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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저스트, 연말연시 기간 국내 모바일 앱 사용량 데이터 발표 

- 사회적거리두기 영향으로 증가한 소셜 및 배달 앱 사용량 수치 확인 

- 새해 첫날, 건강 및 피트니스·생산성 앱 설치 수 증가율 작년 대비 동일 

 

(서울, 2021 년 1 월 27 일) — 모바일 측정, 광고 해킹 예방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업계 리더 애드저스트는 

코로나 19 의 여파로 연말연시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한 카테고리 별 모바일 앱 사용량 

데이터를 발표했다. 애드저스트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소셜 ▲배달 ▲건강 및 피트니스 ▲생산성 ▲음악 

관련 모바일 앱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애드저스트는 소비자들이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연말연시 기간 다음과 

같은 관련 앱 사용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애드저스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체 모임 금지로 인해 소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지인 및 가족과 소통하는 사용자가 급증하며, 관련 앱 설치 수가 크리스마스 당일 평균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용자들의 문자 및 전화 사용량 또한 급증했다. 국내 소셜 앱 설치 수는 크리스마스 당일 평균 대비 

30%, 세션 수는 10% 증가했으며, 새해 전야에는 평균 대비 각각 32%와 17% 증가했다. 

 

배달 앱 



 

 



 

 
글로벌 배달 앱 설치 수 및 세션 수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월 평균 대비 각각 61%와 23% 증가했으며, 

12 월 31 일에는 각각 43%와 17% 증가했다. 

 



 

국내 배달앱 앱 세션 수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52% 증가했으며, 앱 설치 수는 68% 

증가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연말까지 지속되어, 12 월 31 일 앱 세션 및 설치 수 모두 월 평균 대비 45% 

증가했다. 

 

더불어, 글로벌 배달 앱의 크리스마스 당일 설치 수는 30%, 세션 수는 27%로 하락하였으나, 새해 첫날 

다시 각각 41%와 32%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국내 배달 앱 사용률은 크리스마스 당일 전세계 대비 가장 높았으며, 앱 세션 및 설치 수는 각각 평균 

대비 22%와 47% 증가해, 12 월에 두번째로 높은 사용률은 기록했다. 또한, 31 일 배달 음식 앱의 세션 수는 

32%, 설치 수는 50%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의 새해 결심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동안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사용률은 하락했으나, 1 월 첫 주 설치 수와 세션 수는 각각 전월 평균 

대비 89%와 24% 증가했다. 또한, 칼로리 추적 앱은 크리스마스 당일 사용률이 저조하였으나, 1 월 첫 주 

앱 설치 수가 91%, 세션 수가 34%로 급증하며 건강 및 피트니스 앱과 비슷한 동향을 보였다. 

 

국내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역시 설치 수 27%, 세션 수 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칼로리 추적 앱 또한 각각 

평균 대비 84%와 16%를 기록했다. 

 



 

음악 앱 

글로벌 음악 앱 설치 수는 크리스마스 당일 평균 대비 75% 증가했으며, 12 월 31 일에는 6% 증가했다. 

국내 음악 앱 설치 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46% 급증했으며, 세션 수 또한 12% 증가했다. 

 

생산성 앱 

관리, 투 두 리스트(to-do list), 달력 등과 같은 생산성 앱들도 전세계적으로 1 월 첫 주 설치 수 51%, 세션 

수 12%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언어 학습 앱 설치 수도 35% 증가했다. 

 

국내 생산성 앱 설치 수는 1 월 첫째 주 21% 증가하였으며, 세션 수는 19%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언어 

학습 앱 설치 수는 41% 늘어났다. 

 

폴 뮬러(Paul H. Müller) 애드저스트 공동 설립자 겸 CTO는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제한 

지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활 및 앱 사용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연말연시에도 반영됐다”며, 

“애드저스트는 자사 데이터를 통해 지난 해 연말연시 기간 소비자들의 앱 사용 방법 및 2021 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행동 전망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마케팅 전문가는 연말연시 기간 동안 유입된 사용자를 유지하고 사용자 기반 정보로 충성도 높은 

유저 구축 및 매출 증가, 앱 투자자본수익률(ROI) 향상과 같은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애드저스트의 사용자 재획득 관련 리텐션 전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애드저스트의 리텐션 보고서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 # # 

 

애드저스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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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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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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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저스트와 협력하는 40,000 개 이상의 앱이 마케팅을 더욱 간단하고 스마트하며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운드클라우드, 라쿠텐, 라인, 넥슨, 펄어비스, 하이퍼커넥트, 미샤, 블루홀, 모비릭스, 스마일게이트, 

플레로게임즈, Rocket Internet 및 텐센트 게임스를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애드저스트의 솔루션을 통해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보도자료 문의 

Allison + Partners – 김디아나 deana.kim@allisonpr.com 010-8205-6865 

https://www.adjust.com/resources/ebooks/guide-to-user-retention/
https://www.adjust.com/
mailto:deana.kim@allisonp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