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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통계자료

22,500개의 데이터 출처에서 얻어진
80,000개 이상의 토픽 및 다양한 산
업에 대해 1,000,000개가 넘는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스태티스타 통계자료의 93%은 프리
미엄 통계자료로서, Campus licen
se 이용자로서 학생, 교직원, 연구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
니다.

Bar chart, Line chart, Table for
mat 등 원하는 타입으로 데이터 를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으며, XLS,
PNG, PPTX, PDF 포맷으로 다
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태티스타 데이터 컨텐츠
1. Statistics통계자료

Forecasts & surveys
전망및서베이

스태티스타의 리서치 전문가들이
약 40개국의 400개 이상의 산업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시장 전망뿐만 아
니라, 관련 산업군의 소비자 서베이
결과를 통계 자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미래 마켓 규모 및 전망은 과거 데이
터 및 상세한 마켓 모델링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소비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스태
티스타독점서베이

스태티스타의 Consumer & Busi
ness Insights 팀은 온라인 및 전화
서베이를 실시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제작되어 스태티스타 Studies 및
Dossier에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Infographics 인포그래픽 인포그

래픽은 최신 트렌드 관련 이슈
와 토픽을 시각화하여 제공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스태티스타의 데이터 저널리스트들
은 매일 미디어, 사화, 정치, 경제 또는
테크놀로지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
해 인포그래픽을 출간합니다.

Topic pages토픽페이지

토픽 페이지는 검색하신 Keyword에
대해 제공되는 스태티스타의 데이터
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Overview 
페이지로서, 새로운 주제에 관해 리서
치를 시작하실 때 이용을 추천드리는
데이터 컨텐츠입니다.

• Keyword 관련 핵심 수치

• 세부 카테고리별 통계자료 제공

• 통계자료 모음집 “Dossier“

• 인포그래픽

• 마켓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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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a Infographics



Dossiers & DossierPlus
도시에&도시에플러스

찾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통계자료
를 다운로드 가능한 하나의 파일로 만
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한 눈에 보며
자료조사를 원하는 주제에 빠르
게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PPTX 및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스태티스타 데이터 컨텐츠
2. Studies & Reports스태티스타스터디및리포트

Statista studies
스태티스타스터디

Outlook reports

산업별 시장 전망, 최신 트렌드에 대
한 보고서 및 향후 시장 발달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Surveys

스태티스타 Consumer and Busi
ness Insights 팀이 자체적으 로
실시한 소비자 및 전문가 서베이 데
이터를 제공합니다.
XLS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
다.

Toplists

Revenue를 기준으로 한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의 TOP 100 컴퍼니 리스
트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해
당 기능은 기업의 연락처 정보 및 K
ey figure를 포함합니다.

Industry & Country Reports
인더스트리& 컨트리리포트

Industry reports

다양한 산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
를 통합하여 산업 현황 및 동향, 그리
고 전망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다이어그램 및 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
트되어 산업 동향에 대한 최신 인사이
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untry Reports

주요 국가 동향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노동시장, 소
비 현황, 사회적 상황 등이 포함되며
통계자료, 전망 자료, 서베이 결과 및
전문 분석을 포함합니다.

External Studies
엑스터널스터디

특정 주제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41,000 개
의 외부 연구자료가 제공되고 있
으며, 해당 자료는 170개 이상의
산업 분야에 걸친 마켓 리서치 전
문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구자
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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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arket Outlook
디지털마켓아웃룩

디지털 마켓 아웃룩은 15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을 포괄하는 9개의 핵심
디지털 마켓에 대한 매출량, 소비자
정보 및 시장 지표(market indicat
ors)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능은 총 90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100,000개의 인터렉티브 통
계자료를 제공하며, PNG 및 XLS 포
맷으로 Raw data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핵심 수치(Key figu
res) 는 사회, 경제 및 기술분야 의
관련 지표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태티스타 데이터 컨텐츠
3. Outlooks아웃룩기능

Consumer Market Outlook
컨슈머마켓아웃룩

컨슈머 마켓 아웃룩은 전 세계 18 개
의 주요 소비재 시장과 200개 이상
의 제품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마켓 벨류 및 규모를 포함하여 각 마
켓의 KPI에 대한 과거 데이터 및 향
후 4년간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마켓 전망은 산업별 데이터와 GDP
및 수출입 물량과 같은 일반적인 지
표를 사용하여 모델링됩니다.

