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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은 출시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두어 전세계 50

개국의 스마트폰 평균 보급률은 70%에 육박하였고, 이와 

함께 모바일 앱 마켓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 안드로이드

OS, iOS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현재 235만, 200만개 이상의 앱이 등록되어 있다.  

수백만개의 앱을 대상으로 분석, 개인화 서비스, 추천 

서비스 등을 적용하기 위해선 앱을 적절히 분류할 필요

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주

요 마켓 벤더에서는 도구, 비즈니스, 게임 등의 분류를 

제공하지만 수백만개의 앱에 비해 분류의 수가 너무 적

고 분류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캐너 

앱과 취업 앱은 모두 비즈니스로 분류가 되고, 같은 기

능을 제공하는 유사한 부동산 앱이 제작자의 선택에 따

라 라이프스타일이나 금융, 비즈니스 앱으로 분류가 되

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용자 로그 및 앱의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

하여 모바일 앱 분류를 시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Zhu[1,2]는 정해진 분류에 따라 앱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시도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앞에

서 지적하였듯이 분류의 숫자가 수백만의 앱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해당 분류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

하기 어렵다. Radosavljevic[3]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하여 250개의 클러스터로 앱을 분류하였으나 250개의 숫

자가 앱을 분류하기에 충분한 숫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앱 마켓의 본질을 분석하여 별도의 

사전에 정의된 파라미터 없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사전에 정의된 분류에 의존

하지 않으며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세분류 방법이다. 또

한 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 개의 앱이 여러 클러스터에 

할당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k-means나 lda와 

같이 크러스터 개수를 고정하는 방법 대신 구문 기반 클

러스터링(phrase based clustering)을 적용한다.  

Zhu[1,2]와 Radosavljevic[3]는 앱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로그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사용자 로그는 사

생활 침해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

한만큼, 얻기가 매우 어려운 데이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앱의 이름, 설명, 카테고리 등의 텍스트 데이터만을 활

용하여 성공적으로 앱을 분류한다. 플레이스토어, 앱스

토어와 같은 앱 마켓은 기본적으로 앱의 이름, 설명 등

의 메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앱은 앱의 종류, 

특성을 쉽게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Jobs"와 관련된 앱은 "Job Search 

- Snag***", "My Resume Builder,** Free Jobs"과 같이 

이름만 보더라도 앱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앱의 이름을 활

용한 정확한 분류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유사한 분류를 

합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분류를 합치기 위하여 신경망

(Neural network)기반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신경망을 

이용한 단어임베딩(Word-embedding), 문서임베딩

(Document-embedding) 기반의 문서 유사도 측정 방법은 

ngram기반의 유사도 측정 방식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여

주었고[3] 별다른 리소스 없이 텍스트의 유사도를 효율

적으로 측정가능하다. 본 논문은 또한 분류결과를 이용

한 케이스 스터디 모바일 마켓의 독점도, 포화도, 인기

도를 분석하여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로 

제시한다 

 

2. 본론 

 
2.1 시스템 개요 

 

그림 1은 모바일 앱을 분류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이다. App을 분류하기 위하여 웹크롤러로 앱마켓을 

수집하고 앱의 메타데이터를 D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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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로 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앱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딥러닝 기반의 문서 임베딩 방법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앱을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독점도, 포화도, 인기순위를 기준

으로 실제 마켓을 분석한다. 

 

주제어: 모바일 앱 분류, 문서 임베딩, 문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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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도 

앱의 이름에서 중요(sailient)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

를 기반으로 앱을 분류한다. 분류 중 비슷한 분류를 합

치고(merge) 부적절한 분류는 제거한다.  

