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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유통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활용 전략
- Business user and thirdparty access to online platform data를 중심으로정 재 훈*

1. 서론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 배달 및 오픈마켓, 중고차 구매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산업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을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
는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 역
량이 장차 국가와 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댐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데
이터의 수집 및 가공, 거래와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발생과 활
용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 지는 유럽연
합의 온라인 플랫폼 경제 관련 의사지원기관인 『Observatory on the Online Platform
Economy』에서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의 활용(Business user and third-party
access to online platform data)’(2020.07.27) 분석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데이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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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생태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해당 자료는 3개의 주요 플랫폼(전자상거래, 앱스토어,
온라인 여행사)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 지에서는 우선적으로 앱스토어 플랫폼과 데이터
활용 생태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앱 유통 플랫폼과 데이터 활용 생태계 이해
가. 플랫폼 데이터의 종류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용자의 성향 정보가 담겨 있는가’에 따라 관측데
이터와 추론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관측데이터는 이용자의 이동 및 심박수 변화 등 누
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용자의 선호 및 신념 등이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추론데이터는 이용자의 구독 및 결제 데이터 등을 분석해
이용자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성향 및 취향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1) 관측데이터
관측데이터란, 이용자의 지리 및 신체 정보와 같은 사실 그대로의 정보로 이용자의 이
동 경로, 심박수, 음성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렇
듯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용자의 발자국을 디지털 잔해(Digital
Exhaust)라고도 한다.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관측데이터에 포함된다.

∙ 이용자 기기 정보
∙ 이용자 검색 내역

∙ 이용자 이동 정보
∙ 이용자의 심박수 및 스트레스 정보

∙ 생체 정보
∙ 음성 및 사진 정보 등

2) 추론데이터(파생데이터)
추론데이터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및 결제 정보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성향 및 취향을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SNS에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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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영상 파일, 이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그리고 자주 시청하는 영상에서 패턴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가 선호하는 것들을 분석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나. 데이터의 활용 과정
기업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의 두가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상류화 프로세스(Upstreaming process)로, 이는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하류화 프로세스(Downstreaming
process)란 수집한 데이터를 전략의 구상 및 시장 트렌드 분석, 틈새 시장 탐색 등에 활용
하는 것이다.

1) 상류화 데이터 활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류화 프로세스는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상품 및 사업의 개발
및 개선 과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재적용함으
로써 이용자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품 개발을 꾀하거나 이를 생산 과정 및
기존 상품에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가령, 최근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기계학습의 방
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를 새로운 인공지능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상류화 데이터 활용 과정에는 데이터를 상품에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가령, 데이터 전문 업체가 웹 스크래핑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행태 및 경쟁사의 사업 성과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앱 개발자
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상품으로써 데이터 활용 및 판매 활동
(DAAS; Data As A Service)이라 부르고 있다.

2) 하류화 데이터 활용
하류화 프로세스란 수집한 데이터를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구매 특성 및 경쟁사 사업 성과 분석, 이용자 행태 등을 분석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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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으로의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다. 하류화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의 양 자체보다 데이터에서 나타난 통찰력을 도출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상류화/하류화 프로세스 단계별 데이터 활용
데이터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본 데이터(Raw data)로 플
랫폼 운영자 및 앱 개발자 등이 수집한 가공 이전 상태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분석 데이터로 이용자 및 시장 현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가공된 데이터로, 통찰
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와 결합 또는 분류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세 번째
는 통찰 정보(Insight)로, 통찰 데이터를 통해 얻어낸 통찰력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정보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우수한 분석력이 내포된 것이다.
[그림 1] 데이터 가치 사슬

출처: Visconti, et al.(2017), Gineikytė, et al.,(202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 사슬 과정으로 가공되어 지는데,
Moro Visconti(2017)는 총 6단계로 가치사슬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6단계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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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저장, 가공, 활용, 상업화 과정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초반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양
과 신속성, 다양성 등이 중요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데이터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였다. 그중 대체적으로 상류화 프로세스에서는 가치 사슬 단계 중 1~3단
계 절차를 보이고 있으며, 하류화 프로세스에서는 4~5단계의 특징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
난다고 하였다.

다. 앱스토어 유통 플랫폼과 생태계 구성
1) 앱스토어 유통 플랫폼 생태계 구성 주체
플랫폼 생태계란 플랫폼에 연결된 구성원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활
동에 직·간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Iansiti & Levien, 2004).
본 장에서는 앱스토어 유통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들로는 2개의 앱 유통 플랫폼(구글의 구
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과 앱 개발자 그룹, ASO(Application Store Optimisation)
그룹, 데이터 중개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하였다.
1차적으로 이용자 정보가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앱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하고,
다시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의 개략적인 통계 등을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개발자
그룹에서는 이렇게 받은 데이터와 함께 자신의 앱에서 수집한 이용자 활동 정보를 활용하
며, 추가적으로 오픈소스 및 API 데이터를 데이터 중개인 그룹에서 수집하고, 바로 앱 개
발 과정에 적용한다. 또한 이들은 ASO 그룹에게서 데이터를 받기도 하는데, ASO 그룹은
앱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스크랩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앱 개발자 그룹에게 수집한 데이
터를 전문적으로 가공하여 심층적인 이용자 특성 정보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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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앱스토어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조

