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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내 최고 레벨 유저의 이탈 분석
(Churn Analysis of Maximum Level Users in Onlin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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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유저들은 시나리오를 따라 주어진 임무들을 수행하
며 최고 레벨을 향해 캐릭터를 성장시킨다. 최고 레벨 유저를 보유하는 것이 온라인 게임의 성공적 운영
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5만여명 유저들에
의해 기록된 약 6천만 건의 게임 내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저들이 최고 레벨에 도달하는 과정과 그
이후 게임 이탈 현상을 분석하며, 최고 레벨 유저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고 레벨 이전의 행동 패턴을 이용해 최고 레벨 유저의 이탈을 예측할 수 있으며, 최고 레벨 이전
에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이머가 덜 떠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p<0.05). 이 연구
는 유저간 소통 패턴이 최고 레벨에 도달한 유저들의 지속적인 사용에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엘리트
유저의 지속적인 게임 이용을 유도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키워드: 온라인 게임, 최고 레벨, 유저 이탈 문제, 소통 패턴

Abstract In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users advance their
own characters to get to the maximum (max) level by performing given tasks in the game scenario.
Although it is crucial to retain users with high levels for running online games successfully, little
efforts have been paid to investigate them. In this study, by analyzing approximately 60 million
in-game logs of over 50,000 users, we aim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through which users achieve
the max level and churn of such users since the moment of achieving the max level, and determine
possible indicators related to churn after the max level. Based on the result, we can predict churn of
the max level users by employing behavioral patterns before the max level. Moreover, we found users
who are socially active and communicate with many people before the max level are less likely to
leave the service (p<0.05). This study supports that communication patterns are important factors for
persistent usage of the users who achieve the max level, which has practical implications to guide elite
users on enjoying online games in the long run.
Keywords: online games, maximum level, user churn problem, communic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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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내 최고 레벨 유저의 이탈 분석

1. 서 론
온라인 게임은 고수익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기준 263억 달러의 산업 규모를 이루었
고, 꾸준히 그 규모가 상승하고 있다[1]. 온라인 게임의
수익 모형은 크게 유저가 지속적인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 방식과 게임은 무료로 제공되나 게임 내 아이템을
비롯한 콘텐츠 구입 혹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비 구독
방식으로 나뉜다. 이러한 수익 모형은 단순 유저의 수뿐
만 아니라 유저들의 지속적인 사용이 증가할수록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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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5만명 이상의 유저가 참여하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로그 데이터에 통계학적 방법론을 활
용하여 유저들이 어떻게 최고 레벨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도달 이후 게임 이탈 여부를 예측
한다. 이를 통해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를
파악한다. 이는 게임 디자이너들에게 최고 레벨 유저들
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게임 시나리오의 효과적
인 설계를 가능케 하며,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실무적 시
사점을 제공한다.

늘어나는 구조를 지니며, 따라서 게임 유저의 수 증가 못
지 않게 그들의 지속적인 사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다
루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2,3].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은 온라인
게임의 한 종류로, 레벨(level)을 통해 유저로 하여금 디
자이너가 설계한 시나리오를 따라 게임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4]. 유저는 시나리오를 따라 가상세계에서 주

2. 이론적 배경
2.1 게임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
유저의 게임 이용 동기에 대한 첫 연구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artle[10]은 유저간 가상 세상에서
텍스트 형태로 진행되는 머드 게임(MUD, Multi-User
Dungeon)에 기반하여 다음 네 가지 동기를 정의하였다:

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경험치를 쌓아 게임 캐릭터를 성

성취형, 사회형, 모험형, 킬러형. 이 이론은 게임 유저

장시키고 도전과제를 수행한다. 레벨업을 통해 얻는 성

유형을 이용 동기에 기반하여 분류하고 정의한 의의가

취감은 온라인 게임의 몰입과 지속적인 이용의 주요한

있으나, 각각의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였다는

동기이다[5]. 유저들은 게임 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Yee[5]는 Bartle

해 다른 유저들과 협력하며 사회관계망을 이루게 되며

의 유형에 대해 요인 분석을 통해 동기를 구성하는 세

[6], 다른 유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소속

부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게임의 동기는 성취, 사회

감, 사회적 인정, 의사소통 등 또한 게임 이용의 중요한

적 상호작용, 몰입의 세 가지로 나뉘며 각 동기 요소는

동기이다[7].

