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 Annie 시장 예측 보고서
– 2017–2022 –

2022년
모바일 디바이스 설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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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앱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2022년에는 앱 스토어 전 세계 소비자 지출이 1,5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7년 817억 달러에서 92% 상승한 수치입니다.

보고서 내용:
●

스토어 소비자 지출 예측

2022년 전 세계 다운로드는 2017년 1,781억 건에서 45.0% 증가한 2,582억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전 세계 및 지역 앱 다운로드와 앱

●

2022년 앱 스토어 소비자 지출 및
다운로드 기준 상위 5개국

중국이 전 세계 지출의 40%에 해당하는 6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지출의 거의 2/3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

게임과 앱의 다운로드 및 소비자 지출 분석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설치 기반은 2017년 말 39억 대에서 2022년 61억 대로 증가할

●

앱 스토어별 예측을 비롯한 추가 데이터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한 대당 전 세계 평균 지출은 2017년 20.94달러에서 2022년 25.6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의 디바이스당 연간 평균 지출은 2022년 14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거의 6배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액입니다.
보고서 방법론 확인과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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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Annie는 앱 경제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전 세계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

앱 업계 리더와 미디어에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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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및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기술

App Annie Intelligence로
앱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파악하세요

기회 발견

App Annie는 기업들이 더 나은 앱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현재 세계 상위 100대 퍼블리셔 중
94곳에서 사용 중입니다. 경쟁력 있는 벤치마킹부터 해외
진출까지 앱 경제 성공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수익
가속화

효과적인
전략 개발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는 앱 경제 최고의 시장 데이터
솔루션인 App Annie Intelligence와 당사의 예측
모델에서 취합한 것입니다.
심층적
참여도 유도

다운로드, 수익, 인구 통계, 사용량 추정치, ASO 등 App
Annie의 앱 데이터가 중요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지금 무료 계정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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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확보
최적화

업계가 신뢰하는 전 세계 앱 시장 데이터.
최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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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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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성숙해지고 있는 앱 시장
전 세계 앱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 시장은 각기 다른 시장 성숙도에 놓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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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실험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용자들로 인해 초반 다운로드가
급증합니다. 시장에 신규 사용자가 유입되고 앱을 실험하고
발견하며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

2단계: 수용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 패턴이 정해집니다. 사용자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앱의 종류를 이해하고 새 앱을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운로드는 여전히 높지만 성장률은 둔화됩니다. 한편 자기가
좋아하는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참여도와
지출이 상승합니다.

●

3단계: 성숙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지출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앱 개발자의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앱 스토어 지출의
급성장으로 이어지고 인앱 광고 지출과 M커머스도
증가합니다(이 두 가지는 이 보고서의 수익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앱 시장의 성숙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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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 세계 앱 다운로드 2,582억 건
앱 스토어 소비자 지출 1,565억 달러
전 세계 소비자 지출

USD(10억)

다운로드(10억)

전 세계 앱 다운로드

참고: iOS App Store, Google Play 및 기타 안드로이드 스토어 합산
다운로드는 최초 다운로드만 계산하고 재설치와 업데이트는 제외
지출은 앱 스토어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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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설치 기반이 급증하면서 다운로드는 2017년 39억 건에서 2022년 61억 건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한 신흥 시장
사용자들이 이러한 디바이스 성장률을 주도할 것입니다.

●

설치 기반이 급증하고 성숙 시장에서는 디바이스당 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예측 데이터의 전체 분석은 여기에서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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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 세계 앱 다운로드는 45% 증가한 2,582억 건

다운로드(10억)

지역 별 다운로드
●

브라질 같은 대형 신흥 시장은 미주 지역의 성장률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미국 시장이 앞서 설명한 수용 단계로 더 깊숙이
진입하면서 미주 지역의 전체 성장률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아시아 태평양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시장은 물론 중국의 3위 이하 도시와 시골
지역이 앱 시장 성숙 모델의 실험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2년까지
다운로드가 폭넓게 성장합니다.

●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다운로드 성장은 이집트,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성숙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주도할
것입니다. 수용 단계에 진입하는 대형 시장인 러시아에서는 강력한
다운로드 성장률이 계속 이어집니다.

참고: iOS App Store, Google Play 및 기타 안드로이드 스토어 합산
다운로드는 최초 다운로드만 계산하고 재설치와 업데이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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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간의 지역 다운로드 데이터는 여기에서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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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앱 다운로드 최대 시장의 자리를 차지할 중국
2022년 다운로드(10억) 상위국

참고: iOS App Store, Google Play 및 기타 안드로이드 스토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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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계속해서 다운로드 1위 시장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엄청난 인구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률이 계속됩니다. 저렴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4G 접속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도입률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

더 성숙한 미국, 일본 시장의 연간 다운로드는 2022년에 더욱 안정화 될 것입니다. 디바이스당 연평균 신규 앱 다운로드는 각각 21건과 15건으로 두 나라의
다운로드 절대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출시되는 앱 수는 더욱 증가하면서 다운로드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 퍼블리셔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투자해야 신규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성숙 시장에서 지출이 급성장하면 일인당 고객평생가치(LTV)의 ROI는 상승합니다.