* 본 자료는 조사한 바를 원 자료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Gineikytė, et al.,(202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2) 플랫폼별 특징
앱스토어 플랫폼은 구글과 애플의 양대 플랫폼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구글의
구글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유통하고 있으며, 애플의
앱스토어는 iOS 운영체제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유통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유통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외부 개발자들의 어플리케이션 또한 유
통하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폰에 약 97% 가량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운영체제로 설치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약 74% 기기에 설치되어 있으며, 애플의 iOS는 약 23% 기기
에 설치되어 있다(Business Insider, 2019.03.13). 두 운영체제의 특징은 안드로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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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오픈 소스 형태로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를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iOS의 경우 애플의 스마트폰에서만 설치되어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은 상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구글은 스마트폰을 자체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하여 스마트폰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애플의 경우 자신의 스마트폰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구글은 데이터를 통해 수익 사업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더욱 강할
수 있는 구조이며, 애플의 경우 이와 반대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익 실현에는 다소 소극
적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구글은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통한 광고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애플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전 세계 스마트폰 OS 점유율

출처: Business Insider(2019.03.18.)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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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플랫폼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1) 플랫폼 운영자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느냐 않느냐를 떠나 구글과 애플 모두 이용자의
앱 플랫폼에서 앱 다운로드 및 결제 정보, 만족도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가
공하여 앱개발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분석데이터 및 통찰 정보 형태로 제공
하고 있다.
두 플랫폼 모두 앱개발자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결제 및 앱 성과, 이용자 행태 데이터
를 원본데이터와 분석데이터 형태로 앱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 앱개발자의
이용자 결제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글의 경우엔 경쟁 개발자의 앱 성
과 및 이용자 행태 관련 데이터를 개발자들에게 일부 제공하고 있다.
<표 1> 플랫폼별 앱개발자 활용 가능 데이터 비교

구분

구글
플레이

이용자
신원 정보

이용자 결제 관련

앱 성과 관련

이용자 행태

자체

경쟁자

자체

경쟁자

자체

신규 시장 정보
및 트렌드
경쟁자

원본 데이터

이용자 동의시

○

✕

○

✕

○

✕

-

분석 데이터

-

○

✕

○

∆

○

∆

○

통찰 정보

-

원본 데이터

이용자 동의시

○

✕

○

✕

○

✕

-

-

○

✕

○

✕

○

✕

○

애플
분석 데이터
앱스토어
통찰 정보

-

○

○

✕

○

○

○

○

✕

출처: Gineikytė, et al.,(202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제공하는 데이터의 특성 또한 두 플랫폼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애플의 앱
스토어의 경우 이용자의 유료 앱 결제 및 인앱 결제의 세밀한 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구글플레이의 경우 각 국가별 이용자 행태 정보, 앱 개발 관련 정보 및 시장 통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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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2) 앱 개발자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상당히 개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
를 앱 개발자들이 바로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개선 과정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앱 개발자들은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가
공하여 개발 및 개선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각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이용자에게 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묻고, 이용자가 이를 동의할 경우 이용자들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앱 개발자들은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전문업체 ASO(Application
Store Optimisation)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구매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개선에 활용
하기도 한다.

3) ASO(Application Store Optimisation)의 역할
ASO(Application Store Optimisation) 기업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전문 수집 / 판
매 업체로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석 및 통찰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용자 인적 통계
정보 및 이용자 심층 행태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비식별화 작업을 통해 통합 데이터
형태(Aggregated data form)로 구성한 뒤 앱 개발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은 앱 개발자들에게 경쟁 앱개발자들의 세부 정보 또한 제공하고, 주요 고객 특성을 더욱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요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고
품질의 무료 어플을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고, 대신 그들에게서 이용자 데이터를 수
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개발하여 이용자 비식별화
과정을 걸친 후 이용자들의 앱 다운 및 리뷰 작성, SNS 등에서 남긴 글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개인 앱개발자들에게 무료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들에게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며, 마지막으로 웹 스크래핑을 통해 이용자 행태 및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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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심층적인 통합 분석 보
고서 형태로 앱 개발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들의 데이터 및 보고서는 앱 개발자들이 앱의
개선 및 개발에 활용하거나 마케팅 전문 업체에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그 외 플랫폼과 데이터 공유
대체적으로 여러 플랫폼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례는 아직까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2018년에 론칭한 DTP(Data Transfer Project)는 데이터
이동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곳에 S2S(Service to Service)를 위한 오픈 소스 형태의 데
이터를 비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참
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의 프로토콜 및 방법론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이러한
공유 형태가 활성화되어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디지털 서비스 분야
에 혁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데이터 공유
생태계의 활성화가 진행된다면 각 플랫폼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
으로 예상한다.

3. 결어
지금까지 플랫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앱 유통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들이 어떻게 공유
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원 자료 작성 기관이 유럽 및 미국 중심
의 사례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공유 절차와 생태계
구성원의 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미치는 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이해하는데 일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살펴본 앱 유통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생태계에
는 두 주요 플랫폼 기업과 앱 개발자 그룹, ASO 그룹과 오픈소스 및 API를 공유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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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중개인 그룹이 있으며, 앱 유통 플랫폼 운영 기업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한 데이
터를 가공한 후 앱 개발자들에게 개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앱 개발자 그룹은 이
러한 데이터와 함께 자신이 직접 수집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데이터를 필요로할 경우 앱
데이터 전문 업체인 ASO 또는 데이터 중개 그룹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앱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의 장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2018년에 론칭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주요 플랫폼 기업들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지속적인 플랫폼과 유관 생태계 혁신을 위해 데이터 공유의 필
요성을 인식하여 시작된 데이터 공유 활성화 움직임이라 볼 수 있으며, 데이터 공유 활동
의 활성화가 점차 널리 나타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 공유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데이터댐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영역
의 데이터를 모아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데이터 생태계 혁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데이
터 공유 환경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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