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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요약: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글로벌 앱 다운
로드와 소비자 지출 

보고서 방법론 
이 보고서에 포함된 다운로드 및 소비자 지출 자료는 App Annie Intelligence에서 
집계한 추정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 수준의 지표에는 전 세계 지역의 iOS App 
Store 및 Google Play 모두가 반영됩니다. 
 
App Annie Intelligence는 현재 iOS App Store와 Google Play의 자료를 제공하
며, Amazon Appstore 등 다른 앱 스토어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지만 중국의 기타 안
드로이드 앱 스토어에 대한 사용량 지표는 제공합니다. iOS 및 Google Play는 전 세
계 모바일 앱 마켓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다른 많은 국가에는 제3의 안드로이드 스토
어가 존재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스토어들이 우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App Annie Intelligence에서 Apple TV, Mac, iMessage 독립형 앱 및 스티커 다운
로드는 iOS 다운로드와 소비자 지출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OS App Store
를 통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로 다운로드한 애플 워치 기능 탑재 앱은 다운로드와 
소비자 지출 추정치에 포함됩니다. 
 
다운로드 추정치에는 최초 앱 설치만 포함되며, 재 다운로드와 앱 업데이트는 추정치
에서 제외됩니다. 
 
App Annie Intelligence 소비자 지출 추정치는 Apple과 Google에서 부과하는 수
수료 또는 VAT를 제하기 전, iOS App Store 및 Google Play의 총 소비자 지출을 
나타냅니다. 
 
소비자 지출 추정치는 유료 다운로드와 인앱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앱 스토어에서 지
출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인앱 구매에는 구독이 포함됨). 인앱 광고를 통한 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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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App Store에서 퍼블리셔는 해당 앱을 1차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옵션인 2차 카
테고리로도 분류합니다. 본 보고서의 모든 카테고리 분석은 앱의 1차 카테고리에 기
초해서만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카테고리가 겹치거나 중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카테고리의 규모를 산정하고 카테고리 점유율 변화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에서는 앱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속하므로 중복되지 않습
니다. 하지만 패밀리 앱에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상 Google Play의 
앱은 1차 카테고리로만 분류했습니다. 
 
iOS App Store 및 Google Play에서 퍼블리셔가 기존 앱을 1차 카테고리 내에서 다
른 카테고리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환이 이루어진 주
의 앱 다운로드와 소비자 지출은 해당 주 마지막에 앱의 1차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
로 처리됩니다. 
  
소비자 지출 및 다운로드 추정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의 앱은 App Annie의 독점 
DNA로 구축된 통합 앱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통합 앱에서는 이름과 플
랫폼이 다른 동일한 앱의 유사 버전을 통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iOS의 NFL과 
Google Play의 NFL Mobile은 통합 집계하여 하나의 NFL Mobile 통합 앱으로 분
류하였습니다. 
 
App Annie Usage Intelligence의 안드로이드폰 데이터는 실제 사용자의 광범위한 
데이터와 App Annie 소유의 추가 데이터 세트를 결합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데이터는 발행 당시 전체 기간에 대한 App Annie의 당시 추정
치와 DNA 관계를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고객에게 최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App Annie가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경우 수정되는 데이터가 포함
됩니다. 업계 관계에 따라 이전 발행물의 과거 자료를 다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특정 상표와 이미지는 타사의 소유일 수 있으며, 이는 각 소유자
에게 귀속됩니다. App Annie는 해당 상표나 이미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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