각각의 세부 요소들로 구성된다. 요소별 성별 차이를 분

이 연구에서 우리는 최고 레벨에 도달한 유저는 어떤

석한 결과 남성은 성취에 있어 여성보다 높은 동기를

행동 패턴을 보이는가에 집중한다. 최근 온라인 게임은

가지고 게임을 이용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에 관

최고 레벨 이후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최고 레벨 이후

련해서는 성별 차이가 없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의

유저들은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없다. 이는 성취감을 얻

세부 요소인 관계 요소만 여성 유저에게서 더 많이 관

기 위해 게임에 접속하는 많은 유저로 하여금 게임을

찰됨을 발견하였다[5]. 이외에도 게임 내 즐거움의 요소

플레이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고, 그 결과 유저는 최고

를 감각적 즐거움, 콘텐츠의 즐거움, 성취의 즐거움, 상

레벨 상태를 이탈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호작용의 즐거움 등의 요소로 정의하고 모바일과 온라

재시작하거나 게임 이용 자체를 중단한다[4,8].

인 게임에 따라 즐거움을 느끼는 요소가 달라짐을 밝힌

반면 최고 레벨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게
임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

연구가 있었다[7].
2.2 유저 이탈 관련 연구

다. 첫째, 숙련된 유저들은 새로 게임을 시작하는 유저

온라인 게임 고객 유지의 핵심인 유저 이탈 문제는

들이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게임 내 유저

지식 기반 커뮤니티[11], 건강 관리 서비스[12]를 비롯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9]. 둘째, 최고 레벨에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13,14].

도달한 유저들은 희귀한 아이템에 관심이 많으며, 일반

온라인 게임에서 또한 유저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많

유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아이템 구입에 더 큰 비용을

은 시도가 있었다[4,15-17]. 이러한 연구는 데이터 수집

소비하므로 게임 회사의 주요한 수익 원이다[4]. 마지막

방법에 따라 설문 기반[15], 제3자 어플리케이션 기반

으로, 게임 유저 중 일부만이 최고 레벨에 도달하기 때

[4], 게임 로그 기반[16]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 수집

문에, 이러한 소수의 엘리트 유저 이탈은 더욱 치명적이

방식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다. 그러나 최고 레벨 유저의 이탈 예방이 중요한 문제

첫번째 방법인 설문 기반 방법은 게임 유저들을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고 레벨 유저들의 행동 패

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탈 여부를 비롯하여 검증하고

턴과 이탈 원인을 로그 데이터에 근거해 관찰한 연구는

싶은 변인들을 측정한다. 대표적으로 World of Wa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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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15], 이 연구는 게임

그 이전의 경험과 현저히 다르다”[4]. 또한 이들의 이탈

이용 동기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라 유저의 이탈

예측은 게임 회사 입장에서 게임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성취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동기가 강한 유저가 이탈률이 낮으며, 반면 사회적 동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고 레벨 이전과 이후의 행동

가 강한 유저는 이탈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설

패턴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이후의 이탈 현상을 게임

문조사 기반 방법은 게임 유저의 동기, 인구통계학 정보

로그에 기반하여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 유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구체적으로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게임 동기[5] 중 사

지만, 유저의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보고 편향의

회적 상호작용 동기에 집중한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위험이 있다. 또한 유저가 어떻게 게임에서 성장하고 누

최고 레벨 유저는 레벨업을 통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지

구와 대화하는 지 자세한 게임 내 행동에 관한 정보를

만, 다른 유저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것은

관측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레벨의 제약없이 이뤄지므로 상호작용의 즐거움[7]을 얻

두 번째 방법인 제3자 어플리케이션 기반 방법은 게임

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를 충족시키는 것은 최고 레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벨 이후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고 레벨

Interface)를 활용하여 애드-온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도달 이전에 성취 동기 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에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서버에 캐릭터

의해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최고 레벨 도달 이후에

정보를 수집하는 질의를 반복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유저

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결과적으로 이탈할 확

이탈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접속 정보, 레벨 정보 등

률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을 수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3자 어플리케이션
으로 World of Warcraft게임 서버에 현재 접속한 유저
정보를 ‘/who’ 질의를 통해 수집한 연구가 있다[4]. 수

가설. 최고 레벨 이전에 사회적으로 활발한 유저일수
록 덜 이탈할 것이다.

