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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용 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용 앱 구현에 대한 

연구와 [1][2][3][4][5] 교육용 앱 개발의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연구[6][7][8][9] 등의 테크니컬 연구와 교육용 앱의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10][11][12][13]나 교육용 앱의 

사용 현황[14][15][16]과 같은 행동학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연구도메인을 키즈용으로 세분화한 교육앱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앱 활용의 가장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키즈용 모바일 교육앱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구글 플레이에 맞춤추천으로 등재

되어 있는 키즈용 교육앱을 대상으로 사용자수, 평점, 사

용연령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교육자들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기초실태 연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Ⅱ. 본론 

1. 이용 현황 조사 방법론

  조사 일시는 2019년 4월 중순이었으며 조사 대상은 구

글 플레이 속의 카테고리 중에서 키즈 어플리케이션 중

에서 교육 카테고리 내에 있는 맞춤 추천 어플리케이션

이었다. 총 64개의 앱을 추천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는 

각 앱마다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수, 사용 연령, 리뷰 평

점을 조사하여 기술통계량을 도출하고 비교연구를 수행

하였다. 표1은 사용 연령별 키즈용 교육앱의 분포를 나

타낸다. 

표 1. 사용 연령별 앱의 분포

사용 연령 빈도 구성비
12세 6 9.4%
8세 28 43.8%
5세 14 21.8%

전연령 16 25.0%
합계 64 100.00%

  키즈용 교육앱의 이용 실태에 있어 사용 연령별 사용
자수나 사용 연령별 평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SPSS 20 통계패키지의 교차분석 분석도구를 사용
하였다. 또한 사용자수와 평점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SPSS 20 통계패키지의 상관계수 분석도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2. 키즈용 교육앱의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
 
  사용 연령에 따른 사용자수와 평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2와 같다. 전연령을 사용대상으로 한 앱의 사용자
수와 평점이 가장 높았으며 12세 사용대상의 평점이 가
장 낮았다.

표 2. 사용 연령에 따른 사용자수와 평점

사용 
연령

사용자수 평점

12세
평균 14065 4.07

표준편차 11819.02 .367

8세
평균 18144 4.30

표준편차 15101.50 .211

5세
평균 11168 4.14

표준편차 13754.32 .259

전연령
평균 522751 4.45

표준편차 1842917.09 .343

합계
평균 142387.58 4.28

표준편차 926174.63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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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구글 플레이의 키즈용 교육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모바일앱의 활용 시작 연령이라고 판단되는 키즈용 교육앱을 

대상으로 사용자수, 평점, 사용연령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용연령에 따라 사용자수나 평점의 차이점이 있는지, 사용자수와 평점

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 비교연구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연령을 사용대상으로 한 앱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높은 

사용연령인 12세 사용대상의 앱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사용연령별 사용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사용연령

별 평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용자수와 평점간에는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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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령 대상의 앱 중에서 특이치를 제외하고 난 후의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사용 연령에 따른 사용자수와 평점-특이치 제거후

사용 
연령

사용자수 평점

12세
평균 14065 4.07

표준편차 11819.02 .367

8세
평균 18144 4.30

표준편차 15101.50 .211

5세
평균 11168 4.14

표준편차 13754.32 .259

전연령
평균 62482 4.43

표준편차 85265.49 .348

합계
평균 26762 4.27

표준편차 46953.66 .294

  표4에서 보듯이 사용 연령별 사용자수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사용 연령별 평점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 사용연령별 사용자수, 평점 차이 교차분석 검정 결과

구분
Pearson 

카이제곱 값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사용자수 차이 192.000 .426

평점 차이 61.743 .005

  표5에서 보듯이 사용자수와 평점간의 상관관계는 통계
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표 5. 사용자수, 평점 간 상관분석 검정 결과

구분
Pearson 

카이제곱 값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사용자수와 평점간 .200 .113

Ⅲ. 결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연령 대상으로 한 앱의 평균 사
용자수와 평점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높은 연령인 12세 
사용대상의 앱이 가장 평점이 낮았다. 이는 사용연령이 
높아질수록 콘텐츠의 내용과 질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지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용 연령에 따른 사용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사용 연령에 따른 
평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 앱의 사용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콘텐츠의 사용 대
상을 국한 시킨 앱보다 사용 대상의 범위가 크다는 당연
한 결과이지만 평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입증될 정도로 
가장 높다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조사 대상 앱의 수가 64개로 국한되어 보
다 신뢰도가 있는 모집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사의 결과도 파일럿 연구로서 나름의 의미
를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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