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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Dighty 인사이트 리포트 요즘 육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달은? 

1월 /  5월 / 10월

유아·아동 의류 사이트에 방문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8시 / 11시 / 22시 / 23시

다음 상품 중 평균 구매 금액이 가장 높은 아이템은? 

기저귀 / 분유 / 유아·아동복 / 신발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앱 카테고리는?

알림장 앱 / 육아 기록 앱 / 교육 앱 / 식품 앱

정답은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유아동업종인사이트 리포트

국내 출생아 수

최근 2년 (2020년 1월 ~ 2022년 3월) 중 가장 출생아가 많은 달은 2020년 1월로 약 2만 7천 명이 태어났으며
1년 중 1월의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음

가장 출생아 수가 적은 달은 2021년 12월이었으며, 가장 최근(2022년 3월)의 국내 조출생률(천명 당 출생률)은 5.3명이었음

국내출생아수추이

출처 :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22. 6. 2)
ⓒ D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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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트별 월 유입 수 추이

유아 및 아동 전문 ‘의류 사이트’와 ‘교재/완구 사이트’는 4월에 유입수가 가장 많았으며
출산 및 육아 ‘종합 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월, ‘카시트’ 사이트는 5월에 유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월 유입 수 편차가 가장 큰 카시트 사이트는 외출이 많아지는 4월~7월의 유입수 비중이 약 43%로 크게 나타났음

출산/유아동사이트월유입수추이

출처 : 다이티, 출산/유아동 사이트 61개의 월 유입 수 분석(2021.6 ~ 2022.5)
ⓒ D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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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아동 사이트별 유입 시간대

출산/유아동 관련 사이트는 대부분 오전 시간대(9~11시)에 유입수가 가장 많았는데, 
‘교재/완구’ 사이트는 9시에 유입수가 가장 많았으며 의류 사이트는 11시에 유입 비중이 가장 컸음

고관여 제품인 ‘카시트’ 사이트는 오전보다 오후인 14~16시의 유입 비중이 더 컸음

최근 1년사이트별시간대유입수추이

출처 : 다이티, 출산/유아동 사이트 66개의 월 유입 수 분석(2021.6 ~ 2022.5)
ⓒ D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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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별 구매 데이터

출산/유아동 관련 사이트는 1회 구매자 비율이 79%로 높았으나, 매출 비중은 54%로 나타남

2회 이상 구매자는 1회 구매자보다 평균 구매금액이 약 3만 7천원이나 더 높았으며, 평균 상품구매 개수도 더 많았음

출산/유아동사이트라이프사이클별구매데이터

출처 : 다이티, 출산/유아동 사이트 23개의 구매 데이터 분석(2022.3 ~ 2022.5)
ⓒ D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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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평균 구매 금액

구매 금액이 가장 큰 제품은 ‘카시트 > 분유 > 기저귀’ 순이었으며, 필수재인 분유와 기저귀는 대부분 번들로 구매하였음

신발·의류 상품의 평균 금액은 2만 원 내외였으며, 아동복보다 유아복이 평균 약 6천 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남

스킨/바디 케어 제품의 평균 금액은 약 2만 7천 원으로 확인됨

출산/유아동상품별평균구매금액

ⓒ Dighty

₩52,478

₩88,252

₩23,331 

₩26,689 

₩16,998 

₩23,291 

₩253,962

기저귀

분유

신발

스킨/바디케어

아동복

유아복

카시트

출처 : 다이티, 주요 제품의 구매 데이터 약 20만 개 분석 (2022.3 ~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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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구매 시간대 & 평균 구매 금액

기저귀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시간대는 오전 11시였으며, 평균 구매 금액도 약 5만 7천 원으로 가장 컸음

10~11시와 22~23시대에 구매가 주로 발생했으며, 저녁시간대(18~19시)에 구매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기저귀구매시간대 & 평균구매금액

ⓒ D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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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이티, 주요 제품의 구매 데이터 약 20만 개 분석 (2022.3 ~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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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구매 시간대 & 평균 구매 금액

분유구매시간대 & 평균구매금액

ⓒ D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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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상품도 오전 11시대에 구매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4시에 구매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추이가 나타났음

평균 구매 금액이 가장 큰 시간대는 오전 9시였으며, 구매가 가장 많은 11시의 평균 금액(약 8만 9천 원)보다
평균 금액이 약 7천 원 더 높았음