Mobility Market Outlook
모빌리티마켓아웃룩

모빌리티 마켓 아웃룩은 판매량, 매
출량, 가격 및 브랜드와 같은 자동차
및 모빌리티 세계의 주요 수치를 한
눈에 보여 드립니다.

더불어 관련성이 높은 모빌리티 마켓
(차량 판매 산업, 일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여행 및 관광산업)에 대
한 주요 시장 지표, 상세한 마켓 인사
이트 및 전망을 제공해 드립니다.

Country Outlook
컨트리아웃룩

컨트리 아웃룩은 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현재의 주요 수치
와 전망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핵심 수치는 해당 국
가의 사회, 경제, 비즈니스 환경, 디지
털 이코노미, 노동력 및 공공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및 연구를 기반
으로 합니다.

해당 기능은 타사 데이터를 ‘Statis
ta forecast‘에 결합하여 전 세계 1
50개 이상의 국가의 현재 상 황 및
향후 개발 상황에 대한 포괄적 인 인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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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티스타 데이터 컨텐츠
4. Outlooks아웃룩 & Tools기능

Technology Market Outlook
테크놀로지마켓아웃룩

스태티스타의 테크놀로지 마켓 아웃
룩은 직관적이며 다양한 테크놀로지
마켓에 대한 최신 정보를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테크놀로지 마켓의 매출량, 시장 점
유율과 같은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dvertising & Media Outlook
광고&미디어마켓아웃룩

광고&미디어 마켓 아웃룩은 광고 및
미디어 시장에 상호 연결된 토픽 (광
고비, 광고 채널 등)에 대한 자세한 정
보 및 전망을 제공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인사이트는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6개
국가 및 16개 지역에 대한 관련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Industry Outlook
인더스트리아웃룩

스태티스타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국가 통계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예측 및 마켓 인사이트를 제공
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산업은 농업, 
광산업, 제조업, 뱅킹 및 보험업 및 서
비스 등이 있습니다.

약 40개국의 최대 450개의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es) 을 통
해, 귀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립니다.

Publication Finder
퍼블리케이션파인더

퍼블리케이션 파인더는 외부데이터 검색
기능으로, 구글 Scholar의 상위 버전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원하는 리서치 주제에 대한
300만 개가 넘는 기업 보고서, 논문, White
paper 등과 같은 출판물을 빠르고 쉽게 찾
을 수 있습니다.

출판물 게시 연도, 출판물 종류, 페이지 수, 
산업별로 필터링하여 더욱 자세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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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Market Outlook
소비재산업에관련된모든데이터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

컨슈머 마켓 아웃룩은 Revenue, ARPU, Sales channel, Market
volume 과 같은 글로벌 소비재 시장의 핵심 성과 지표를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주요 지표들은 사회, 경제 및 기술 분야의
관련 지표에 대한 폭 넓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웃룩 페이지의 모든 그래프 및 전체 데이터는 PNG 및 XLS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Get actionable data now 카테고리분류

마켓 인사이트, 2024년까지의 업계 전망,
시장 규모 및 핵심 성과 지표

18개의 카테고리, 200개 이상의 마켓 세그먼트

전세계 150개국에 대한 정보 제공

Consumer 
Electronics FurnitureHousehold

Appliances

Toys &  
Hobby

AccessoriesEyewearFootwear

Home and L
aundry Care

Non-Alcoholic  
Drinks

Tobacco 
ProductsFood

Tissue and Hy
giene Paper

Cosmetics and
Personal Care Apparel

OTC Pharma-
ceuticals

Hot DrinksAlcoholic  
Drinks

Luxury Goods



Digital Market Outlook
다가오는미래의디지털마켓에대한잠재력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디지털 마켓 아웃룩은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에 대한 최신 데이터 및
전망을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주요 지표들은 사회, 경제 및 기술 분야의
관련 지표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웃룩 페이지의 모든 그래프 및 전체 데이터는 PNG 및 XLS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Get actionable data now 카테고리분류

마켓 인사이트, 2024년까지의 업계 전망, 
시장 규모 및 핵심 성과 지표

9개의 카테고리, 90개 이상의 마켓 세그먼트

전세계 150개국에 대한 정보 제공

Digital Media

eCommerce

FinTech

eTravel

Digital Advertising

Smart Home

eServices

Connected Car

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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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Market Outlook
글로벌모빌리티시장에관한핵심정보를제공해드립니다.

