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집콕 설 연휴, 사람들은 어떤 앱을 쓸까? 

 

- Adjust(애드저스트)… 마케터의 관점에서 본 설 연휴와 앱 사용 상관관계 공개 

- 쇼핑 ∙ 음식배달 ∙ 음악 스트리밍 앱 설치 및 세션수 급성장 

- 높은 투자수익률 (ROI) 위한 광고전략의 핵심… 유저의 모든 여정에서 적절하고 유의미한 

광고사용 필요 

 

 

  

 

(2022년 1월 27일) 음력으로 새해를 기념하는 나라들에게 설 명절은 큰 의미를 지닌다. 앱 

개발의 관점에서 설 연휴 유저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종류의 앱이 인기가 많을지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이번 연휴 역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건 시기상조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콕’이 예정된 이번 설 연휴, 글로벌 모바일 마케팅 분석 플랫폼 Adjust(애드저스트)는 

27일 글로벌 ∙ APAC(아시아 태평양) ∙ EMEA(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설 연휴 기간 앱 설치 및 

세션 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쇼핑 앱, 2020년 전년대비 세션수 36% 증가, 2021년 전년대비 54% 증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바일 쇼핑은 꾸준히 성장 중 



 

 

 

최근 많은 온라인 업체들은 자사의 쇼핑앱으로 결제하면 추가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 더욱 많은 

할인 혜택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유도하고 있다. Adjust(애드저스트)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의 쇼핑 앱 설치 및 세션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인다. 2020년 쇼핑 앱 설치 수는 

2019년 대비 29% 증가했고, 2021년에는 18%의 추가 성장을 기록했다. 세션 수 또한 세계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APAC(아시아 태평양), EMEA(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지역별로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전년 대비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36%, 2021년에는 54%가 증가하였다. EMEA는 

2020년 세션 수가 36% 증가한 뒤 2021년 추가로 85%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북미와 APAC의 경우, 2020년 각각 24%, 34%, 2021년에는 87%, 6%의 성장했다. 

 

 

 



 

음식배달 앱, 2020년 전년대비 세션수 100% 증가, 2021년 전년대비 90% 증가… 설날 

음식 준비도 이제 앱으로 간편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가족 모임은 소비자들이 음식을 구매하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명절 음식 준비로 심적 ∙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이 모이거나 혼자 설연휴를 보내는 ‘혼설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음식배달 앱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간편하게 명절음식을 주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Adjust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전 세계의 음식배달 앱설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56%가, 



 

2021년에는 2% 추가 성장했다. 앱 세션수는 더욱 흥미롭다. 설연휴 음식배달 앱 세션수는 

2020년 전년 대비 100% 증가했고, 2021년 90%가 증가했다. 모든 지역의 세션 수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으나, 특히 북미 지역은 2020년 105%, 2021년 135%라는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APAC 세션수의 경우, 2020년 136%, 2021년 99%로 크게 증가했고, EMEA는 2020년 

71%, 2021년 56%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번 설연휴기간 역시도 많은 유저들이 

음식배달 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음악 스트리밍 앱, 설날에도 역시 빠질 수 없는 휴식시간 

 

 
설 특집 TV 방송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아시아 국가의 트렌드는 음악 스트리밍 앱 사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Adjust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앱 세션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27%, 2021년 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APAC이 2020년 48%, 2021년 8.5%로 가장 크게 

성장했다. EMEA도 비슷한 기조를 보이며 2020년 26%, 2021년 7% 성장했다. 이번 설에도 

유저들은 국내 음악플랫폼 '멜론', '지니뮤직' 외에도 '유튜브뮤직', '스포티파이'등 다양한 음악 

스트리밍앱과 함께 하며 연휴기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앱 마케터들은 설 연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설과 같은 큰 명절은 모바일 앱들이 변화를 도입하고, 창의적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설 연휴기간동안 다양한 앱 설치와 세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새로운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1일에는 더 많은 모바일 

유저들이 설을 기념하기 위해 앱을 사용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음력 설을 기념하는 인구가 

무려 15억 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쇼핑과 음식 배달 앱들은 지금부터 설 연휴를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할인 및 프로모션 코드와 같이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지화에 주력하여 설 풍습과 전통을 앱 캠페인에 활용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 (ROI)을 위한 광고 전략의 핵심은 

고객 여정의 모든 접점에서 적절하고 관련 있는 광고를 사용하는 것이다. 

 

모바일 마케팅 분석 플랫폼 Adjust(애드저스트)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최신 모바일 마케

팅 트렌드 및 다양한 분석 리포트를 공개하여 앱 마케터들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앱 성장

관리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Adjust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adjust.com/blog/app-usage-trends-shift-over-festive-sea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