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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뉴욕, SNAP)
(미국 10 대 선호 SNS 플랫폼 1 위)
기업개요

SNAP 은 스냅챗을(Snapchat)을 운영하는 미국 카메라 및 소셜 미디어 회사다. 2011 년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되었으며 2017 년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미국에서 젊은 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SNS 애플리케이션이다. 2013 년 페이스북은 스냅에게 1 억달러, 2017 년
구글이 3 억 달러에 인수를 제안한 바 있었지만 거절한 바 있다.. 미국에서 SNS 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순이지만 10 대들로 한정할 때 스냅챗이 선두권이다.
회사는 주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450 개 채널을 보유한 모바일 최적화
미디어 플랫폼이다.

사업현황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

산업 분류

SNS

시가총액(달러)

536.27 억 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60.5578 조 원
17.16 억 달러
X

Share

14.69 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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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챗 주요 이용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10 대 중반~ 30 대 초반이라 그 이외 연령대의
이용자 수는 다소 적다. 스냅엣는 하루 평균 40 억개 이상의 사진이 생성된다.
채팅으로 친구와 Snap 을 주고받을 수 있다. 스냅은 일회성 메시지를 기반으로한
스냅챗을 활용하고 있다. 스냅챗만의 특별한 장점은 메시지나 영상을 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1 초에서 10 초까지 시간을 설정하고
경과되면 영구적으로 삭제되어 보안성이 높다. 만약 보는 순간 핸드폰의 캡쳐나 녹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알림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2020 년 3 분기 기준 2 억 4900 만(+18% YoY) 데일리 활동 유저들이 있다.

당사의 서비스 이용자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3~24 세 사이 80% 13~34 세 사이 60%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3~24 세 사이 90%이상, 13~34 세 75% 이상이다.

앱 내에는 스냅 앱 광고, 스토리 광고, 사진 필터 등 다양한 것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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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부터 유저 당 평균 매출과 전체 매출액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역별 매출액
국가

매출액

미국

10 억 달러

매출 비중
58.3%

유럽

2 억 9991 만 달러

17.5%

북미(미국제외)

6811 만 달러

4.0%

기타

3 억 4751 만 달러

20.3%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2020 년 10 월 7 일 기사
CNBC 는 “Piper Sandler 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 10 대가 가장 선호하는 SNS 플랫폼으로 Snap(SNAP)의 Snapchat 이 1 위를
차지했다. Facebook(FB)의 Instagram 은 ByteDance 의 TikTok 에 자리를 빼앗기며 3 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상기 설문조사 응답자 중 34%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SNS 플랫폼으로 Snapchat 을 선정했으며, TikTok 과 Instagram 을 꼽은
비중은 각각 29%, 25%였다”고 발언했다.

3/4 분기 페이스북의 광고중단과, 틱톡 규제에 따라 반사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 대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중국계 틱톡을 트럼프는 안보 이유로 제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냅챗이 수혜를 본것으로 보인다.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1 년 일봉 차트

10 월 21 일 SNAP 은 광고수입 증가에 따른 기대치를 능가한 실적을 발표하여 상장된 후 최고치인 36.5 포인트(+28.3%)를
기록하였다.
전망
현재 스냅챗은 미국 대선 홍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도 있다. 젊은 세대의 표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스냅챗의 연령대 낮은
층들이 존재를 알려준다. 앞으로 틱톡규제와 더불어 인지도 높은 스냅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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