모빌리티 마켓 아웃룩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시장 현황,
전망 데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et actionable data now 카테고리분류

모빌리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여행 및 관광산업 관련 정보 제공

전세계 150개국에 대한 정보 제공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s://www.statista.com/outlook/mobility-markets.

80+개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및
12개의 자동차 종류

제공되는주요자동차제조브랜드:
Audi, BMW, Citroën, Fiat, Ford, GMC, Great Wall, Hyundai, 
Jaguar, Jeep, Kia, Land Rover, Mazda, Mercedes-Benz, Ni
ssan, Opel, Peugeot, Renault, Saab, Škoda,
SsangYong, Subaru, Tesla, Toyota, Volkswagen,
Volvo 와 같은주요업체의데이터를만나보세요.

Passenger  
Cars

Mini Cars

Large Cars

Minivans

Pickup  
Trucks

Online 
Mobility 
Services

Small cars

Executive  
Cars

Sports Cars

Large SUVs

Medium cars

Luxury cars

Small SUVs

Full-Size  
Vans

Travel &  
Tourism

Motorcycles

https://www.statista.com/outlook/mobility-markets


Country Outlook
원하는나라에관련된구체적인정보를한눈에만나보실수있습니다.

원하시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현재 데이터와 미래 전망에 관한 데이터를 만나보세요.

제공되는 모든 핵심 수치는 해당 국가의 사회, 경제, 비즈니스 환경, 
디지털 이코노미, 노동력 및 공공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및 연구
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웃룩 페이지의 모든 그래프 및 전체 데이터는 PNG 및 XLS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Get actionable data now 국가별세그먼트분류

국가의 과거/현재/미래(전망치) 데이터 제공

국가당 6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진 70+개의 key figure

전세계 150개국에 대한 정보 제공

Economy

Business Environment

Society

Labor Force

Digital Economy

Public Sector

17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s://www.statista.com/outlook/country-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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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Market Outlook
글로벌테크놀로지마켓퍼포먼스관련데이터를한눈에만나보실수있습니다.

스태티스타의 테크놀로지 마켓 아웃룩은 기술 관련 데이터를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5개의 카테고리는 세부 카테고리로 나눠지며 (Hardware -> PC, Ph
one...), 각 나라별 시장규모, 판매채널, 소비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확
인 가능합니다.

모든 그래프 및 전체 데이터는 PNG 및 XLS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Get actionable data now 카테고리분류

Hardware

IT Services

Software

Public Cloud

New Tech

전세계 50개국 정보 제공

50+개의 마켓 세그먼트

각 나라별 최신 KPI 제공

2025년까지의 마켓 전망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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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 Media Market Outlook
광범위한광고및미디어마켓에대한데이터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광고&미디어 마켓 아웃룩은 광고 및 미디어 시장에 상호 연결된 토픽
(광고비, 광고 채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전망을 제공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인사이트는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6개 국가 및 16개 지역에 대한 관련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래프 및 전체 데이터는 PNG 및 XLS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Get actionable data now 카테고리분류

Advertising

Media

마켓 세그먼트에 따른 광고비 및 매출량 정보 제공

다양한 광고 및 미디어 종류 (OTT 등) 에 대한 데이터 분석

전세계 46개국에 대한 정보 제공

각 나라별 최신 K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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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Outlook
다양한산업및국가별핵심데이터를제공합니다.

스태티스타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국가 통계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예측 및 마켓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산업은
농업, 광산업, 제조업, 뱅킹 및 보험업 및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약 40개국의 최대 450개의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es) 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해 드립니다.

모든 그래프 및 전체 데이터는 PNG 및 XLS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Get actionable data now 세그먼트분류

산업별 매출량 데이터 제공

Agriculture,

Mining &  
Quarrying

추가적인 핵심 수치 제공

글로벌 단위의 정보 제공

2025년까지의 마켓 전망치 제공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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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upply

Water Supply,
Sewerage &
Waste Management

Construction

Wholesale, R
etail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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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 Storage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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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Communication

Banking, Finance  
& Insurance

Real Estate

Professional,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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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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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티스타, 어떻게도움이될까요?



연구자들을위한직관적리서치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