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유저의 게임 이탈 확률을

3. Fairyland Online

로지스틱 회귀로 분석하였고 유저의 레벨, 이용 시간 등

3.1 게임 개요

이 유의미한 변수로 발견되었다. 제3자 어플리케이션 기

분석된 Fairyland Online 게임은 대만의 Larger Net-

반 방법은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

work Technologies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2003

반하기 때문에 자기 보고 편향의 위험은 없지만, 서버가

년 2월 대만에서 론칭한 이후 홍콩, 중국, 태국, 대한민

외부에 제공하지 않은 상세한 행동 정보의 측정이 어렵

국 등에서 서비스되었으며,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전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긴 대규모 다중 사용자 롤플레

마지막으로 게임 내 로그 기반 방법은 서버에 저장되

잉 게임 중 하나이다.

는 행동 로그에 접근하여 유저의 행동과 이탈 여부를

Fairyland Online은 동화에 기반한 판타지 세상으로

측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이탈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자

구현되어 있으며 인간, 난쟁이, 요정의 3가지 종족과 남

동화된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는 로그에 기반하므로 데

/여 성별이 각각 선택 가능하다. 일반적인 대규모 다중

이터의 편향 위험이 없으며, 다양한 행동 패턴을 면밀히

사용자 롤플레잉 게임이 주로 성인들에 의해 이용되는

관측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Sony Everquest II 게임의 로그 분석 연구에서는 앙상
블 기법을 적용하여 유저 이탈을 예측하였다[16]. 그 결
과 설문조사를 통해 성취 동기를 가진 유저의 이탈 확
률이 낮음을 밝힌 연구[15]의 결과와 유사하게 성취 동
기에 관련된 특징들이 이탈 모형에서 높은 예측력을 가
진 것으로 밝혀졌다.
2.3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위와 같이 게임 이용 동기에 기반하여 유저 이탈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최고
레벨에 도달한 유저에 집중한 이탈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고 레벨에 도달한 이들은 레벨업을 통해 더
이상 성취감을 얻을 수 없기에 기존과는 다른 경험을

그림 1 Fairyland Online 게임(분석대상)

한다. 즉 “최고 레벨이 되고 나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은

Fig. 1 Fairyland online (target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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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18], 분석된 게임은 그림1에서 보여지듯이 다

해 최고 레벨 도달 전/후의 유저 행동 패턴을 분석하였

채로운 색감의 이용 환경을 제공하며 10대 연령대의 유

다. 레벨 업 로그의 시작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2주 이

저들에 의해 주로 접속된다[19].

후, 레벨 업 로그의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2 주

대규모 다중 사용자 롤플레잉 게임은 많은 유저들이

이전에 최고 레벨에 도달한 540명의 로그를 분석하여

게임에 접속하여 가상의 세상을 이루는 사회적인 게임

최고 레벨 전/후의 행동 패턴을 측정하였다.