 

2.2 중요 키워드 추출 

 

모바일 앱은 수백만 개가 개발되어 마켓스토어에 올려

져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앱의 이름

만을 보고 앱이 어떤 종류의 앱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Business Card 관

련 앱은 "Business Card Maker", "Business Card 

Organizer"와 같이 이름을 짓는다. 따라서 앱의 이름을 

활용하여 분류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단어 

및 구문 기반 클러스터링은 빈번한 단어나 Apriori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문서셋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서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분류할 문서의 특

성을 반영하여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고정하지 않아도 

되고, 추출한 키워드를 클러스터의 레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 Apriori 알고리즘은 association rule을 추출하고 

이를 키워드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

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 이상의 길이를 가진 

텍스트에 적용되며 추출된 키워드는 최소 두 단어 이상

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장보다 작은 

길이로 구성된 앱 이름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Battery", "sticker" 등 한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 키워

드를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어의 가

중치를 계산하여 높은 가중치의 단어를 후보단어를 추출

하고 이 중 부적절한 단어를 필터링 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

해서 Mikolov[6]가 제안한 구문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두 키워드 간의 공빈도를 두 키워드의 빈도로 

나눠 멀티워드 키워드의 가중치를 구하고 가중치가 임계

값 이상이면 구문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

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를 학습 가능하며 2~4번 돌려

서 3단어 이상의 구도 추출가능하다. 

이렇게 추출한 키워드가 이름에 포함된 앱들을 하나의 

분류로 묶어 그림1의 첫번째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그리

고 클러스터 중에서 유사한 클러스터는 하나의 클러스터

로 합치고, 스탑워드 키워드는 제거한다. 클러스터의 유

사성은 클러스터에 구성된 앱의 상세 설명들을 비교해서 

유사한 설명들을 가지는 클러스터를 합치는 방식을 이용

하며 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문서 임베딩을 이용한 유

사도 측정 방법을 이용한다. 

 

2.3 문서임베딩을 이용한 유사도 측정 방법 

 

Mikolov[6]는 워드임베딩 방법으로 Skipgram을 제안하

였다. Skipgram은 프로젝션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두 개

의 레이어로 구성된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단어

가 주어지면 문맥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한다. 이 과정

에서 학습한 두 개의 가중 행렬을 이용하여 단어를 v벡

터로 표현한다. 첫번째 가중 행렬을 사용한 단어 Wi의 

벡터를 VWi, 두번째 가중 행렬을 사용한 Wi의 문맥(cw) 

단어Wj의 벡터를 V'Wj라고 할 때 Skipgram 알고리즘은 

로그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가중치를 학습한다. 

 

= exp ′ T ∑ exp ′ T ′∊∈ ( )  
 

위 수식에서 분모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Negative 

sampling[7]을 사용하였다.  

Doc2Vec은 문서나 문장, 구문과 같이 여러 단어로 구

성된 텍스트를 임베딩하기 위한 방법으로 Le와 

Mikolov[8]가 제안한 방법이다. Doc2Vec은 기존에 제안한 

skipgram과 cbow 방법을 문서로 확장한 버전으로 볼 수 

있으며 dbow와 dmpv 두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Dbow는 

skipgram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input으로 단어 대신 

문서를 사용한다. Dmpv는 cbow와 유사한 방법으로 학습하

는데 기존의 cbow 구성에서 입력에 문서 벡터를 하나 추

가한 방식이다. Lau[4]는 포럼 질문 중복 탐지 테스크와 

문서 의미 유사도 분석 테스크에 대하여 Word2Vec을 이

용한 Doc2Vec을 이용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Doc2Vec이 전

반적으로 Word2Vec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dbow 방법이 dmpv 방법에 비하여 우수했다. 본 논문에서

도 dbow 방식을 적용한다. 

 

3. 실험 및 분석 
 

실험을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교육, 여행/지역, 도구, 

엔터테인먼트 5개 분류에 대하여 천개씩 앱을 수집하여 

분류하였다. 실험은 클러스터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평가

방법인 Purity와 Entrop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베이

스라인으로 클러스터간의 유사도를 비교할 때 단어빈도 

(TF)를 기반으로 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문서임베

딩 기반의 유사도 측정 방법과 LDA를 이용하여 분류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표 1은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Purity는 높을수록 좋으

며 Entropy는 낮을수록 좋은 값을 나타낸다. 제안한 방

법이 베이스라인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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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결과 

 Purity Entropy 

TF 0.58 1.55 

LDA 0.59 1.74 

Doc2Vec 0.67 1.1 

 

