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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2021 년 상반기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사용량 데이터 발표 

락다운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지속 

 

- 락다운 규제 완화에도 불구 올해 상반기에도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의 성장세 지속 

- 시장 내 경쟁 치열해지면서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 

 

(서울, 2021 년 10 월 28 일) — 모바일 마케팅 분석 플랫폼인 Adjust(애드저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Lock down)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의 성장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Adjust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의 설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세션 수는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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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피트니스 앱은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체육시설에 강한 통제 조치가 취해지며 모바일 앱을 활용한 

홈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에서의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의 

설치 수는 작년 3 월 연평균 대비 360% 증가하였고, 세션 수는 작년 5 월 연평균 대비 45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새해가 시작된 1 월의 앱 설치 수는 전년 대비 60% 급증하였고, 세션 수 또한 

28%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피트니스 시설에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온라인 피트니스 서비스를 선택한 

소비자가 더욱 많아졌고, 앱을 이미 다운로드한 기존 유저들이 홈트레이닝의 강도를 높이고 운동 시간 

또한 늘려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Adjust 데이터에 따르면 월요일은 앱 사용자가 운동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날로, 주당 가장 많은 세션을 기록하였다. 반면, 토요일은 가장 적은 수의 세션을 기록하며 주 

후반부로 갈수록 사용자가 긴장을 풀고 주말 계획에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2021 년 6 월 

첫째 주는 세션 측면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주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평균(9/12 기준)보다 17.6% 높은 

수치이다.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의 성장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들은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장비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합하고, 수면 패턴부터 신체 활동, 영양, 명상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전반적인 웰빙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djust 한국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박선우 지사장은 “이번 Adjust 의 조사 결과는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이 2020 년의 급격한 성장세의 정점에서 확보한 고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현재 더욱 많은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앱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단순 운동 

루틴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지원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신 모바일 마케팅 트렌드 및 조사내용은 Adjust 의 웹사이트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구방법 

이 자료는 Adjust(애드저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 세계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의 설치 수 및 세션 수에서 

보여지는 트렌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Adjust 소개 

Adjust(애드저스트)는 전 세계 성장지향적 마케터에게 신뢰받는 모바일 마케팅 분석 플랫폼으로서 모바일 캠페인 측정 

및 최적화와 사용자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djust 는 지능형 학습과 자동화 기능을 기본 탑재한 

솔루션으로 전 세계의 수천 개 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글로벌 고객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2021 년 Adjust 는 포괄적인 개발자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솔루션 기업인 

AppLovin(앱러빈)(Nasdaq:APP)에 인수되었다. Adjust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adjust.com/k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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