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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임신, 출산, 육아에 특화된 맘스라이프APP의 2040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보급 확대를 위한
디지털 고객경험/소통 증진 전략 계획 수립

■ 맘스라이프APP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객의 정보검색 및 SNS의 높은 의존도와
의료광고 관련 까다로운 심의 등으로 산부인과 관련 업체의 홍보가 제한적임을
활용하여 임산모와 산부인과 병원을 하나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 및 보
급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 이에 다이그램 기업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 오프
라인에서는 ①대구MBC임신육아교실 협력 진행 ②연 2회 베이비키즈페어 부스행
사 참여를 통해 어플 설치 유도 및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
브랜드/ ■ 온라인에서는 ①블로그 ②카페 ③페이스북 ④카카오플러스친구 ⑤인스타그램 채
널을 통해 “맘스라이프 카페”를 홍보하며, 카페 내에서 어플 홍보를 함께 진행하
제품
소개
고 있다.
■ 산부인과 병원과 개개인 임산모를 연계하여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필수정보와
지정병원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전자다이어리에 저장된
다량의 사진을 촬영 일시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정리하여 등록하고, 예비맘과 육
아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통의 관심사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현재 소비자의 경우에는 지난 AIDMA 단계를 벗어나서 AISAS 단계에서 구매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IMC전략은 더더욱 필요한 단계이다.
■ 전체적으로 전체 출생아 수 기준 평균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합계 출산율을 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출생아 수 1명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상황

■ 맘고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육아를 여성에게 전담시키면서
굴러가는 한국 사회의 작동 방식을 ‘맘고리즘’으로 표현했다. 출산→육아→직장→
부모에게 돌봄 위탁→퇴사→경력단절→자녀 결혼→손자 출산→황혼 육아, 결국
돌봄노동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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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시 폰의 사진이 다이어리에 날짜별 자동배치 개발 완료
■ 첫 화면에 표시된 나의 상태변화와 태아의 정보까지 개발 완료
■ N년 전 과거의 오늘을 보며 추억, 성장 보기 개발 완료
■ 5가지의 특정 관심별 “친구 만들기”에 가장 특화해 개발 완료
■ 병원별, 지역별, 연령별 커뮤니티는 SNS 효과의 극대화 개발 완료
■ 추가된 지도표시 친구 찾기 기능은 진행 중 추가 개발 완료
■ 프로필, 다이어리, 친구관리 등 전 분야에서 향상된 기능으로 개발 완료
■ 병원별 임산모의 필수정보 “산모수첩” 대처기능 개발 완료
■ 주수별 변화를 찾는 번거러움 없이 확인 가능기능 개발 완료
■ 출산 후 예방접종 등의 “아기수첩”을 대처기능 개발 완료
■ 병원 및 관련 협력업체 등의 행사, 이벤트 모집기능 개발 완료
■ 다이어리 속 “산모수첩” 정보가 그날그날 확인가능기능 개발 완료
■ (병원별 공급해주는)정확한 주수별 변화 정보기능 개발 완료
■ 주수별 각종검사, 필수 영양제 정보의 확실한 이해 가능기능 개발 완료
■ 병원/시/도 등에서 제공되는 행사/정보/이벤트 활용기능 개발 완료
■ 임신 중 변화에 대한 또래 임산모와의 정확한 정보교류기능 개발 완료

브랜드
(제품 등)
상황

구글플레이 등록
APPSTORE 등록

산모수첩/아기수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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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첩 날짜별
정리기능

임신 주수별
상세정보

1, 2, 3년 전
일기쓰기

일기 쓰기

다양한 친구찾기

그룹별 커뮤니티

■ 각종 기능적인 개발 및 UX / UI 개발을 완료했지만, 온오프라인 홍보방안을 모색
했지만, 브랜드의 방향성을 재정립해 타겟에 적합한 가치를 제시할 필요성

커뮤니
케이션
목표

■ B2B - 여성병원(산부인과)에 공급 및 병원 고객들의 사용확대 방안
■ B2C - 기존 휴먼 회원들을 대상으로 활성화 모색
- 신규 회원의 경우 메인 타켓 및 서브 타켓을 대상으로 어플 설치 및 사용 확대

■ 어플 사용 확대를 위한 IMC 전략 제안

과제

타겟

■ 어플과 연계된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전략 제안
■ 기본적으로 임신, 육아, 출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임신을 넘어 육아에서도 지속적
관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Main 2040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혹은 임신 진단을 받은 여성
■ Sub 2040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
■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맘스라이프(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odc.momslifenew&hl=ko
■ 아이폰용 [앱스토어] 다운로드 [맘스라이프(앱)]
https://appsto.re/kr/fLidjb.i

기타사항

■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 <맘스라이프>
http://cafe.naver.com/mommybb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lwaysmomslifediary/
■ 블로그: http://blog.naver.com/stonejjj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http://pf.kakao.com/_xlxmVx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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