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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해 있고 매력적인 앱 시장 중 하나이며, 안드로이드와 iOS 간 사용자 행동의 상대적 
집중도가 가장 뚜렷한 곳입니다. 2016년 기준, 한국에는 4,600만 대의 스마트폰이 등록됐고 이 중 71%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일본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32.2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한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삼성이 한국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모바일 기기는 세계 시장 점유율 
부문에서 Top 3를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률: 세션 및 이벤트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앱 설치 후 한 달 이내 모바일 앱 세션 및 이벤트를 
각 OS별로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세션은 유저가 앱을 사용하는 시간을 기반으로 
집계됩니다.

앱 인게이지먼트 부문에서, 안드로이드 유저와 iOS 
유저는 비교적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앱 
카테고리에서 유저가 처음 30일 간 하루에 앱을 
사용한 횟수는 평균 2회 이하(안드로이드 1.96, iOS 
1.9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굉장히 대비되는 
결과로 ‘일본 모바일 앱 인게이지먼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안드로이드 유저는 iOS 유저보다 앱 사용 

시간이 31%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MF2]

이벤트(게임 1레벨 달성, 상품&아이템 구매, 링크 
클릭 등 앱 내 유저 행동)를 분석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앱 내 이벤트 참여도 비교 
결과, 안드로이드 유저는 iOS 유저에 비해 처음 30
일 간 유저 한 명당 평균 19% 이상의 이벤트를 
기록했습니다.

플랫폼 별 30일 유지율: 유기 vs 유료

앱 마케터가 명심해야 할 점은 30일 유지율 지표를 
보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자신이 다운로드한 앱에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iOS 사용자의 유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일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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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유료 유지)로 유입된 iOS 유저의 21.5%는 첫 
날 이후에도 계속 앱을 사용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유저의 경우 해당 수치는 14.9%에 그쳤습니다. 30일 
후 유지율도 iOS 사용자(3.8%)가 안드로이드 사용자
(3.0%)보다 26.7% 더 높았습니다.

유기적으로 유입된 유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앱을 유기 설치한 iOS 유저의 21.5%가 
첫 날 이후에도 계속 앱을 사용했으며, 안드로이드 
유저의 경우 해당 수치는 18.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0일 이후의 유지율 역시 iOS 유저(6.1%)가 
안드로이드 유저(5.3%)보다 15% 더 높았습니다

한국 플랫폼 별 유기 vs 유료 유지율

이처럼 유지율은 전세계에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유저를 보유한 일본 시장보다 낮지만, 유기적으로 
유입된 iOS 유저는 동일한 안드로이드 유저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유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할 때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의 유기 
유입 유저는 유료 유입 유저 유지율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광고를 경유한 유저와 
유기적으로 유입된 유저들의 유지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앱 카테고리 별 30일 유지율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게임 앱은 높은 1

일 유지율(25.7%) 및 30일 유지율(5.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앱의 경우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설치한 날 이후로 유저의 1

일차 유지율은 14.9%을 기록했지만 30일째에는 

3.7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앱의 경우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설치한 날 이후로 유저의 1
일차 유지율은 14.9%을 기록했지만 30일째에는 
3.75%로 감소했습니다. 

건강 앱은 이보다 더 급격하게 이용률이 줄어들어 
첫째 날에는 17.35%를 보이지만 30일째가 되면 
3.79%로 급락해 감소율이 약 77.2%에 이릅니다.

한국 플랫폼 별 유기 vs 유료 유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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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카테고리 별 30일 유지율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게임 앱은 높은 1
일 유지율(25.7%) 및 30일 유지율(5.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앱의 경우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설치한 날 이후로 유저의 1일차 유지율은 14.9%
을 기록했지만 30일째에는 3.7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앱의 경우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설치한 날 이후로 유저의 1

일차 유지율은 14.9%을 기록했지만 30일째에는 

3.75%로 감소했습니다. 건강 앱은 이보다 더 급격하게 

이용률이 줄어들어 첫째 날에는 17.35%를 보이지만 

30일째가 되면 3.79%로 급락해 감소율이 약 77.2%

에 이릅니다.

한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크고 매력적인 모바일 앱 

시장입니다.  2016년 Pew Research Center 보고서는 

한국 가정의 약 88%가 최소 한 대 이상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특히 게임 

부문에서 높은 앱 인게이지먼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앱 퍼블리셔가 한국과 같은 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 모두에 적절한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은 
Android 유저가 iPhone 유저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지만, iOS 유저의 앱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앱 
유지율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에서 안드로이드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앱 카테고리 별 유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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