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마케터를 위한 월드컵 가이드에 이용되는 

App Annie 데이터 

보고서 방법론 

● '앱 마케터를 위한 월드컵 가이드'에 수록된 앱 순위는 App Annie 

Intelligenc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운로드 및 사용량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 다운로드 순위는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을 기준으로 하며, 번들에 포함

된 경우에는 앱 다운로드에서 제외됩니다.  

● 본 보고서에 등장하는 다운로드 순위는 App Annie가 독자적으로 만든 통합 앱

을 기반으로 합니다. 통합 앱에서는 이름과 플랫폼이 다른 동일한 앱의 유사 버

전을 통합하였습니다. 예컨대 iOS의 Fruit Ninja와 Fruit Ninja Free, Google 

Play의 안드로이드용 Fruit Ninja와 Fruit Ninja Free는 모두 Fruit Ninja 통합 

앱 하나로 통합하여 순위를 선정합니다. 

○ 사용량 순위에서는 동일 앱의 유사 버전으로 이름이 다른 것은 따로 순

위를 집계합니다. 

○ 앱 순위는 작성 시점의 현재 및 과거 App Annie DNA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App Annie DNA 관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

니다. 

● 상위 앱과 사용량 순위에서는 사전 설치 앱, 플랫폼 소유자가 출시한 앱, 자체 

OS를 실행하는 디바이스에 다운받은 앱(안드로이드 폰의 Google Translate, 

아이폰의 GarageBand 등)은 제외됩니다.  

● iOS App Store에서는 앱이 1차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옵션인 2차 카테고리로

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앱의 1차 카테고리가 게임이고 2차 카테고리가 엔터테

인먼트라면 '앱 마케터를 위한 월드컵 가이드'에서는 게임 분석에만 포함됩니

다. 같은 앱의 1차 카테고리가 엔터테인먼트이고 2차 카테고리가 게임이라면 

이 보고서의 앱 분석에만 포함됩니다. 

● Google Play의 경우 일반적으로 앱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중복 분류

가 없습니다. 



 

● 현재 App Annie Intelligence는 iOS App Store, Google Play, 중국의 기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Amazon Appstore 등 다른 

앱 스토어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App Annie Intelligence 데이터가 제 3자에게 보고될 때에는 집계된 형식으

로만 보고됩니다. 

● App Annie Usage Intelligence의 iPhone 및 Android Phone 데이터는 실

제 사용자의 광범위한 데이터와 App Annie 소유의 추가 데이터 세트를 결합

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 스마트폰은 화면 크기가 7인치 미만인 모바일 장치, 태블릿은 화면 크기가 7인

치 이상인 모바일 장치로 정의되어집니다. 

● 본 보고서의 목적상 실사용자(Active User) 1명은 해당 기간에 앱으로 하나 이

상의 세션을 실행한 장치 1대로 정의합니다. 언제든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장치

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총 실사용자에서는 장치 1대당 사용자 1명으로 계산

합니다. 

● 푸시 알림은 실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나 세션 또는 세션 

시간 등의 수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드로이드 총 사용 시간 계산에 일부 앱(시스템 앱과 Google Play에 나타나

지 않는 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에 포함되는 앱은 총 디

바이스 시간의 80%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사용된 특정 상표와 이미지는 타사의 소유일 수 있으며, 이는 각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App Annie는 해당 상표나 이미지에 대해 어떠한 권

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모바일 브라우저 앱은 사전 설치된 앱이든 다운로드 받은 앱이든 모두 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