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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산업 동향
이승주*
최근 MS 가 2 억 4,0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 지분
1.6%를 사들이면서 새삼 SNS 비즈니스에 대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는 마이스페
이스나 페이스북들보다 먼저 싸이월드가 있었지만 기업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페이스북의 전체 가치를 150
억 달러로 다소 의외로 평가할 놀라울 만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런 최근 SNS 관련 기업들
의 트렌드와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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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일 것이다. 피플투, 아이
디테일, 엔플러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결합된
새로운 SNS 서비스들이 대표적이다. 피플투는 지난
1 일 가치교환 SNS 서비스 ‘피플투 V2.0’을 오픈하
였다. 피플투의 타깃층은 20 대 대학생들로 론칭 1
주일 만에 3,000 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였다. 현재
회원 수는 총 8,000 명이다. 피플투의 수익모델은 인
터넷 광고, 프리미엄 카테고리의 유료화 등이다.
SNS 라는 개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웹 1.0
시대부터 존재하던 개념이다. 다만 이러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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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004 년경부터이며, 이를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형 서비스가 새로운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무장하고 등장한 것은 불과 2~3 년 정도에 불과하다. 인맥구축 서비스는 국내외 웹서비스를 언
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마이스페이스는 2005 년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이 5 억 8,000 만 달러에 사 들이면서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고, 페이스북은 야후가 10 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거절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일본에는 믹시(mixi)가, 국내에서는 싸이월드가 사실상
‘국민 홈피’ 역할을 수행하며 사이버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맥구축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ec: SNS)란 사이버 상의 인맥구축을 통해 사용자
들이 새로운 네트워킹 가치를 찾아가는 참여형 서비스이다. SNS 기업들은 충성도 높은 사용자
들을 늘려 사이버머니나 배경음악 판매, 광고 수익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 SNS 는 싸이월드에 너무 쏠려있는 나머지 경쟁력 있는 서비스들이 새싹도 틔우기
전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다음커뮤니케이션, MSN 등 대형 포털들조차 유사 서비스
를 잇달아 내놨지만 싸이월드의 아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최근 싸이월드형 SNS 서비스를 넘어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잇달아 등장해 관
심을 끌고 있다. 식상한 ‘싸이질’을 넘어 보다 생산적인 한국형 인맥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이다. 비즈맥, 하이프렌, 플랜후드가 1 세대 서비스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면, 링크나우,
피플 2, 휴토리 등이 공개 시험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 세대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링크드인
(LinkedIn)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링크나우는 철저히 비즈니스 영역의 오프라인 인맥이 온라인으
로 옮겨온 형태를 구현하였다. 피플 2 는 서로 필요한 가치들을 맞교환하면서 참여가 활발해지는
‘가치교환 모델’을 특허 출원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SNS 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휴토
리는 학교나 지역, 회사 등 네트워크를 끌어들여 페이스북과 비슷한 서비스를 구현해 싸이질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혹자들은 싸이월드가 한국의 문화 특성에 맞는 서비스로
성공한 만큼 한국 문화에 맞는 서비스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창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실험이 확실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SNS 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
된다. 그런 의미에서 SNS 의 정의를 내려 보면
- Social Networks Services focuses on the Building and verifying of online social
networks for communities of people who share interests and activites(from wikipedia)
SNS 란,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터넷 공간으로 가져온 것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맷기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위키사전).
소셜 네트워킹을 직역하면 ‘사회 연결망’이다. 이를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온라인 친구 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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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인맥 쌓기’가 된다. 생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게시판과 비교되지만 개인을
둘러싼 인맥들이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로 인해 2 차, 3 차의 인맥을 구축한다는 점이
SNS 의 가장 큰 특징이다. A 와 B 가 온라인에서 친구라고 한다면, B 의 친구 C 가 다시 A 의 친
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로의 친구는 거의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세상’에서는 어떠한 공유도 할 수 없는 사이가 ‘사이버 세상’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인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킹’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싸이월드’
가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고, 미국의 경우 ‘마이스페이스’가 대표적이다.
사실 소셜 네트워킹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90 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개념은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1],[2].