이다. 따라서 다른 유저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4.1 최고 레벨 전후 행동 패턴의 변화

방법을 제공하며, Fairyland Online에서도 다음의 5가지

로그는 성취 유형과 사회적 유형의 로그로 나뉘며, 시

대화 유형을 제공한다: (1) 일반 대화 유형은 가상 세계

간에 따른 로그의 양을 비교하여 유저들이 어떤 유형의

내 일정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유저에게 메시지가 전달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는 최고

되는 일대다 형태의 브로드캐스트 소통으로, 반경 안에

레벨에 도달하기 이전과 이후의 일별 로그 사용량의 분

있는 누구나 메시지를 볼 수 있다. (2) 귓속말 대화 유

포를 나타낸다. X축은 유저 별로 최고 레벨을 달성한

형은 일대일 형태의 소통으로 송신/수신 유저 간에만

시점을 0일 0시0분으로 기준으로 두고 해당 시점의 이

메시지가 보여진다. (3) 가족 대화 유형은 ‘가족’으로 등

전 및 이후 2주간을 나타내며, Y축은 모든 유저에 대해

록한 유저간의 소규모 일대다 소통이며, (4) 파티 대화

해당 날짜에 기록된 로그의 총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

유형은 임무 성취를 위해 일시적으로 맺어지는 그룹 간

어, -1는 최고 레벨 달성 직전의 24시간을 의미하며 해

일대다 소통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5) 라디오 대화

당 시점에 기록된 로그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고

유형은 일대 다 형태의 대화로 다른 유저들을 대화방에

레벨이 가까워짐에 따라 게임 이용이 증가하고, 그 이후

초대하여 소통할 수 있다. 귓속말 대화 유형은 일대일

로 로그의 양이 점점 감소한다.

유형의 대화로 화자와 수신자를 명확히 알 수 있지만,

같은 통계를 로그의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보다 흥미

나머지 대화 유형은 일대다 형태의 소통으로 수신자를

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최고 레벨 이전에 성취 유형 행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다.

동은 시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적 유형의

3.2 데이터 셋

행동은 점점 더 증가한다. 또한 최고 레벨 이후에 성취

게임 내 유저의 모든 행동들은 시간 정보와 함께 로

유형의 행동은 점점 감소하지만 사회적 유형의 행동은

그로 서버에 저장되며, 성취 유형과 사회적 유형의 로그

최고 레벨을 성취하더라도 일정량 유지되는 경향을 보

로 나뉜다. 성취 유형 로그는 몬스터 처치, 퀘스트 완료

인다. 관찰된 최고 레벨 전후 유형별 행동 변화를 paired

등 경험치를 쌓아 레벨업을 하는 과정에 관련된 로그들

t-test로 검증한 결과, 성취 유형의 변화는 차이가 보이

로 구성된다. 사회적 유형 로그는 다른 유저와 관계를

지 않았지만 사회적 행동의 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맺고 대화하는 것에 관련된 행동들로 구성되며, 대화의

게 증가한다(평균 차이=100.96, p<0.001). 이는 최고 레

종류에 따라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예를 들어 일반 대

벨이 되면서 유저들이 게임 내 사회적 교류에 있어 더

화 유형의 경우 시간 정보와 메시지 내용만 저장되는

활발해진다는 기존 연구[4]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귓속말 대화 유형의 경우 대화에 참여하는 상대
유저의 식별자가 함께 저장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Larger Network Technologies로부터
제공받은 Fairyland Online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였
다. 데이터셋은 2003/04/21부터 2004/05/31까지 51,961
명 유저의 기록을 담은 60,215,819 개의 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레벨업 정보는 2003/04/21부터 2003/07/08
의 기간만을 포함한다.

4. 최고 레벨 전후 게임 내 행동 특성의 이해
게임을 시작하면 모두가 레벨 1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최고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다. 분석된 51,961 명
중 오직 712명(1.3%)만이 최고 레벨인 50에 도달하였
다. 최고 레벨 유저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그

그림 2 최고 레벨 전후의 일 별 행동 패턴

패턴은 최고 레벨 전/후로 어떻게 달라질까? 그들은 어

Fig. 2 Daily behavioral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떤 유저들과 주로 대화하는 걸까? 위 문제에 답하기 위

max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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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적 행동의 변화
행동 패턴의 변화 분석을 통해 최고 레벨이 됨에 따
라 유저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해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
면 유저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서 어떻게 달라지며, 그들은 어떤 유저들과 대화하고 친
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일까?
앞서 단순히 로그 수 변화를 측정한 것에서 더 나아
가 게임 유저들의 사회적 행동을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귓속말 대화 유형에 집중한다. 귓속말 대화 유형은 일대
일 형태의 대화로 송신자와 수신자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상대 간 레벨 차이뿐만 아니라, 해당
유저의 사회적 교류 참여도 및 친 사회적인 행동에 대
한 이해를 제공한다. 귓속말 대화 유형의 로그를 이용하
여 최고 레벨 이전과 이후 2주 동안 유저들이 어떠한

