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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되고 공
유되는 소셜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 1세대 소셜 네트워크인 Facebook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Instagram,
Snapchat 등 후발 주자들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STATISTA의 최근 통계 자료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의 최근 이용자 동향과
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 동향
STATISTA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수는 2017년에 전
년 대비 7.9% 증가한 24.6억 명으로 전망되고, 연평균 5.3%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3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이 약 5억 9,600
만 명으로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수의 약 24.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이 2억 9백만 명으로 8.5%, 인도가 1억 9,600만 명으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333, sunsil@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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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명)

주: 최소한 한달에 한번 이상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
자료: STATISTA(2017. 7)

[그림 2] 주요 국가별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수(2017년)
(단위: 백만명)

자료: STATISTA(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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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이트별로는 Facebook의 월 이용자수가 2017년 9월 기준 20억 6,100만 명
으로 1위를 지속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Facebook Messenger와 WhatsApp이 약 13
억 명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Instagram이 7억 명으로 6위를 기록하는 등
Facebook 계열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1) 중국 텐센트의 WeChat과
QQ, QZone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각
각 4위, 5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3] 주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월 이용자수(2017년 9월 기준)
(단위: 백만명)

주: *는 최근 1년간 업데이트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 STATISTA(2017. 9)

1) Instagram과 WhatsApp은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Facebook에 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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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향
인터넷 이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이용 시간 증가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 중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냄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이 더
욱 커지고 있다.2)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소셜 네트워크 광고 수익은 2016년 약
271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9.4% 증가한 약 3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연평균 10.9%씩 성장하여 2021년에는 489억 달러로 전망되며, 전체 디지털 광
고 수익 중 소셜 네트워크 광고의 비중은 2016년에 13.6%에서 2021년에 14.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소셜 네트워크 광고수익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TATISTA(2017. 3)
2) STATIST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일간 이용 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7.1% 증가한 135분으로 나타났다.(STATISTA,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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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기업 중 선도 기업인 Facebook은 2017년 9월 기준으로 20억 명 이
상의 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측면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Facebook은 Instagram, WhatsApp 등을 인수하고 계열 서비스들을 연동함으로써 이
용자 유입을 확대시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Facebook의 2017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93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3분기에는 100억
달러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 Facebook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TATISTA, Facebook IR(2017. 7)

4. 결어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는 메시지나 사진, 영상 피드 서비스 중심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카메라 기능과 VR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소셜 미디어로 확장되고 있다(이선희, 2017. 2. 1). Facebook은 VR 소셜 플랫폼인

2017/10/16

…
53

동 향

‘Facebook Spaces’와 동영상 플랫폼인 ‘Watch’를 공개하여 소셜 미디어로서의 입지
를 구축하고 있다. ‘Watch’는 모바일과 PC, TV앱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친
구 및 커뮤니티와 시청 소감을 교환하며, 시청자 참여쇼, 실시간 이벤트 등을 제공함
으로써 양방향적인 동영상 콘텐츠 마케팅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Facebook은 최근
오리지널 동영상 컨텐츠 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Watch’를 통해 그동안 YouTube가
우위를 점해온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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