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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마케팅 이용 현황

 강력한 소비자 파워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소셜 마케팅의 핵심
○ Facebook, Twitter, Blogs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소셜 미디어
마케팅 또는 소셜 마케팅이라 정의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기업은 물론 개인도 마케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저비용 마케팅이 특징

‒ 기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툴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대 매체 중심의 ATL(Above the Line)과
옥외광고, DM, E-메일, 팸플릿, PPL(Product Placement), 이벤트, 할인쿠폰 등의 BTL(Below
the Line)이었는데, 이제는 소셜 미디어의 진입으로 마케팅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 중

○ 또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목적은 기존 마케팅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마케팅
전략⦁전술⦁프로그램이 변한 것으로 소셜 마케팅이 야기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강해진 소비자 파워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Philip Kotler는 저서 마켓 3.0에서 지난 60년간 소비자는 수동적
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그들만의 커뮤니
티를 구성하고 제품의 경험을 공동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

[그림 Ⅰ-1] Philip Kotler의 마케팅 3.0과 미래 마케팅 개념

자료: Philip Kotler(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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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미디어, 비즈니스 마케팅 수단의 대세로 부상
○ 사회와 문화현상의 저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소셜 미디어의 효용과 가치를 일찌

감치 간파한 기업들은 메시지 전파, 이미지 고양, 판매 프로모션, 소비자와의 소통

등 경영 활동과 마케팅 도구로 소셜 미디어를 폭넓게 활용 중

○ 2013년 미국의 Social Media Examiner가 전 세계 마케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025명의 86%(전년대비 3% 증가가
) 그들 비즈니스에

소셜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인식

‒ 마케팅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마케터는 전년대비 4% 정도 증가한 97%에
달해 전반적으로 활용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

‒ 소셜 미디어 활용기간은 2년 미만이 전체의 53%, 3년 미만이 75%로 나타나 소셜 미디어를
본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그림 Ⅰ-2] 소셜 마케팅의 중요성 인식률 및 활용기간

자료: Social Media Examiner(2013.5)

 비즈니스 노출, 소셜 마케팅의 가장 큰 효과로 인식
○ 소셜 미디어의 마케팅 효과인식 측면에서 전체의 89%가 비즈니스 노출이라고 응답

‒ 이어 트래픽 증가 75%, 시장 통찰력 제공 69%, 열성 팬 개발 65%, 잠재고객 발굴 61%,

검색순위 향상 58%, 비즈니스 파트너십 증가 54%, 마케팅 비용 절감 47%, 판매 증가

43%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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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터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증대와 이용자 증가에
는 공감하지만 매출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소 유보적인 입장

[그림 Ⅰ-3] 소셜 마케팅의 효과 인식률 및 플랫폼 활용률

자료: Social Media Examiner(2013.5)

 Facebook, 활용률 및 중요도가 가장 높은 소셜 미디어
○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소셜 미디어 중 응답자의 92%가 Facebook을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Twitter(80%), LinkedIn(70%), 블로깅(58%), YouTube(56%) 등이

2012년과 마찬가지로 Top 5를 형성

○ 한편 마케터들에게 그들의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소셜 플랫폼을 선택하
도록 했을 때, 약 49%의 마케터들이 Facebook을 선택하였고 LinkedIn(16%),
블로깅(14%), Twitter(12%)의 순

▪▪

▪▪

Ⅰ. 소셜 마케팅 확산 동향

IT SPOT ISSUE

2

소셜 마케팅 시장 동향

 소셜 플랫폼, 다양한 IT 업체들이 참여
○ 일반 고객에게 SNS를 제공하는 웹 업체, 협업 SW를 판매하는 기업용 SW업체,
소셜 게임업체,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SW업체 및 IT서비스 업체 등이
소셜 상호작용을 위한 소셜 플랫폼 제공에 참여

○ 소셜 테크놀로지 제공업체 측면에서의 수익은 크게 광고, 전자상거래, IT SW 및
서비스, 기부금 및 부가 서비스 등으로 창출

‒ 업체 대부분은 수익원들을 조합해 제공하며 수익원 발굴 및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시험함으로써 시장 환경을 매우 역동적으로 유지

<표 Ⅰ-1> 주요 소셜 플랫폼의 수익 모델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7)

▪▪

▪▪

Ⅰ. 소셜 마케팅 확산 동향

IT SPOT ISSUE

 글로벌 소셜 광고시장, 2016년까지 연평균 20%대의 급성장 전망
○ Gartner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장은 약 17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335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 소셜 마케팅과 직접 관련 있는 소셜 광고시장의 경우 소셜 미디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수익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12년 88억 달러에서 2016년 18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소셜 광고는 뉴스나 상품 등에 대한 개인들의 견해나 아이디어를 선별된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SNS 이용자들에 의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여주던 광고가 아닌 기업과 소비자가 통합된 광고모델로 발전 중

○ 한편 2011년 전년대비 2.3배나 크게 성장한 소셜 게임 부문은 2016년까지 연평균
18.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LinkedIn, Xing, Vladeo 같이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부과하여 얻는 수익도 2016년까지 연평균 19.2%의 성장률을 기록
하며 꾸준히 증가할 전망

[그림 Ⅰ-4]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장 전망

자료: Gartner(2012.6)

○ 대표적인 소셜 광고로는 Facebook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Sponsor와
자사 상품이나 브랜드 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이용자가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른 Sponsored Story, 그리고 Twitter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Twitter Card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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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5] 소셜 광고의 예 (Facebook과 Twitter)

자료: 각 사 홈페이지(2013.6)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2013년 2.3조 규모로 성장
○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은 전년대비