그림 4 대화 상대의 수의 변화
Fig. 4 Changes of number of companions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유저 별 사회적 행동은 대화 상대의 수, 응답률, 피응
답률 세 가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첫째로 대화 상대의
수는 한 유저가 얼마나 소통 관계망에서 활발한 지를
나타낸다. 둘째로 응답률은 처음 대화하는 상대 유저에
게 메시지를 받은 이후 대답해줄 확률로, 해당 유저의
호혜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피응답률은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받을 확률로, 이는 해당
유저가 받는 사회적인 대우를 의미한다. 그림 3에 나타
난 예시의 경우 중앙에 위치한 타겟 유저의 대화 상대
의 수는 총 5명이며 응답률 및 피응답률은 각기 1/3과
1/2으로 이 유저는 피응답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최고 레벨 전후 적어도 한 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화 상대 수를 나타낸다. 바(bar)는 평균값과

그림 5 응답률의 변화
Fig. 5 Changes of probabilities for giving responses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분포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비
모수 기반 검정 기법인 맨 위트니 윌콕손 테스트에 기

반하여 단계별 대화 상대의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최고 레벨 이전보다 이후에 대화 상대의 수가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122370, p<0.001). 다
시 말해 유저들은 최고 레벨을 성취하며 사회적으로 더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어서 최고 레벨 전후 대화 응답률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그림 5), 응답률 역시 최고 레벨 이후에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W=133430, p<0.05). 즉,
최고 레벨을 성취한 유저들은 처음 대화하는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에 응답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는 기존 한
번 이상 교류한 적이 있는 유저를 제외하고 한번도 대
화하지 않은 유저간의 대화들로부터 얻은 결과이기 때
문에, 유저의 사회적 태도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 레벨 전후 피응답률의 변화를 검증
하였을 때(그림 6), 피응답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림 3 사회적 행동 패턴 측정의 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W=133330, p<0.05). 한번도 대

Fig. 3 An example of measuring social behavioral patterns

화한 적이 없는 다른 유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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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정 유저가 최고 레벨 이후 30일 동안 게임에 접속
하지 않았다면 이후 플레이 유무와 관계없이 이탈한 것
으로 판단한다. 한달의 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않은
것은 한동안 흥미를 잃고 게임 이용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실제로 게임을 이탈한 유저들과 같은 그
룹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독립 변수 측정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레벨에 도달한 712명의 유저들 중 로그의 시작 시간으
로부터 최소 2주 이후에 최고 레벨을 달성한 697명을
대상으로 이탈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고 레벨 유저의 과
반수 이상인 508명(72.88%)이 게임을 30일 이상 접속하
지 않은 높은 이탈률을 보였다.
그림 6 피응답률의 변화
Fig. 6 Changes of probabilities for receiving responses

5.2 방법론 및 사용된 변수
다음으로 최고 레벨 이후에 어떤 유저가 이탈하게 되
는지 이해하기 위해, 라쏘 회귀[20]를 이용하였다. 이 연

레벨 이후에 답장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보여주며 이는

구의 목적이 유저의 이탈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것

최고 레벨 유저들이 사회적 교류 관계에서 더 나은 대

보다 이탈하는 유저 특성의 이해에 있기 때문에, 예측

우를 받게 됨을 암시한다.

