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애드저스트, 앱 특성 및 사용자 패턴을 분석한 ‘데이팅 앱 마케팅 

가이드’ 발표 

 

- 데이팅 앱 사용자 접근 시점 및 방법에 대한 전략, 솔루션 및 모범사례 통해 마케팅 

효과 극대화 

 

(서울, 2021년 2월 9일) — 모바일 측정, 광고 해킹 예방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업계 리더 

애드저스트는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데이팅 앱 마케팅 가이드를 발표했다. 본 가이드는 

마케터들이 데이팅 앱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케팅 전략 및 솔루션을 소개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업 리포트링커(Reportlinker)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만남이 줄어들고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데이팅 앱 시장은 2024년 84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마케터는 이와 같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온라인 데이팅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화 전략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캠페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애드저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팅 앱 세션과 설치 수는 평일동안 하락세를 나타내다 

금요일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여, 토요일에 각각 평균보다 3.94%와 7.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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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팅 앱 세션 길이는 앱 설치 후 이튿날까지 증가하다가 사용자의 관심이 감소함에 따라 

세션 길이 또한 점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 및 뉴스 앱과는 달리 데이팅 앱 사용자는 앱 

설치 목적이 지속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개개인에 따라 다른 명확한 니즈가 있으며, 목적 

달성 후 앱을 삭제하거나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케터는 구독 기반 수익화 모델인 데이팅 앱에서 사용자 충성도를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팅 앱 사용자 니즈 및 라이프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애드저스트 구독 트래킹 솔루션”은 전체 구독 퍼널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사용자 생애 가치(LTV) 모델을 통해 투자자본수익률(ROI)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솔루션이다. 

 

또한, 맞춤형 푸시 알림을 통해 이탈한 사용자를 앱으로 다시 유도하고 인게이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애드저스트 봇 방지 솔루션 언보티파이(Unbotify)를 

도입하여 사용자 경험, 유지율 및 인앱 분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사용자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 

 

‘데이팅 앱 마케팅 가이드’의 전문은 애드저스트의 한국어 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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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저스트 소개 

애드저스트는 글로벌 앱 마케팅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시작해 기술에 대한 열정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애드저스트는 현재 전 세계 16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애드저스트의 플랫폼에는 모바일 측정, 광고 해킹 예방, 사이버 보안 및 마케팅 자동화 제품이 포함된다. 이 

제품군은 애드저스트와 협력하는 50,000개 이상의 앱이 마케팅을 더욱 간단하고 스마트하며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운드클라우드, 라쿠텐, 라인, 넥슨, 펄어비스, 하이퍼커넥트, 미샤, 블루홀, 모비릭스, 

스마일게이트, 플레로게임즈, Rocket Internet 및 텐센트 게임스를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애드저스트의 솔

루션을 통해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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