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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GOOD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시대. 물론 개인적인 기호로 소셜 네트워크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중의 인기로 피고 지는 스타만큼은 예외죠. 그런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스타들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 ‘억’ 소리 납니다.

CULTURE 36.5

트렌드가 보인다

글
홍국화 에디터
(VOGUE)

사진제공
브랜드 협조

인스타그램으로 ‘억’을 번다고?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계정에 일상이나 취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가장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그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고, 팔로우하는 

사람의 숫자는 인기와 비례합니다. 무대와 스크린 밖에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니, 스타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메신저’죠. 자다가 일어난 화장기 없는    

추리닝 차림, 고양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스타들의(우리와 별다를 것 없는)  

모습에 대중들은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친근한 스타들의    

일상 속에, 방송 각본처럼 짜인 ‘광고성 게시물’도 숨어 있습니다. 계정의 인스타그램을 

추종하는 팔로어 수가 많을수록, 사진 한 번 올릴 때마다   

스타는 수 억을 손에 쥔다는 사실. 대체 얼마나 

버냐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 ‘Hopper HQ’에서 공개한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적표를 보시죠. 오로지 인스타그램 팔로어 숫자(계정을 구독하는 사람 수)와 인스타

그램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2017년 스타의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 성적을 산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협찬 광고’ 게시물을 한 개 올려주고 버는 수익이 큰 순서입니다. 

최상위 수입 스타들 다섯 명을 만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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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킴 카다시안 (팔로어: 1억 2백만 명)

3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팔로어: 1억 1천만 명)

4위. 카일리 제너(팔로어: 9천7백만 명) 5위. 켄달 제너(팔로어: 8천3백만 명)

1위. 셀레나 고메즈(팔로어: 1억 2천5백만 명)

래퍼 칸예 웨스트의 아내이자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4차원 가족 카다시안 따라잡기>의 

출연자, 셀카의 여왕인 킴 카다시안이 2위. 그녀는 일 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의 1/4을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법니다. 협찬 게시물을 한 번 올려주고 5억 6천만 원을 법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통틀어 가장 많은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는 셀레나 고메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 개당 벌어들이는 수익도 가장 높습니다. 한 개의 사진을    

올려주고 무려 6억 1천 6백만 원을 법니다.

최고의 축구 선수, 호날두입니다. 그는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협찬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한 번 게시물을 올려주고 4억 6천만 원을 벌죠. 그만한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 

2016년엔 호날두가 올린 ‘나이키’ 게시물이 무려 329개, 그로 인해 나이키는 약 5천3백억 원의 

광고 효과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 호날두는 나이키와 1조 2억 원대의 ‘종신’ 광고를 체결합니다.

2위인 킴 카다시안의 동생이죠. 협찬   

광고 게시물 한 개당 무려 4억 5천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여왕인  

그녀는 인스타그램으로 인기를 얻어   

자신의 이름을 딴 ‘카일리 코스메틱’     

화장품을 런칭했습니다. 2016년 2월에 

런칭해 1년 6개월간 무려 4천8백억 원의 

매출을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인기! 

SNS 파워 덕분이죠.

지금 가장 잘나가는 패션 모델, 

켄달 제너는 2위 킴 카다시안의 

동생이자, 4위 카일리 제너의    

언니. 패션 모델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인플루언서’인     

언니와 동생보다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나 수익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협찬 게시물 한 개당 4억 1천만 원을 벌어들이죠.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 올리는 데 수억이 오간다고 하니 조금 허탈한 기분도 듭니다. 데이터 회사 ‘D’Marie Analytics’는 스타의 

팔로어 수와 게시물을 올리는 빈도, 대중들의 댓글과 좋아요 수, 광고 링크 클릭 수와 구매 전환율을 모두 측정해 광고비를 도출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스타가 SNS에 광고글을 올리면 즉시 판매로 이어지므로 브랜드에서도 ‘수 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물론 판을 치는 광고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말 돈을 받고 올린 ‘협찬 광고’인지, 스타의 ‘소장품’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사진과 글이 대부분이니까요.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스타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광고로만 얼룩    

진다면 머잖아 팬들도 등을 돌리고 말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