성능이 높지만 해석력이 떨어지는 기계학습 기반의 앙

4.3 요약

상블 모형이나 깊은 신경망 보다는 적합한 선택이다. 해

앞서 최고 레벨을 성취하면서 유저들의 행동 패턴이

당 데이터에서 목표 변수인 이탈 여부는 2진 형태의 변

어떻게 변하는 지 분석하였다. 성취에 관련된 행동의 변

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에 L-1 정규화를 적용한

화는 크지 않지만, 유저들은 최고 레벨이 되면 사회적으

형태의 라쏘를 활용한다. 라쏘 회귀 분석은 로지스틱 회

로 더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최고 레벨이 되

귀 모형에 L-1 정규화를 적용하여 회귀 모형의 계수 크

면서 사회적으로 친절해지고,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며

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적합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의

이는 레벨이 게임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 역할을 하고

미 없는 독립변수를 필터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있음을 암시한다.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통계적 추론의 오류가 발생

5. 최고 레벨 유저의 이탈 예측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라쏘 회귀의 효과적
인 추론을 가능케 한다[21].

전체 유저들 중 극소수만이 최고 레벨에 도달하는 만
큼 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유저들이 최고 레벨에 도달한 이후 게임을 그만두

식 (1) 이탈 유저 추론 모형

는지 이해하기 위해, 개별 유저가 최고 레벨에 도달하기

Formula 1. Model for inferring churned users

이전까지 보이는 행동 특징을 이용하여 최고 레벨 이후
이탈 여부를 예측 분석한다.

4장에서 다룬 유저의 게임 내 행동 특성들 중 성취 행

5.1 이탈 정의

동 로그의 수(  ), 사회적 행동 로그의 수(  ), 대화 상대

이 연구에서는 Yang 등[11]이 사용했던 방법을 참고

의 수(  ), 대화 상대의 레벨(  ), 응답률(  ), 피응

하여 다음과 같이 유저 이탈을 정의하였다.

유저 이탈=N일 연속 활동이 없음

답률(  ) 등을 활용하여 식 (1)과 같이 모형을 구축한
다. 모든 변수는 각 유저의 최고 레벨 달성 시간을 기준

N값을 크게 설정하면 유저의 이탈을 정확하게 판단할

으로 이전 2주간의 로그로 측정하였고, 성취 행동 로그

수 있지만 실제로 이탈한 유저들을 많이 포함하지 못하

의 수와 사회적 행동 로그의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는 2종 오류의 위험이 있고, N값이 작으면 실제 이탈한

귓속말 대화 유형의 로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유저들을 많이 포함할 수 있지만 이탈하지 않은 유저를

변수는 z-score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모형을 이용

이탈로 판단하게 되는 1종 오류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 의미 없는 변수를 제거하고 이탈 유저에게서 나타나

이탈을 정의하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N을 선택해야 하

는 게임 내 행동 특성을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며, 우리는 유저 통계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값을 기준

5.3 분석 결과

으로 N값을 30일로 설정하여 이탈을 측정하였다. 따라

라쏘 회귀에 기반하여 이탈 여부를 예측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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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탈 예측 결과

유저들에 의해서만 소비되고 있어[4] 효과적으로 이탈을

Table 1 Results of churn prediction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고 레벨

Estimate

SE

p-value

유저의 이탈 현상을 관찰하며 이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

(Intercept)

1.012

0.087

***

지속적인 사용과 연관되는지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0.235

0.109

*



-0.032

0.110



-0.172

0.094

*:p<0.05, **:p<0.01, ***:p<0.001

탐구하였다. 그 결과 최고 레벨 이전에 다른 유저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유저들의 경우 최고 레벨 이후
에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
면 성취 위주의 행동 패턴은 최고 레벨 도달 이후의 지