II. SNS 의 특징과 시장성
SNS 에는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 및 지인을 소개하여, 친구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
설된 커뮤니티형 Web 사이트로 누구나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와 소개받은 사
람만이 참여가 가능한 폐쇄형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 자기의 프로필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기능, 새로이 생긴 친구를 등록하는 어드레스 수첩, 친구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하는 기
능, 사이트 내의 친구만 볼 수 있는 일기장, 친구 간에 메시지 교환에 사용하는 게시판이나 달력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료 서비스이며, 사이트 내에 게재된 광
고, 친구에게 책이나 CD 등의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이로 인해 매상이 오르면 그
일부를 소개료로 징수하여 수익을 내는 모델이다. 2003 년 즈음에 속속히 생겨나 대형 검색엔진
회사인 Google 사가 Orkut 이라 불리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개설하여 화제가 되었다(IT 용
어사전-e-WORDS).
eMarketer 에 따르면 전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광고 시장이 2007 년 9 억 달러에서
2011 년 36 억 달러로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에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광고 매체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SNS 기업들
이 수익모델로 광고에 의존을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Google 은 Youtube 를 Monetization
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나온 그들의 동영상 광고 모델은 자막광고다. 기존 동영상
사업자들이 전통적인 TV 광고 모델처럼 Pre-Roll 방식으로 했지만, 구글은 검색&광고 샌드위
치 회사답게 거부감을 덜어주는 문맥기반 자막광고로 개발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사용자가
반응을 안 하면 몇 초 후 자동으로 사라지게 한다. 또 한 사례로, Facebook 또한 광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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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나이, 성별, 위치를 기반으로 한 Demographic
타깃팅 광고뿐 아니라 사용자가 무슨 활동을 많이 하는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등을 친구
관계를 엮어서 Behaviral 타깃팅 광고를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한다.

주) ages 15+: home and work location: excludes traffic from public computers such as those at internet cafes or access from mobile
phones or PDAs
<자료>: comScore World Metrix as cited by The Wall Street lournal, October 19, 2007., www.eMarketer.com

(그림 1) SNS 사 랭킹(단위: 10 억 달러)
<표 1> 유럽 국가별 SNS 서비스 이용 현황
Unipue visitors
(thousands)

% reach

Average hours
per user

Average pages
per user

Average visits
per user

UK

24,857

77.9%

5.8

839

23.3

Germany

15,475

46.9%

3.1

423

13.8

France

13,332

49.6%

2.0

476

16.8

Spain

8,828

61.5%

1.6

251

14.9

Italy

8,736

49.3%

1.8

346

12.6

Total Europe

127,297

56.4%

3.0

523

15.8

주) ages 15+: home and work locations: excludes traffic from public computers such as internet cafes or acces form mobile phones or PDAs
<자료>: comScore World metrix as cited in press release, October 10. 2007. www.eMarketer.com

<자료>: Datamonitor, ‘The Future of Social networking: Understanding Market Strateg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s cited
by Network World, October 19. 2007. www.eMarketer.com