출처 : 다이티, 주요 제품의 구매 데이터 약 20만 개 분석 (2022.3 ~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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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구매 시간대 & 평균 구매 금액

구매 금액이 가장 비싼 카시트는 밤 23시에 구매 비중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13시, 11시 순으로 커
다른 육아 아이템의 구매 패턴과 차이를 보였음

평균 구매 금액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새벽 1시로 약 30만 원으로 확인됨

카시트구매시간대 & 평균구매금액

ⓒ D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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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이티, 주요 제품의 구매 데이터 약 20만 개 분석 (2022.3 ~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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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인기 조합 키워드

자녀 연령대별 인기 조합 키워드 1위는 ‘신생아 - 외출복’, ‘유아 - 자전거’, ‘아동 - 의류’로 확인됨

신생아는 ‘기저귀’, ‘침대’와 같은 아이템뿐 아니라 ‘작명’, ‘옷 세탁’과 같은 키워드가 순위에 올랐으며

유아는 활동과 관련된 아이템(자전거,킥보드, 트램폴린), 아동은 ‘후원’이나 ‘학대’, ‘심리’ 키워드와도 많이 검색하였음

대상별조합키워드상위 10

ⓒ Dighty

순위 신생아 유아 아동

1 신생아 외출복 유아 자전거 아동복

2 신생아 기저귀 유아 킥보드 아동 인라인스케이트

3 신생아 침대 유아복 아동 자전거

4 신생아 유산균 유아 옷 아동 침대

5 신생아 옷 유아식 국내 아동후원

6 신생아 카시트 유아 책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7 신생아 선물 유아 침대 국내 아동 결연

8 신생아 작명 유아식 반찬 아동 후원

9 신생아 내복 유아 원피스 아동복 쇼핑몰

10 신생아 옷세탁 유아 트램폴린 아동 심리 상담센터

출처 : 다이티, 대상별 주요 키워드 약 25만 유입 수 분석 (2022.3 ~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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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자 분석

남성이 가장 많이 설치한 앱과 비중이 가장 높은 앱은 ‘U+ 아이들 생생 도서관’ 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콘텐츠 제공 앱(유튜브 키즈, U+ 아이들나라)이 남성 이용자가 많은 편이었음

여성이 많이 설치한 앱은 알림장 앱 ‘키즈노트’ 였으며, 이유식(이유식다이어리, 맘마유) 앱은 여성 비중이 90% 이상이었음

출산/육아관련앱의설치자성별분석

남성이 많이 설치한 앱

U+아이들생생도서관 YouTube Kids U+아이들나라

1위 2위 3위

남성 비중이 높은 앱

U+아이들생생도서관 U+아이들나라 토이저러스

1위 2위 3위

56% 55% 53%

여성이 많이 설치한 앱

키즈노트 YouTube Kids 임신육아종합포털

1위 2위 3위

여성 비중이 높은 앱

이유식 다이어리 찜콩 맘마유

1위 2위 3위

97% 96% 94%

출처 : 다이티, 육아 관련 앱 약 100개 분석 (Android, 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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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관련 앱을 카테고리로 묶어 분석했을 때, 모든 카테고리가 여성 설치자가 더 많았으며
그중 식품 관련 카테고리(베베쿡, 맘마유 외)의 여성 비중이 88%로 가장 컸음

교육과 콘텐츠 카테고리는 남성 비율이 40% 이상으로 다른 카테고리보다 남성 비율이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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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2%

79%
88%

71%

29%
17%

44% 48%

21%
12%

30%

육아기록 쇼핑몰 교육 콘텐츠 정보 식품 알림장

여성 남성

출처 : 다이티, 육아 관련 앱 약 100개 분석 (Android, 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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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관련앱설치자의성별분석

앱 설치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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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기록(다이어리), 정보, 식품 관련 앱은 30대 비중이 75%, 68%, 76%로 크게 나타났으며,
육아템을 판매하는 쇼핑몰 앱과 알림장 앱은 35~44세 비중이 67%, 69%였음

교육, 콘텐츠 앱은 45세 이상 연령대 비중이 30% 이상으로 다른 앱 보다 높았음

출처 : 다이티, 육아 관련 앱 약 100개 분석 (Android, 2022.6)

출산/육아관련앱의설치자연령분석

앱 설치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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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육아템피크는 11시

· 육아 관련 사이트 대부분은 오전 10시~11시에 유입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육아템 구매가 가장 많은 시간 또한 오전 11시로 확인됨

· 고관여 제품으로 금액대가 높은 '카시트'는 밤 11시에 구매가 가장 많았음

아낄수없죠!