라쏘는 정규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람다(lambda)를 초매
개변수로 가지며 변수 선택 결과는 람다 값에 영향을
받는다. 최적의 람다 값을 찾기 위해 5겹 교차 검증을
수행한다.
표 1은 이탈 예측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변수 선택
과정을 거쳐 사회적 행동 로그의 수(  ), 대화 상대의 수
(  ), 그리고 피응답률(  ) 3개의 변수가 이탈 예측
을 위해 의미 있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선택된 각 변수
들이 이탈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 이해하기 위해 맨
위트니 윌콕손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탈한
유저들과 계속해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 간 사회적
행동 로그의 수(  )와 대화 상대의 수(  )에 대해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난다(p<0.05). 즉, 최고 레벨 이전에
다양한 유저들과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을수록 최고 레
벨 이후에도 지속해서 게임을 이용하는 경향성이 나타
난다. 다른 변수들이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각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선택된 변수들로 로지
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고(표 1), 그 결과 사회적 행
동 로그의 수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난다(p<0.05). 즉 최고 레벨 유저들의 이탈에 관한 가
설(H. 최고 레벨 이전에 사회적으로 활발한 유저일수록
덜 이탈할 것이다.)을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5.4 요약
지금까지 최고 레벨에 도달하기 이전에 어떻게 게임을
이용하고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는 유저들이 최고 레벨
에 도달한 이후 이탈하는 지 라쏘 회귀를 이용하여 예측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으로 활발하며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유저들이 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
회적 로그의 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도
이탈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6. 논의 및 결론

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특징들은 엘리트 유저의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게임
설계에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6천만건의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이 논문의 주
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최고 레벨이 되면 사회적 유형의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 최고 레벨이 되면 처음 대화하는 다른 유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답장할 확률이 증가한다.
3. 최고 레벨이 되면 처음 대화하는 다른 유저에게 메
시지를 보냈을 때 응답 받을 확률이 증가한다.
4. 최고 레벨 이전의 행동 패턴을 이용해 최고 레벨
이후의 이탈을 예측할 수 있다. 최고 레벨 이전에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임 유저들은 최고 레벨이 되면서 더 많은 유저들과
대화를 하고 처음 대화하는 상대에게 이전보다 더 응답
도 해주며 사회적으로 개방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고
레벨 이후에 게임 자체가 유저에게 “사회성이 매우 강
조되는 공간”[4]이 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
한 최고 레벨이 되면서 다른 유저들에게 무시를 받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레벨이 게임 내 가
상 세상에서 사회 지위 역할을 하며 레벨이 가상 세상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소들은 유저들이 게임을 지속해서
이용하는 데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고 레
벨 이전에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
한 사람일수록 이탈하지 않고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
한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를 가지고 이용하는 유저
들은 최고 레벨을 성취하더라도 다른 유저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대화하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기게 됨을 암
시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최고 레벨 유저들을 유지시키는 것

위의 발견들은 유저가 최고 레벨 도달 이전부터 성취

은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있어 중요하기에, 대부분의

에만 집중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게임들에서는 최고 레벨 이후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게임을 이용한다면 최고 레벨을 성취한 이후에도 게임

최고 레벨 유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

을 지속해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고 있다[22]. 하지만 최고 레벨 이후의 컨텐츠는 일부

하지만 위 결과들은 행동 로그에 기반한 관측 연구를

온라인 게임 내 최고 레벨 유저의 이탈 분석

통해 도출된 것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며
인과 관계를 말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최고 레벨을 달
성하고 나서 이탈하지 않는 유저들이 원래 사회적으로
활발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활발했기에 그 영향

[7]

을 받아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연구는 하나의 게임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기에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게임 유저들

[8]

의 성별[5,19,23], 국가[7], 게임 특성[24] 등에 따라 이
용 동기와 사용 패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만
유저들이 주로 이용하는 Fairyland Online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추후 여러 게

[9]

임의 최고 레벨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 실험을 통
해 인과 관계를 검증한다면, 게임의 전반적인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유저가 성취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전반적

[10]

인 사회적 관계에서도 즐거움을 찾도록 유도하여 그 결
과 최고 레벨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유

[11]

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래 연구에서 최고 레벨 유저들의 이탈 예측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고
레벨에 도달한 이후 이탈하는 유저들의 특징을 이해하

[12]

기 위한 통계학 기반의 추론 분석 연구로 의미 있는 변
수들을 통계학적 유의미성에 기반하여 파악하며, 다양한
모형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13]

적 방법과 구분된다. 미래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
크, 앙상블 모형, 깊은 신경망 모형 등의 기계학습 기반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온라인 게임 내의 이탈 고객을

[14]

탐지하는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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