(그림 2) SNS 서비스 지역별 이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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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근 SNS 산업 동향
최근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SNS 가 속속 선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 전국에 ‘싸이 열풍’을 일으키며 회원 수 2,000 만 명을
넘어선 ‘싸이월드’ 대박신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한국의 지인(知人) 정서에 기반한 ‘일촌
맺기’ 기능이다. 친구, 동창, 직장동료 등 아는 지인들과 사진과 글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또 다
른 ‘인연’을 만드는 싸이월드만의 독특한 ‘일촌문화’는 젊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대표적인 문화코드로 정착하였다. 싸이월드가 이같은 온라인 인맥 서비스 기반을 닦아온 1 세대
SNS 라면 피플투, 아이디테일, 엔플러그 등은 이를 기반으로 ‘가치교환,’ ‘오픈아이디,’ ‘유무선연
동’ 등 부가서비스와 결합된 2 세대 SNS 사이트들이다. 여기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주
목받으며 떠오르는 SNS 에 대한 국내외적인 트렌드에 대하여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1. 국내
신생 벤처기업인 피플투는 지난 10 월 가치교환 SNS 인 ‘피플투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였다.
단순한 ‘사교’와 ‘재미’를 뛰어넘어 ‘가치교환’을 매개로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사이트다. 가령,
마케팅, 의사, 교사, 통역 등 직업 고민상담, 패션코디, 모닝콜, 수다떨기 등 소소한 가치들까지
‘키워드’로 올릴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를 올린 사람을 찾아 ‘멘토’를 신청하면 일대일로
연결될 수 있다. 한마디로 서로 다른 ‘가치’를 필요한 사람끼리 사이버 세상에서 만나 ‘가치’를
주고 받는 ‘품앗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10 월 오픈된 피플투 정식버전은 기존 가치교환 SNS
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해 사이트 안에서 ‘놀이터’ 공간도 함께 제공한다. 피플투는 지난
12 월 5,000 여명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베타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최근에는 2.0 버전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피플투에서는 100 개까지 무료로 스템프를 받아 이를 활용해 미팅 등 사람도 만나고 책이나
지갑 등을 교환하며 즐길 수 있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 천여 명이다.
주로 수도권 대학생들이지만 부산과 제주도에서 가입한 사람도 있다. 피플투는 특히 대학생활용
마케팅에 신경쓰고 있다. 피플투프렌즈전략팀 30 곳을 두고 이를 통해 사이트의 디자인이나 제
목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게릴라식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피플 2 는 이 같은 대학생들의
입소문 마케팅 등을 통해 연말까지 3 만 명, 2008 년 중순까지 10 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다는 계
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회사가 공들이는 것 중 하나가 제휴마케팅이다. 전문 블로거들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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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이글루스와는 웹 2.0 리뷰섹션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태터툴즈와는 태터툴즈의 솔루션
에 피플투 기능을 집어넣는 것을 협의중이다. 네이버와도 네이버 지식검색을 업그레이드하는 방
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이화여대 광고전문가를 쳤을 경우 검색
결과뿐 아니라, 그와 ‘멘토’로 연결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네이버 통합검색의 단점인
평범한 사람찾기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GRE 시험을 준비하거나 갑자기 이탈리아어 통역이 필
요할 때 편하게 도움받을 사람을 현재는 검색으로 찾을 수 없지만, 양사 제휴가 이루어지면 가
능해진다.
안철수연구소 사내벤처인 고슴도치플러스는 얼마 전 웹 2.0 기반의 신인증 서비스인 오픈아
이디와 결합된 SNS 인 ‘아이디테일(www.idtail.com)’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였다. 아이디테일은
‘(자신의)ID.idtail.com’이라는 주소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인맥을 형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이름, 관심 분야, 학교, 회사, 자주 가는 곳 등 오프라인 기반의 아이덴티티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 기반의 아이덴티티를 모아 ‘마이디테일’ 페이지에 표현할 수 있다.
또 ‘마이네트워크’를 통해 동료나 동창, 관심분야가 같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
싸이월드 창업자인 형용준가 운영하는 이인프라네트웍스와 옴니텔도 LG 텔레콤을 통해 유무
선 연동 SNS 인 ‘엔플러그(www.nplugs.com)’를 런칭하였다. 이는 이인프라네트웍스의 SNS,
PRP 기술과 씨디네트웍스의 CDN 기반 웹하드 원천기술을 옴니텔의 무선통신 서비스에 접목한
것이다. PRP(Personal Resource Planning)란 다양한 디바이스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의 디지털
자산(정보, 컨텐츠, 파일)을 통합 관리하고 타인과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
한 접근 방법을 말한다. 옴니텔은 엔플러그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6 Degree of Separation 이라
는 6 촌 SNS 를 CDN 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선 연동 웹하드와 결합함으로서 지구촌 어디에서나
어떠한 종류의 단말기라 할지라도 지인들끼리 정보와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
하고, 씨디네트웍스와의 제휴로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확실한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고 한다. 씨디네트웍스는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 최
초의 차세대 SNS 서비스에 씨디네트웍스의 글로벌 CDN 기술이 탄탄한 기반 기술이 될 수 있
을 것이라며 엔플러그가 세계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는 데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싸이월드 창업자로 유명한 이이프라네트웍스의 형용준 사장은 “6 Degree of Separation 이라는
6 촌 SNS 의 세부 기능과 유무선 연동 SNS 2.0TM 서비스의 모든 것은 8 월 29 일 온라인을 통
해 공개될 것”이라면서 “싸이월드 창업 이념이기도 했던 인맥 기반의 서비스가 SNS 1.0 이라면
본 서비스는 보다 진보된 인맥 확장과 교차 기반 유무선 연동 서비스로 모두 무료”라고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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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6 Degree of Separation 란 6 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도 하며, 친구의 친구의 친구
같이 6 단계를 거치면 모든 사람이 지인관계라는 수리사회학의 한 이론에 근거한다. 구글을 비
롯한 다양한 기업이 차세대 SNS 서비스로 주목하고 있다.
위키넷이 오픈한 링크나우(www.linknow.kr)는 회원이 프로필을 통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
을 알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비즈니스맨 특화 SNS 다. ‘링크나우’는 친구(1 단
계)는 물론 친구의 친구의 친구(3 단계)까지 인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한 ‘인맥검색엔진’
이 특징이다. 지난 7 월 오픈한 이래 현재 회원 수는 1 만 5,000 명에 이르고 있다. 단 18 세 이
상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 링크나우는 최근 자신의 모든 1 촌에게 한꺼번에 소식을 전할 수 있
는 1 촌 뉴스와 프로필에서 자기소개, 현재 직장, 경력, 주소, 연락처 등을 바꾸면 이를 1 촌에게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였다. 또 10 월에는 관심 주제나
동창그룹별로 전문적인 커뮤니티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중앙일보, 중앙일보 C&C, 조인스닷컴 등 중앙일보 관계사들이 웹 2.0 환경을 지원하는
‘걷기’ 컨텐츠 사이트인 ‘워크홀릭 닷컴(beta.walkholic.com)’을 오픈하였다. 워크홀릭닷컴은 걷
기에 아름답게 홀린 사람들을 위한 열린 광장이다. 23 일 베타 테스터(β tester) 1,000 명에 한
해 오픈하고 두달 뒤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걷는 방법ㆍ코스 등 걷기와 관련된 정보와 건강ㆍ
다이어트ㆍ스타일ㆍ엔터테인먼트ㆍ여행ㆍ관광ㆍ환경 등 웰빙과 관련된 컨텐츠를 모으고 공유한