10.9% 성장한 2.1조 원 규모를 형성해 국내 광고시장 9조 6,377억 원의 21.9%를 점유

※ 국내 광고시장은 크게 방송 광고(TV, CATV, 위성방송, IPTV, 라디오, DMB), 페이퍼 광고
(신문, 잡지) 및 온라인 광고(디스플레이, 검색, 모바일), 옥외 광고 등으로 구분

‒ 온라인 광고시장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8.9%로 성장하여 2013년 2.3조 규모에
이를 전망인데, 전체 광고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3.7% 대비 5배 정도 높은 수준

[그림 Ⅰ-6]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추이

자료: 제일기획(2012) & 한국온라인광고협회(2012.12)

‒ 10년 전 국내 광고시장은 방송>페이퍼>옥외>온라인 광고의 순이었으나, 빠르게 성장한

온라인 광고가 2005년 옥외 광고를, 올해는 페이퍼 광고까지 앞지를 전망이어서 방송>온라

인>페이퍼>옥외 광고의 순으로 시장 상황이 전개

○ 한편 2011년 온라인 광고시장의 3.9%에 불과했던 모바일 광고시장은 폭발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 미디어 확산으로 2013년 12.9%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는 성장이 정체 혹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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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소셜 마케팅,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
○ 소셜 미디어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주류 미디어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비즈
니스 전략수립이 미래 경쟁력에 매우 중요

○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의 저변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소셜 미디어는 기업 경영과 마케팅의 훌륭한 도구이자
좋은 수단으로 일찌감치 호기심 많은 마케터들을 자극하고 활용 중

‒ 최근 발표된 Gartner의 "Key Findings From U.S. Digital Marketing Spending Survey,
2013"에 따르면, 소셜 마케팅은 기업 마케팅의 성공을 좌우하는 4가지 디지털 마케팅 활동

중 하나이며, 콘텐츠 창출과 함께 디지털 마케팅 예산의 총 21%를 투자하는 분야로 조사

○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식⦁경험의 부족, 시간⦁인력⦁예산 등과 같은

자원의 부족 및 비현실적인 투입,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낮은 가치 인식, 기업 브랜드와
소셜 마케팅과의 적합성 여부 등이 여전히 기업의 소셜 마케팅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소셜 미디어가 이제 막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기업이 진입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
이므로 가치 인식 제고, 전담 인력⦁부서 확충, 적정 수준의 예산 할당으로 소셜

마케팅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가 가능

‒ 특히 기존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나 광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자신만의 미디어를 소유하고 소셜
마케팅을 활용하여 대박의 꿈이 가능

 마케팅 전략, 신구(新舊) 미디어 간 조화는 물론 소셜 미디어 간 연계가 중요

○ 기업 및 마케터들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미디어의 체계적인 운영전략을

수립해 소비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최적의 마케팅 미디어를 확보하여 결국
기업의 매출 향상, 잠재수요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

○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상품과 브랜드 정보는 기업 홈페이지, 검색 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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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라디오, 옥외광고 등 기존 미디어를 통해서도 매우 능동적으로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신구(新舊) 미디어 간 조화 및 상호 연계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

‒ Social Media Examiner의 2013 Social Media Marketing Industry Report에 따르면, 마케터의
79%가 기존 마케팅 활동에 소셜 미디어를 통합한 것으로 조사

○ 또한 각각의 소셜 미디어들은 시장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의 특성에 적합한 도구들을 선택⦁결

합해 연동시킬 경우 엄청난 시너지 창출도 가능

‒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마케터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률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B2C에서는

마케터의 67%가 Facebook을 활용하고 있지만, B2B에서는 LinkedIn과 Facebook이 각각

29%를 점유하고, 블로깅과 Twitter는 B2C보다는 B2B 마케터에게 훨씬 중요

‒ Social Media Examiner의 조사결과, 마케터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집중할 소셜 플랫폼에

YouTube가 2년 연속 선정되었고, 가장 배우고 싶은 핫 플랫폼에 Google+와 Pinterest가
선정되었듯 개별 소셜 플랫폼들 간 연계 및 통합은 마케터들의 궁극적인 목표

[그림 Ⅰ-7] 비즈니스 유형별 소셜 미디어 활용률

자료: Social Media Examiner(2013.5)

 모바일, 마케팅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부각
○ 최근 소셜 마케팅 시장의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플랫폼의 확대
‒ 유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이 큰 성공을 거두어 왔으나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추세

‒ 현재 모바일 광고 시장은 Google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AdMob과 Apple의 iAD가 주도하

고 있는데, Facebook과 Twitter 등도 모바일 광고 전략을 본격화하여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

Ⅰ. 소셜 마케팅 확산 동향

IT SPOT ISSUE

○ 광고, 마케팅,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파괴적인 산업 트렌드로 모바일 부각

‒ 미디어 및 마케팅 서비스 시장 M&A 기업인 AdMedia Partn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
마케팅, 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산업에서 가장 파괴적인 산업 트렌드로 모바일을

꼽았고, 확장 또는 인수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는 모바일 마케팅(67%), 분석기술(66%),
소셜 마케팅(64%) 등을 선택

‒ 한편 Econsultancy와 Adobe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서도 디지털 마케터들은 모바일 트렌드와

관련된 모바일 최적화를 2013년의 가장 흥미로운 디지털 시장기회로 지목함으로써, 이로

인한 다양한 시장기회들이 지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
[그림 Ⅰ-8] 모바일 메가트렌드 인식현황

자료: AdMedia Partners(2013) & Econsultancy(2013)

[그림 Ⅰ-9] 비즈니스 확장/M&A 매력도

자료: AdMedia Partners(20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