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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앱/미디어 시장의 성장
오 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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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모바일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에 PC에서 주로 이용되면 게임, 정보포털 등을
시작으로 금융, 소매업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들이 늘어가
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에, 수준에 맞는 학습내용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렴
하게 이용가능하다는 면에서 학습용 앱/미디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
업을 보조해줄 앱이나, 독자적으로 연구한 모바일 학습법에 대한 앱 등 다양한 목적의 학
습용 앱이 개발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강의를 제공
하는 기업과 개인이 많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학습 시장의 성장 전망을 확인하
고,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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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학습 관련 앱 시장의 성장
STATISTA(2019.1)에 따르면 글로벌 학습 소프트웨어 및 앱 시장은 2017년 급성장하
기 시작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1] 글로벌 학습 소프트웨어 및 앱 시장규모 2015년~2022년
(단위: 백 만 달러)

자료: STATISTA(2019. 1)
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은 강의용 및 이용자 수준에서 교육 및 학습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의미
하며, Duolingo와 같은 언어 학습 응용 프로그램부터 Blackboard 및 Moodle과 같은 교실 관리 소프트웨어에 이르
기까지 교육분야 관련 소프트웨어는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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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습용 앱 시장에 대해서는 더 큰 성장률을 예측한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Research
and Market(2016)은 미국의 교육용 앱 시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8.15%
의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Technavio Reseach(2018. 4)에서도 글로벌
교육 앱 시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2] 글로벌 학습 앱 시장 보고서 요약

자료: Technavio Research(2018)
(https://www.technavio.com/report/global-education-apps-market-analysis-share-2018)

(2) 교육 관련 Youtube 수요 증가
Google(2017. 10)에 따르면, 시청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여 업무, 공
부 또는 취미 문제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전체시청자 중 86%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YouTube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YouTube를 통한 학습이용이 증가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학습용 도구에 있어 YouTube를 더 이상 보조적
인 수단이 아닌 제1매체로써 인식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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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용자들이 Youtube에서 원하는 가치

주석: 조사기간동안 YouTube를 이용한 18세~54세의 총 1,006 이용자 응답
자료: Google(2017.10), “The Values of YouTube” Study.

YouTube가 성장하면서 모든 분야의 동영상 최신조회수가 전반적으로 중가하였으며,
특히 교육 카테고리에서의 증가는 음악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조회수
증가율(Views)까지 같이 고려해본다면 교육분야는 가장 최근 이용이 급증한 분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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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YouTube 카테고리별 2018년 1분기 증가율

자료: Pex(2018.5.7.) “State of the YouTube Address”.
주: YouTube 카테고리별로 업로드된 동영상 및 동영상 조회수에 따른 2018년 1분기 성장을 보여주는 표
로, ‘% Evergreen’ 값은 2018년 이전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최근 새로운 조회수의 비율을 나타냄

3. 결 어
지금까지 학습용 앱과 미디어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학습미디어 시장 그자체로 성장하는 것 외에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장을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웨어러블 기술과 학습 앱을 접목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증대시
키고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용자와 강사가 소통하는 프로세스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Technavio Reseach(2018. 4))
학습 앱/미디어 시장은 웨어러블 기술, AR/VR기술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
치를 창출하여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서 학습용 앱에 연결될 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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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조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습 앱/미디어 시장의 성장은 관련 ICT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사교육 문제 및
교육빈부차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교육 관련 앱 시장은 주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에는 언어 뿐 아니라 취미, 코딩, 전공이론 등 앱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다
루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강사의 강의를 듣기위해 학원가 일대의 수업을 들어야 가능했지
만, 이제는 개인에게 맞는 강의를 무제한으로 찾아서 보는 게 가능해졌다. 물론 아직 중고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유튜브채널 및 앱이 미흡하긴 하지만, 향후 학습미디어 시장이 확
대됨에 따라 교육 콘텐츠의 타켓 연령층도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습용 앱/미디어 시장의 성장은 사교육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 노령인구 등 일
반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교육소외층의 접근가능한 학습범위가 넓어지고 가능성
이 확대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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