다. 특히 국내 미디어로선 처음으로 웹 2.0 위키(wiki )환경을 갖춰 누구나 사이트에 글ㆍ사진ㆍ
동영상을 올리고, 고치고, 주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댓글’이 아니라, 콘텐트의 완성
에 직접 참여하는 ‘직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태그를 선택해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위젯(widget)과 스킨(skin)으로 화면 모습을 확 바꿀 수도 있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이
른바 웰빙 시대에 의미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그룹의 기존
컨텐츠를 이용하고, 중앙일보의 ‘걷기 캠페인’과 연계한다. 세계사회체육연맹(TAFISA)이 중앙일
보와 제휴하였고, 부산시교육청이 부산발 걷기 혁명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으며, 파주시ㆍ강남구ㆍ
동계올림픽유치위 등이 워크홀릭과 손잡고 행사를 벌인 바 있다. 또한 종합미디어그룹으로서 웹
2.0 컨텐츠 유통에 본격 진출한다는 의미도 있다. 기획은 중앙일보가 했고 사이트 개발을 맡은
중앙일보 C&C 와 조인스닷컴은 웹 2.0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웹 2.0 컨설팅과 시스템통합(SI)
구축 분야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측은 “걷기라는 두 글자 창(窓)을 넘어 들어가면 그
너머에 재미ㆍ레저ㆍ음악ㆍ음식ㆍ성인병ㆍ비만ㆍ노화ㆍS 라인ㆍ환경ㆍ봉사ㆍ자선ㆍ종교ㆍ관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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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도시ㆍ가족ㆍ직장ㆍ학교ㆍ동호회ㆍ시민연대ㆍ보부상ㆍ트레킹ㆍ등산ㆍ인라인ㆍ바이크ㆍ애
완동물ㆍ하이힐ㆍ운동화ㆍ발ㆍ한반도ㆍ국민연금ㆍ국가재정 등 다양한 세상이 있다”며 ‘컨텐츠
범위가 무한대’라고 설명하였다. 누군가 음란물 등을 올릴 우려에 대해서는 “누가 순간적으로 장
난을 치면 순간적으로 복구하는 누구도 있다. 그런 안전판 기능이 묘미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
키 문화가 형성되는지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수익만 보고 만든 사업
이 아니며, 온오프라인이 협동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웹 2.0 사이트로
바꾸려는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기업들이 많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학생 인맥 구축 서비스 페이스북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번 주 중 등장한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원하는 루키라는 정보기술(IT) 벤처
기업이 루키란 이름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시작한다. 루키를 지원하는 소프트뱅크 미
디어랩의 유한석 소장은 29 일 “금주 중 루키의 비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루키는 한
국판 페이스북”이라고 설명하였다. 페이스북은 회원들이 각자의 사진, 프로필，연락처 등을 남
기면서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인맥관리 서비스로 회원 수가 5,000 만 명에 달한다. 마크 주커버그
가 하버드대 재학 중이던 2005 년 창업하였다. SNS 선두 주자인 마이스페이스닷컴이 주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루키 역시 국내 최대 SNS 인 싸이월드를 추
월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대학생들이 루키 사이트에서 소식을 주고받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루키는 대학생 전용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하버드 대학생들
의 인맥 사이트로 출발한 페이스북과 유사하다. 대학생 중심의 20 대가 타깃층이며 잠재 수요는
350 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루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각 대학의 학생 커뮤니티를 입주시켜
빠른 시일 내에 대학생 대표 커뮤니티로 키우겠다며 비공개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서강대 커뮤
니티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프트뱅크 미디어랩은 일본 소
프트뱅크의 한국 지사인 소프트뱅크코리아와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로
2007 년 초 설립되었다. 루키는 소프트뱅크 미디어랩이 ‘리트머스’라는 IT 벤처 투자 프로그램
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한 첫 사례다.
이밖에 플랜다스 U(up home. plandas.com), 휴토리(hutory.net) 등 신규 사이트도 잇따라
오픈되고 있으며, 구글과 야후 역시 SNS 서비스 런칭을 준비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개념의
차세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용자의 관심과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치
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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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e 베이 등 글로벌 IT 기업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를 독자 개발해 선보이거나 SNS 기술
을 보유한 업체를 통째로 인수하는 등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활용한 사업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로라하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진화된 형태의 SNS 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IT 업체들은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SNS 를 한단계 발전시킨 다양한
툴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툴에는 SNS 를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도 있고, 전문가
그룹을 위한 보다 진화된 형태의 SNS 도 있다. 또 SNS 개념을 이용한 전자기기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기업용 마이스페이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MS 는 최근 애플에 대항할 휴대형
미디어플레이어 ‘준’을 출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터치스크린이나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아니라 SNS 기능이라고 밝혔다. MS 는 ‘준 소셜’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
서비스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들은 곡과 남이 들은 곡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커뮤
니티에 좋아하는 곡을 추천할 수 있다. 또 ‘준 카드’라는 위젯은 사용자 개인 정보를 담아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수 있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회사 크리스
스테판 글로벌 마케팅 상무는 “준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완벽하지만, 커뮤니티 기능도 완벽
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e 베이 역시 SNS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네이버후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네이버
후드는 특정 브랜드, 유행, 유명 인사 등 사용자 관심사별로 서로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
와 물건을 교환, 구매,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 e 베이에 올라오는 물품 목록은 무려 4 억 8,000
만 개나 달해 그 동안 물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e 베이 오랜 고객이
다른 전문 인터넷 쇼핑몰로 이전하는 사례도 많았다. e 베이는 “네이버후드는 커뮤니티별로 쇼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는 쇼핑 경험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며
SNS 가 쇼핑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IBM 는 2007 년 초 SNS 를 적용한 기업용 통합 소프트웨어 ‘로터스 커넥션(Lotus Connection)’
을 발표하였다. 로터스 커넥션은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는 동료들과의 인맥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이용하면 회사 동료들과, 프로필, 북마크나 블로그, 업무내용, 소
속된 워크그룹 목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같은 회사 동료들이 SNS 를 통해 사적으로 혹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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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otus Connection

