹음을 위한 음향보조 장비 4,020

기자재
구입비

사업추진콘텐츠 촬영을 위한 촬영장비 3,880

39.4%

사업추진콘텐츠 녹음을 위한 음향장비 13,450

외주용역비 촬영 용역비 1,000 2.3%

홍보
마케팅비

온라인 마케팅 광고비 3,550 8.1%

소 계 (A) 28,300 64.4%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부가세, 임차료 등 14,000 22.7%

여비 국내 출장 경비 200 0.4%

활동비 회의비, 소모품 구입비 등 300,000원*5회 1,500 3.4%

소 계 (B) 11,700 35.6%

합 계(C) 44,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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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투입 주요 항목

1) 창작지원 콘텐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비용

① 2021년 후반기 창작지원 행사 소요비용

 - 행사 진행인건비, 촬영 용역비, 공간 대관료 등 200만원

2) 기반 사업 지속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투자비용

① 브랜드 및 사업아이템 홍보비

 - 온·오프라인을 통한 브랜드 및 사업아이템 홍보 마케팅비 355만원

② 사업 직접운영 전환을 위한 기자재 및 재료비

 - 사업 지속성을 고려, 용역 및 대여 비용으로 드는 비용의 절감을 위한 투자비

 - 카메라 1대 및 촬영에 필요한 조명장비 등 388만원 

 - 사업 개발 또는 제작에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악기·음향장비 중

   예술가 개인이 소지하기 힘든 악기 등 690만원

3) 지역 예술가 지원사업을 위한 투자비용

① 공간 임대료 및 공과금

 - 지역예술가 지원 및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및 대여공간 비용 1,000만원

② 예술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자재 및 재료비

 - 예술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음향장비 등 5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