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는 30대 여성의 일상, 워킹맘의 라이프스타일, 육아를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로 지난해 방통위의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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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참여한 계기로 홍보대사 활동까지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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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린(옐언니)은 틱톡,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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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고 다양한 표정과 표현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사랑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이다.
최예린은 기부 등 아동지원 사업을 이어왔으며,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을

방통위, 크리에이터와 함께 디지털윤리 확산에 앞장선다

공감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홍보대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 도티, 최희, 옐언니, 조나단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임명 조나단은 콩고 출신의 대학생 유튜버로서 여동생, 친구들과의 좋은 호흡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과 함께 크리에이터가 알아야할 「디지털윤리역량 가이드북」(22년1월)을

보여주는 일상 콘텐츠부터 코미디 콘텐츠까지 여러 주제로 활동하며, 솔직
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최근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다.

발간한 데 이어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를 임명해 디지털윤리
이날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홍보대사 임명식과 함께 샌드박스네트워크

역량강화에 나섰다.

이필성 대표 및 홍보대사들과 스튜디오, 교육장 등 주요현장을 둘러보고,
방통위는 4월 13일(수) 샌드박스네트워크 사옥에서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의식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티(본명 : 나희선), 최희, 옐언니(본명 : 최예린),
조나단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된 홍보대사들은 크리에이터의 관점으로 디지털 윤리역량의
중요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홍보하는 활동을 펼칠

현장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도티 등 홍보대사 4명은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로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콘텐츠를 만들어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의 활동이 1인 크리
에이터를 꿈꾸고, 활동하는 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윤리 역량은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예정이다.

갖춰야할 기본 소양으로 앞으로 우리 모두의 디지털 윤리 역량을 높이기
홍보대사 도티(나희선)는 마인크래프트, 애니메이션 상황극을 통해 주로
초등학생들과 소통하는 23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이자 샌드

위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임명식 개최계획. 끝.

박스네트워크 공동창업자로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크게 공감
하여 이번 홍보대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 1 -

- 2 -

붙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임명식 개최계획

□ 행사 개요
o

(장소)

샌드박스네트워크(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내용)

수),

o 모바일게임 및 게임 콘텐츠 제작

‘22. 4. 13(

o

주요이력 및 활동분야
o 샌드박스네트워크 공동창립자

(일시)

(참석)

홍보대사 명단

구분

o

o

참고

16:00~16:40

*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홍보대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2020)
17

센트럴타워

[유튜브 운영 채널 소개]

층)

30

o (유튜버 데뷔) 2012년도부터 운영 시작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및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홍보대사 등
MCN

나희선(도티TV) o (주요 콘텐츠)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게임리뷰 및 애니메니션 상황극
등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주요 콘텐츠

기업 탐방, 홍보대사 임명, 크리에이터 간담회 진행 등

o 아나운서, MC
o 뷰티, 언박싱 및 육아영상, 일상 등

□ 진행순서(안)

[유튜브 운영 채널 소개]
o (유튜버 데뷔) 2019년도부터 운영시작

시간

o (주요 콘텐츠) 결혼 전에는 자기계발, 프리랜서 브이로그 등을 주로

내용
최희(최희로그)

16:00∼16:10(10‘)

제작, 결혼 후 육아 라이프 및 육아발달 과정, 육아 용품 소개
등을 다루는 콘텐츠 위주로 제작

Ÿ 샌드박스네트워크 기업 현장방문 (28층, 30층)

o 아동·청소년 크리에이터
o 일상 콘텐츠 제작
16:10∼16:15(05‘)

Ÿ 홍보대사 위촉 배경 및 취지 소개
[유튜브 운영 채널 소개]
o (유튜버 데뷔) 2013년도부터 운영시작

16:15∼16:20(05‘)

Ÿ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최예린(옐언니)

16:20∼16:40(20‘)

Ÿ 간담회 진행

o (주요 콘텐츠) 전 세계 다양한 간식 먹방, 직접 만든 미니 게임,
틱톡 트렌드, 피규어 리뷰 등의 콘텐츠 제작
o 콩고 출신 대학생 크리에이터
o 먹방, 일상 등 콘텐츠 제작

16:40~

Ÿ 마무리

[유튜브 운영 채널 소개]
o (유튜버 데뷔) 2018년도부터 운영시작

* 조나단 : 행사 당일 스케줄 관계로 불참

조나단(조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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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콘텐츠) 학교 생활, 여동생과의 에피소드 등 주로 생활 속
브이로그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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