으로 관계를 형성하면 이것이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진다는 개념인 것이다. IBM 로터스 부문
총괄 매니저인 마이클 로딘은 “로터스 커넥션은 강력한 보안 기능이나 정보의 감사 기능을 추가
하는 등 기업에서 이용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지난 5 일(현지 시간) 트라이브닷넷(Tribe.net)을 운영하는 유타 스트리트
네트웍스(Utah Street Networks)로부터 소셜 네트워킹 기술을 전수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시스
코는 트라이브닷넷의 기술을 이용해 다른 기업이 소설 네트워크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시스코는 2006 년 2 월에도 11 명의 사원으로 운영되는 SNS 신생
기업 파이브 어크로스(Five Across)를 인수하였다. 파이브 어크로스는 SNS 가 필요한 웹사이트
에 이러한 기능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다. 기업용 하드웨어
를 주로 판매하는 시스코가 개인용 웹 서비스를 위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다소 의
외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SNS 를 이용에는 필연적으로 네트워크의 트래픽과 서버의 부하가
뒤따르게 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스코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서 비롯되
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구글도 모바일 기반의 SNS 시장에 눈독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핀란드 기반 모바
일 SNS 업체 ‘자이쿠’를 최종 인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이쿠는 요즘 국내에서도 유행 중인 1
줄 블로그(미니 블로그)와 비슷한 형태인데 휴대폰으로 지인과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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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cialstream

