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노베이터

문락(MoonROK) 한나 웨이트 대표 인터뷰
구성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나 웨이트(Hannah Waitt) 대표는 2016년 문락(MoonROK, 이하 문락)을 창업하였다. 문락은 외국인 K-POP 팬들에게 한국 아이돌과
연예계 소식을 영어로 된 기사 및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http://www.moonrok.com/)를 운영하고 있다.

Q) 문락을 창업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보로 믿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웹사이트에서

A) 2011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졸업 논문 주제

투어맵을 제공하고 있어서, 런던에 있는 사람도 파리에서 하

에 대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친구의 페이스북에서 소녀시대의

는 K-POP 투어 공연 정보를 모두 알고 티켓팅을 할 수 있습

Gee 뮤직비디오를 보고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니다. 또한 K-POP 한국어 가사, 영어 가사, 또 한국어의 영

계기로 K-POP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논문 주제

어 발음 가사를 함께 제공하는 위키팝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

로 하여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며, 유투브를 통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팬들도 즐길

쓸 때 영어로 된 K-POP 뉴스 소스가 전혀 없어서 네이버에서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다

한글로 뉴스 검색을 하고 영어로 직접 번역해서 인용하곤 했는

른 경쟁사와 차별화된 저희만의 콘텐츠입니다.

데, 이런 고충을 대학원 한국인 친구에게 토로했더니, 영어로
된 K-POP 뉴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그 친구(박우

Q) 문락의 향후 비즈니스 계획은 무엇입니까?

삼)와 공동으로 문락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A) 첫
 번째로 스페인어 버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문
락의 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K-POP 아티스트들의

Q) 문락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남미 투어 공연을 성사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A) 첫
 번째는 홈페이지 내에서의 광고 수익이 있는데, 추후에는

서는 인터파크와 제휴하여 문락 홈페이지를 통한 E-커머스 서

PPL 수익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인터파크

비스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차 문락은 K-POP 뿐만

와의 협업으로 E-커머스 수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니라 C-POP, J-POP, 발리우드 등 다른 나라의 문화도 전파

는 K-POP 아티스트들의 남미 투어 공연의 브릿지 기업 역할

해주는 미디어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문락을

수행을 통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문락 플랫폼에서 구

통해서 K-POP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음악으로도 소통하는

축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K-POP 팬들 대상 투어와 컨설팅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이후에 실행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세요?
Q) 문락은 경쟁사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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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냥

일단 해봐.(Just Do It)”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A) 우선

저희는 웹사이트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만약 문락 창업을 1년 더 먼저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가십성의 콘텐츠를 피하기 위해, 이슈가 발생할 때 해당 아

사업 내용으로 훨씬 더 잘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

티스트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보도 자료가 나오고 확인한 후

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들고 믿는

에 기사를 올립니다. 이런 방침이 팬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

다면 창업에 도전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