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Adjust, ‘2021 년 APAC 모바일 앱 트렌드 보고서’ 통해 

역내 모바일 게임 앱 성장세 지속 확인 

• 하이퍼 캐주얼 게임 성장세, 2021 년 상반기에만 게임 앱 설치 수 49%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 

• 올해 상반기 성장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이 견인, 지난해는 싱가포르가 112%로 1 위 기록 

• 반면, 한국은 역내 다른 시장에 비해 하이퍼 캐주얼 게임 설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서울, 2021 년 8 월 18 일) — 글로벌 모바일 마케팅 분석 플랫폼 기업 Adjust(애드저스트)는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APAC 지역의 모바일 앱 트렌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2021 년 

APAC 모바일 앱 트렌드 보고서'를 18 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APAC 소비자들의 일상 및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앱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 년 APAC 전체 앱 설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계속되자 스마트폰 

사용량도 증가하여 앱 이용 횟수인 세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세션 수는 2020 년에 14% 증가하였으며, 2021 년 상반기에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APAC 지역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1 개 시장 내 상위 910 개 앱을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2020 년부터 2021 년 

상반기까지며, 조사 분야는 크게 게임, 핀테크와 전자상거래로 나뉜다. 

 

특히, 게임 카테고리 중 하이퍼 캐주얼(hyper casual) 게임은 2020 년 APAC 전 국가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 년 하이퍼 캐주얼 게임 설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49% 더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외 비 하이퍼 캐주얼(non-hyper casual) 게임의 설치 수는 

2020 년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2021 년 상반기 4%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APAC 지역 게임 앱의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2021 년 상반기 전체 게임 앱 설치 수가 가장 높았던 국가는 싱가포르(80%), 베트남(51%), 일본(41%) 

순으로 싱가포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2020 년의 경우 베트남이 37%로 1 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34%)와 인도(33%)가 그 뒤를 이었다. 

 

2020 년 게임 카테고리 중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싱가포르(112%), 인도네시아(101%), 태국(74%)에서 설치 

수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설치 수는 인도네시아(64%), 인도(61%), 태국(54%) 순이다. 또한, 작년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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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 게임 세션 수는 APAC 전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그 중 싱가포르와 일본은 전년 동기 대비 각 128%, 

99%의 급격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 년 상반기에도 세션 수는 APAC 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각 22%, 21%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하이퍼 캐주얼 게임 설치 수가 

2020 년 전년 동기 대비 34%, 2021 년 상반기 1% 증가하며 APAC 추세보다 다소 낮은 모습이다. 

 

비 하이퍼 캐주얼 게임의 경우 2020 년 세션 수가 가장 높았던 국가는 일본과 인도네시아로, 전년 동기 

대비 각 42%, 26% 증가했다. 나아가 2021 년 상반기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가장 높은 세션 수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1%, 베트남의 경우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 년 비 하이퍼 캐주얼 게임 세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2021 년 상반기에는 

21% 증가했다. 또한, 비 하이퍼 캐주얼 게임의 경우 작년 4 분기 기준 30 일차 평균 리텐션율이 5.64%였던 

반면 하이퍼 캐주얼 게임의 경우 단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저의 인앱 소요 시간과 일일 세션 수, 세션 길이도 증가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도 

유저가 쉽게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작년 4 분기 기준 30 일차 평균 유지율은 5.68%로 기록됐다. 

 

 

유저의 인앱 소요 시간과 일일 세션 수, 세션 길이 또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유저가 쉽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앱 카테고리 중 가장 긴 세션 시간을 기록한 카테고리는 스포츠 게임, 

캐주얼 게임,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다. 



 

 

박선우 Adjust 신임 한국 지사장은 "작년 APAC 전 국가에서 하이퍼 캐주얼 게임 앱 설치 및 세션 수가 

급증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하이퍼 캐주얼 게임 앱을 중심으로 게임 앱 

성장률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APAC 시장 진출에도 계속해서 기회가 열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애플(Apple)의 iOS 14.5+ 운영체제로 인해 급변한 유저 획득 전략과 안드로이드 12(Android 

12) 업데이트가 예상되면서, 유저 행동 및 인앱(in-app)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앱 개발자와 마케터는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인앱 경험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djust 의 ‘2021 년 APAC 모바일 앱 트렌드 보고서’ 전문은 Adjust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 # 

Adjust 소개 

Adjust(애드저스트)는 전 세계 성장지향적 마케터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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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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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수되었다. Adjust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adjust.com/k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앨리슨파트너스 김디아나 AE deana.kim@allisonpr.com 010-820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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