그 외 기간의 국가별 다운로드 데이터는 여기에서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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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앱의 전 세계 소비자 지출은 92% 성장한 1,565억 달러를 기록

USD(10억)

지역 별 소비자 지출

성숙한 시장에서 디바이스 한 대당 지출이 성장하면 전 세계 앱 스토어 지출
증가를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앱에 점점 더 많이 의지하고 앱에서
가치를 찾으면서 앱에 더 많이 지출하려 할 것입니다.
●

미국이 미주 지역의 디바이스당 지출 상승을 주도하면서
2022년경 앱 스토어 소비자 지출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만 보면 디바이스당 연간 지출이 2017년 대비 거의 50%
증가하여 2022년에는 60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한국, 일본 같은 성숙 시장과 중국의 1, 2위
도시가 지출 급성장이 특징인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매우 성숙한
시장이 많습니다. 모두 향후 5년간 지출 성장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iOS App Store, Google Play 및 기타 안드로이드 스토어 합산
지출은 앱 스토어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
소비자 지출은 앱 스토어로 한정 M커머스, 인앱 광고를 통한 지출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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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간의 지역 지출 데이터는 여기에서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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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앱 시장인 중국, 2022년 소비자 지출은 두 배 증가
2022년 지출 상위국(10억 USD)

참고: iOS App Store, Google Play 및 기타 안드로이드 스토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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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한국 같은 성숙 시장이 성숙 단계 안쪽으로 더 깊숙이 이동하면서 소비자 지출이 급성장합니다. 현금 중심의 독일 소비자가 디지털 구매에 익숙해지면서
독일은 2017년 소비자 지출 시장 순위 7위에서 2022년 5위로 상승할 것입니다.

●

인도처럼 넓은 신흥 시장에서는 디지털 제품의 지출 의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의 1, 2위 도시 등 가처분소득이 높은 성숙 시장의 앱
스토어 지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 외 기간의 국가별 지출 데이터를 보려면 여기에서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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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디바이스 한대 당 평균 앱 지출 23% 증가

디바이스당 지출(USD)

전 세계 연간 평균 앱 지출 (디바이스 당)

참고: iOS App Store, Google Play 및 기타 안드로이드 스토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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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2022년경 디바이스당 평균 앱 지출액은 25.65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 및 태블릿 설치 기반은 2017년 39억
대에서 56.4% 늘어나 2022년 61억 대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소비자 지출의 전체적인 성장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

일본의 디바이스당 연간 지출은 2022년 14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의 거의 6배에 달하며 세계
최대입니다.

●

신흥국의 스마트폰 침투율은 저렴한 기기와 Android Go,
Facebook Connectivity 같은 혁신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상승할 것입니다.

●

신규 사용자의 평균 앱 스토어 지출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퍼블리셔에게 로열티와 브랜드 구축은 물론 인앱 광고, M커머스
면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장 예측 데이터의 전체 분석을 보려면 여기에서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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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앱 지출에서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게임,
게임 외 앱 역시 비중을 넓힐 예정
전 세계 다운로드 믹스: 게임과 앱

전 세계 소비자 지출 믹스: 게임과 앱

●

앱 성숙 경로에서 실험 단계 중에는 게임이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업종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퍼블리셔는 게임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

앞으로 5년 동안 게임 외의 앱은 앱 스토어에서 소비자 지출
비중이 상승할 것입니다. 2017년~2022년 게임 외 앱의
지출은 750억 달러 증가할 예정입니다.

●

데이트,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앱이 모바일에서 구독
수익 모델을 주로 활용함에 따라 이 수익 모델이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2017년 게임 외 앱의 세계 수익 10위권 중
8개가 구독 옵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 iOS App Store, Google Play 및 기타 안드로이드 스토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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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앱의 지역 추정치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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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위한 앱 전략 수립
2022년 앱 스토어 소비자 지출

2022년이 되어도 세계 앱 시장은 다양한 성숙 단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공을
극대화하고 싶은 퍼블리셔라면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고 시장별 전략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

성숙 시장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의 경우 제품 혁신과 유기적 설치, 유료
설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규 다운로드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UA 접근방식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일인당 지출이 증가하면 고객의
ROI와 LTV가 상승합니다.

●

다운로드가 높지만 직접 지출은 제한적인 신흥 시장의 경우 폭넓은 사용자층에
기대는 다른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는 인앱 광고가 확실히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신흥 시장에서 널리 사용된다면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

2022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앱 스토어 지출의 64.8%, 전 세계
다운로드의 72.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중 절반이 중국 한 나라에서 발생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각 시장의 현지 퍼블리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막강한 기회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현지화와 세심한 현지
파트너십이 다국적 퍼블리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지출은 앱 스토어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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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측 데이터의 전체 분석을 보려면 여기에서 시장 예측 데이터 부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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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경제에 대한 추가 분석 자료

앱 시장 데이터 및 분석
분야의 리더와 함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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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Retrospective 보고서: 앱 경제의 최대의 해였던 2017

●

2018년 앱 경제 전망 예측

●

모바일 전략에 앱이 필요한 이유

●

모바일 게임의 수용: 2017년 게임 스포트라이트 리뷰

●

새로 출시된 앱 사용량 보고서: 사용자들이 매월 설치하는 앱의 수

App Annie Intelligence
App Annie Intelligence는 전 세계 수백만 앱에
대한 정확한 시장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지금 무료로 가입하세요

●

App Annie Connect
App Annie Connect는 앱 성과에 대한
전방위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모든 앱 스토어,
사용량 및 광고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에서 관리하세요.
지금 무료로 가입하세요

APP 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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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Annie 소개
App Annie는 전 세계 앱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앱 마켓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앱 시장과 비즈니스 성공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App
Annie의 정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며, 전 세계 15개 전 세계 지사와
45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App Annie는 Sequoia Capital, Institutional Venture
Partners, IDG Capital Partners, e.ventures, Greenspring Associates, Greycroft Partners 등과
같은 투자자로부터 현재까지 1억 5,7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appannie.com이나 Insights 블로그, 또는 Twitter(@AppAnnie)를
팔로우하여 확인하세요. 제품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App Annie 플랫폼 소개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앱, 퍼블리셔의 최신 월간 순위는 App Annie Inde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방법론
확인과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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