특징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인수에 대해 “구글이 SNS 를 통해 모바일 광고 시장 진입을 노리
고 있다”라고 전망하였다. 동시에 구글은 CMU 와 산학프로그램으로 차세대 SNS, Socialstream
를 추진중이다. 아직 비공개되어 있고 오픈되지 않아 정확한 서비스 Feature 를 알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 사이트와 비디오 소개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Feature 는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 소
셜 네트워크의 Aggregator 서비스다[8],[11].

IV. SNS 의 발전 방향
지난해 미국 성인 네티즌 3 명 중 1 명은 SNS 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
트 방문자 10 명 중 6 명은 SNS 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답했다. 회원 가입자 10 명 중 4 명은
두 개 이상의 SNS 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8∼24 세 네티즌의
69%가 SNS 를 이용한 반면 45∼54 세 네티즌의 이용률은 23%에 불과하였다. 또 매일 SNS 를
방문하는 적극적인 네티즌은 18∼24 세 25%, 25∼34 세 10%, 35 세 이상 2% 이하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SNS 사용자 수는 35 세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젊은 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
목된다. 마이스페이스ㆍ볼트ㆍ베보ㆍ페이스북ㆍ야후 360 ㆍ프렌드스터 등 6 대 SNS 의 사용자
평균연령은 35 세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있는 중년층의 참여 확산으로 향후 SNS 의 수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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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 등의 회원조직 SNS 화와 블로그 유저의 유입,
SNS 의 범용툴(메일러, 게시판)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2007 년 3 월 말에 SNS 참가자는
약 1,042 만 명, 액티브 SNS 참가자 수는 약 751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에서
는 2005 년 5 월 현재,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 75 개사의 사업자가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통계적 지표는 알 수 없지만 이
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벤 슈나이더만은 인간의 활동을 수집하기, 관계맺기, 창조하기, 기여하기로 구분하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위 4 가지 중 한가지 이상의 활동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의
미에서 SNS 가 기존에도 있어 왔지만 인터넷이란 사이버세상의 힘을 빌어 인간의 본원적 활동
에 더욱 가치가 더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SW 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
2 억 4,0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 지분 1.6%를
확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천문학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런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이다. 페이스북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회사 지분 1.6%가 2 억 4,000 만 달
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일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서 관록을 자랑하는 BEA 시스템즈가 오라클로부터 67 억 달러에 인수 제안을 받았던 것을 감안
하면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MS 의 투자는 대단히 파격적인 행보로 보인다. 또 ‘언론재벌’ 루퍼
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코퍼레이션이 고공질주하던 SNS 업체 마이스페이스를 2 년 전에 5 억
8,000 만 달러에 인수한바 있어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는 해도 페이스북이 아직 마이스페이스의
뒤에 있음을 감안하면 MS 의 이번 투자는 파격적인 것인 동시에 MS 의 기업적 통찰력이 내리
탁월한 선택인지도 모를 일이다.
SNS 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만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커뮤니티의 핵심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과연 SNS 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물론 SNS 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
의 핵심적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기업은 수익구조
를 지녀야 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초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SNS 기업들
이 수익을 광고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이는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유사 컨텐츠 기반의 기업들간
제살깍아먹기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존과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컨드라이프나 싸이월드와 같은 차별화된 수익구조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향후 차별
화된 서비스와 수익모델로 무장한 보다 진화된 SNS 들이 인간의 본성과 사회성에 기반한 서비
스로 무장을 하여 진입과 확장을 반복해 나가리라 여겨진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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