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씽투의 활동

후발주자인 점을 감안할 때 씽투육아는 기대보다 높은 청취율을 

보였다. 팟캐스트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는 ‘팟호스팅’ 사이트에 

따르면 씽투육아의 총 다운로드 수는 11월 3일 현재 총 2만 

2,231건이다. 6월 22일 첫 화를 업로드한 지 만 4개월이 조금 넘은 

7~10월간 월평균 다운로드 5,550건을 기록한 것이다. 월별로는 6월 

234건, 7월 1,652건, 8월 7,738건, 9월 6,253건, 10월 4,636건으로, 

가장 많은 5개의 에피소드를 업로드한 7월 이후 다운로드 횟수가 

급증했다. 매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업로드한 결과,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로드 다운로드(건)

6월 1화 234

7월 2, 3, 4, 5, 6화 1,652

8월 7, 8화 7,738

9월 9화 6,253

10월 - 4,636

자료출처: 팟호스팅 http://www.ssenhosting.com/

숫자로 보는 씽투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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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통계는 안드로이드 체제와 아이폰 체제로 나뉘어 

집계된다. 씽투육아 총 구독자 수는 11월 3일 현재 안드로이드(팟빵) 

유저가 252명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유저는 구독자 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방송의 인기를 말하는 청취 순위는 얼마 정도 됐을까. 

아이폰으로는 평균 86~150위, 안드로이드로는 620~1,400위 사이를 

등락했다. 현재 안드로이드(팟빵)에는 총 1만여 개의 팟캐스트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짧은 업로드 기간을 감안해도 씽투육아는 상위 

10%의 순위권에 드는 선전을 벌인 셈이다. 

안드로이드(팟빵)에서는 8월의 주목할 만한 팟캐스트 10개 

중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아이폰(팟캐스트) 홈페이지에서는 7~11월 

내내 메인화면에 캐스트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이폰 카테고리 

‘키즈/패밀리’에서는 1위 ‘하나언니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2위 

‘서천석의 아이와 나’에 이어 평균 3위를 차지했으며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 

에피소드별 순위는 1화 ‘독박육아를 말한다’가 4,486건으로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지만, 청취자들의 소감을 

들어본 결과 가장 낮은 다운로드 순위를 보인 4화 ‘우리 아이 젠더 

감수성’이 가장 강력한 콘텐츠 임팩트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목 다운로드(건)

1화 독박육아를 말한다 4,486

6화 놀아주기에서 같이 놀기로 2,978

2화 소비를 부르는 육아 2,729

7화 엄마라서 행복해요 2,201

3화 무상보육과 독박육아 2,143

9화 육아의 깔대기는? 기승전 공동체 2,038

8화 육아대디,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08

5화 애 낳은 여자 재미없다? 1,970

4화 우리 아이 젠더 감수성 1,678

이미지 자료: 아이폰 팟캐스트 순위 8월 6일자 이미지 자료: 팟빵 8월 추천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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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투육아는 총 18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청취율은 미국이 평균 2.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순이었다. 순우리말로 녹음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청취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운영체제 상에서는 아이폰 유저들에게 압도적으로 더 큰 

인기를 누렸다. 아이폰 유저들은 7월에는 안드로이드 유저들과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8~10월 

안드로이드 유저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아이패드 

사용자나 맥북 사용자도 윈도우 사용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팟캐스트 ‘학자들의 수다’를 2년간 진행하는 김시천 박사는 

“아이폰 유저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충성도가 높은 데 반해,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팟캐스트를 주로 정치적 이슈를 듣기 위한 

창구로만 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요일대별 청취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대별 청취율은 새벽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의 청취율이 

가장 높아, 아이를 재우고 듣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