4. 케이스스터디 : 모바일 마켓 분석 

  
본 절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앱 분류를 활용하여 분

류별로 시장의 독점도와 포화도, 순위 분석을 수행하였

다. 각 분류는 대표키워드 표2,3,4와 같이 대표 키워드

로 나타낼수 있으며 각 키워드는 2.2에서 설명한 방식으

로 추출한다. 포화도는 지역의 상권별로 인구수, 인구당 

지출을 고려하여 시장의 포화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소매포화지수(index of retail saturation) 등을 이

용하여 측정한다. 소매포화지수는 어떤 지역  i의 인구

수를 Pi , 1인당 지출을 Ei, 소매 매장의 면적을  Ri라고 

할 때  Si=PiEi/Ri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PE=다운

로드, R=앱의 숫자로 치환하여 포화도를 계산하였고, 분

자와 분모에 각각 로그를 취하여 정규화된 값을 사용하

였다.  

독점도는 해당 앱의 시장 독점도를 파악하는 수치로 

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erfindahl 지

수는 점포수 N과 시장 점유율 Si를 이용하여 H=∑  

값으로 독점도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는 N을 앱 

수, Si를 전체 다운로드 규모 대비 앱의 다운로드 수로 

계산하여 독점도를 계산하였고 아래와 같이 정규화된 

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였다. 독점도가 1일 경우 완전

독점, 0일 경우 완전 무독점 상태로 볼 수 있다 

 H∗ = ( )
  for N > 1 and H∗ = 1 for N = 1 

 

순위 점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순위를 역수화

하여 더한 값으로 높을수록 인기 순위 상위를 차지하는 

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위점수는 전체순위 외에

도 카테고리별 순위를 합산하였다. 

 

표 2. 포화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 Top5 

순위 키워드 #App 다운로드 포화도 

1 GUIDE 8328 1 천만 이상 0.522 

2 SCHOOL 16554 1 억 이상 0.5203 

3 STUDENTS 6421 1 천만 이상 0.4992 

4 PATIENTS 8451 5 천만 이상 0.4991 

5 SCORES 15457 1 억 이상 0.4944 

 

표 3. 독점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 Top5 

순위 키워드 #App 다운로드 독점도 

1 COLOR 

SWITCH 

29 5 천만 이상 0.9975 

2 PLANTS 20 1 억 이상 0.9973 

3 IRISH 29 5 천만 이상 0.997 

4 VINTAGE 24 1 천만 이상 0.9967 

5 ZULU 27 5 천만 이상 0.9966 

 

표 4. 순위점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 Top5 

순위 키워드 #App 다운로드 순위점수

1 MESSAGES 4501 50 억 이상 48.4353 

2 FRIENDS 1507 10 억 이상 47.4225 

3 GROUP 893 10 억 이상 38.2169 

4 PEOPLE 842 10 억 이상 36.6943 

5 STICKERS 206 10 억 이상 35.2275 

 

표 2,3,4는 포화도, 독점도, 순위점수 별로 상위 10개

의 키워드의 현황을 보여준다. 분류 별로 20개 이상의 

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선정하였다. 순위 점수 순위

는 우리가 예상한대로 MESSAGE와 FRIENDS처럼 많이 사용

하는 앱과 관련된 키워드가 차지하였다. 10위로 다운로드 

수가 그리 크지 않은 WORD GAME이 선정되었는데 WORD 

GAME이 속한 GAME(WORD) 카테고리에 포함된 앱이 많지 

않아 관련 앱이 높은 순위에 포진할 수 있어 전체 순위

가 높은 걸로 볼 수 있다.포화도로 볼 때 guide 앱이 포

화도가 가장 높았는데 전체 다운로드 수 대비 앱의 수가 

매우 많이 책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점도는 주로 관련 앱의 숫자가 많지 않은 와중에 특

정 앱의 다운로드가 높은 경우에 높았다. 해당 키워드와 

관련해 특정앱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문서임베딩이 기반하여 앱의 유사도를 

비교하고 이를 이용하여 앱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고,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안드로이드마켓을 

분석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베이스라인 방법에 대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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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독점도와 포화도, 순위점수를 이

용하여 앱 마켓을 실제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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