· 육아 사이트의 평균 구매 금액은 약 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재인 '분유', '기저귀'의 제품당 구매 금액도 5만 원, 8만 원대로 확인됨

· 의류 제품은 '아동복'보다 더 어린 연령대인 '유아복'이 평균 금액이 더 높았음

순식간에바뀌는육아템

· '신생아'와 가장 많이 조합된 키워드는 ‘외출복’과 ‘기저귀’였으며
활동이 시작하는 ‘유아’는 ‘자전거’, ‘킥보드’와 가장 많이 조합돼 검색 아이템에도 차이가 있었음

· ‘아동’은 아이템 외에도 ‘후원’ 및 ‘결연’ 등 지원과 관련된 키워드도 상위에 자리함

초보맘은 30대, 교육맘은 40대초반

· 육아 기록, 육아 정보, 식품(이유식 등)과 관련된 앱은 30대 비중이 70% 내외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2세 미만인 엄마들이 많은 연령대로 나타남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사용하는 알림장 앱은 40~44세 비중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관련 앱 역시 40~44세 비율이 연령대 중 가장 높았음



다이티 데이터 마켓에서는 다양한 앱 데이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OAS 3.6배상승
유료사용자 2배상승

관심사보다 더 정교한 타게팅!
실제 앱 설치 유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진행하세요

성과 자세히 보기

오디언스 공유 트렌드 리포트

업종별키워드&구매데이터로
빠르고쉬운트렌드파악

어떤 키워드의 유입이 많을까?
언제 상품이 지금 판매가 잘 될까?

보기 쉬운 트렌드 데이터에서 찾으세요

상품 자세히 보기

앱 설치 리스트

타깃의앱설치현황과
중복설치율을한눈에

내 유저는 경쟁 앱을 얼마나 설치했을까?
유저의 설치 앱 리스트로

타깃의 관심사를 더 면밀히 확인하세요

상품 자세히 보기

메일로문의하기 ｜Dightydata@nhndata.com

전화로문의하기 ｜1544 - 5420

https://market.dighty.com/reference?src=image&kw=0008CC
https://market.dighty.com/reference?src=image&kw=0006C9
https://market.dighty.com/reference?src=image&kw=0008CC
https://market.dighty.com/trenddata?src=image&kw=0006C9
https://market.dighty.com/trenddata?src=image&kw=0008CC
https://market.dighty.com/appinstallrank?src=image&kw=0008CC
https://market.dighty.com/appinstallrank?src=image&kw=0006C9
https://market.dighty.com/appinstallrank?src=image&kw=0008CC
https://market.dighty.com/trenddata?src=image&kw=0008CC


데이터 수집, 추출, 분석, AI, 마케팅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이티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

데이터 문의하기다이티 공식 사이트다이티 통합 소개서

웹/앱 애널리틱스 솔루션

에이스카운터

실시간 타겟 오디언스 추출 솔루션
다이티 오디언스 매니저

타게팅 배너 관리 솔루션
다이티 캠페인 매니저

다이티 뉴스레터 구독

3rd party 데이터 조회 및 판매 서비스
다이티 데이터 마켓

비즈니스 진단 및 세그먼트 제공 솔루션

다이티 AI 박스

AI 커스텀 리포트 서비스

다이티 AI 딜리버리

https://dighty.com/files/pdf/NHNDATA_Dighty_Brochure.pdf
https://dighty.com/?src=image&kw=000137
https://dighty.com/company/inquiry?src=image&kw=000137
https://dighty.com/company/inquiry?src=image&kw=000137
https://dighty.com/?src=image&kw=000137
https://dighty.com/files/pdf/NHNDATA_Dighty_Brochure.pdf
http://www.acecounter.com/?src=image&kw=008D09
https://dighty.com/info/am?src=image&kw=000137
https://dighty.com/info/cm?src=image&kw=000137
https://blog.dighty.com/subscribe?src=image&kw=0000CA
https://www.instagram.com/dighty.official/
https://www.facebook.com/dighty
https://www.linkedin.com/company/nhndata/
https://www.youtube.com/channel/UCywd6_I0Q52fcXZzoWTxMIA
http://market.dighty.com/?src=image&kw=0008CC
https://dighty.com/info/ab?src=image&kw=000137
https://dighty.com/info/ad?src=image&kw=000137


THANK YOU
마케팅 이슈에 맞는 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