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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는 소비자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이자 기업의 고객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이다. 

커뮤니티 내 사회적 상호작용은 고객들의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커뮤니티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 지에 

따라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상품에 다수의 커뮤니티가 연관된 

게임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구조 변수들을 

추출하여 구성원의 이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게임 플레이어들을 참여 동기에 따라 성취군과 경험군으로 

구분하여 교호작용을 통해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에 영향을 더 받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커뮤니티의 크기, 커뮤니티 내 레벨 편차(포용성), 

구성원들의 접속 강도, 서브 그룹의 크기 등의 변수가 대체로 이탈과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호작용 연구에서는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성취군의 경우 레벨 편차와 서브 그룹 크기에서 유의한 반응을 

보였다. 즉 커뮤니티의 구조적 변수들을 어떻게 설계함에 따라 구성원의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탈가능성을 

예측가능한 것까지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마케터는 구성원의 성향과 

비중을 고려해 이탈을 감소시킬 기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로그 데이터 분석, 길드, 이탈률, MMOG,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데이터     

학   번 : 2020-2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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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고객 유지는 매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유지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가 월 단위 구독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는 게임 내외의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유저의 이탈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게임 

밖에서는 유저들이라면 모두 참여 혹은 관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국가별 혹은 사이트별로 형성되어 있고, 게임 내에서 사용자들이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에 가입해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플레이한다. 특히 게임 내의 커뮤니티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류를 유도하여 공동체를 형성한다.    

 

커뮤니티의 존재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소비 증대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Muniz and O'guinn(2001)은 커뮤니티 내 유저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동류의식(consciousness of kind)가 

커지며, 이 동류의식이 커질수록 브랜드의 매력성이 증가한다고 연구한 

바 있다. 또한 게임 속 동료의 존재는 유저들이 게임에 더 몰두하는 

계기가 되고, 게임 소비 및 인앱 구매와 긍정적인 연관관계를 

맺었다(Park et al. 2018; Wohn 2014).  

 

그렇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사용자들의 

상품 소비, 그리고 이탈 결정이 영향받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설계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커뮤니티의 

특성요소들을 조율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커뮤니티의 연대, 포용성,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위기’ 등에 관련하는 요소들을 찾고 조절함으로써, 집단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다중접속 온라인 게임(MMO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은 게임이라는 하나의 브랜드이자 상품과 관련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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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들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MMOG게임에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을 독려하며, 

플레이어들은 커뮤니티에서 게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 퀘스트를 깨면서 함께 상호작용한다(Williams et 

al. 2006). 그렇다면 커뮤니티의 어떠한 요소들이 이탈에 관계하는지 

확인한다면, 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설계하고, 이탈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기와 성향이 다른 만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관계는 다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게임 데이터를 다룬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저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해 외적 보상 반응 정도에 따라 유저들을 성취군achiever와 

경험군experiencer로 분류한다(Zhao et al. 2022; Nevskaya and  

Albuquerque 2019). 서로 다른 성향의 사용자라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개인의 이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이 개인의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과 유저 타입 간의 교호작용으로 유저 

타입이 개인의 이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3)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을 이용해 사용자의 효용에 따른 

이탈가능성을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계하는 환경 변수들이 개인의 

이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양적연구로 분석한다. 선행연구에 

기반해 커뮤니티의 특성을 이루는 커뮤니티의 환경변수들을 추출하여, 

해당 변수들이 개인의 이탈 여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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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의 타입에 따라 커뮤니티 환경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교호작용을 통해 검증한다. 서로 다른 타입의 게임 

유저들에게 커뮤니티 환경 변수들이 개인의 이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이탈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검증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임 기획자와 마케터들은 게임 내 유저 타입의 비중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게임 내 정책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구조변수들로 사용자가 느끼는 효용을 모형화하고, 

이에 따른 이탈 가능성을 예측한다. 각 커뮤니티 변수들이 이탈과 

상관관계를 맺고, 사용자가 느끼는 효용에 관여한다면 이를 통해 

사용자의 효용을 구하고 서비스 체류 혹은 이탈 결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우도추정법으로 각 변수들이 효용에 관여하는 계수값을 

구하고, 효용을 추정한 후 에러텀의 분포를 이용해 이탈 결정 확률과 

가능성을 예측한다.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MMOG 게임인 

‘World of warcraft’의 데이터셋을 선택했다. World of warcraft는 미국 

Blizzard Entertainment 사가 2004년 출시한 클래식한 MMOG 

게임으로 2007년 3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9.3백만명에 달해 충분히 

큰 표본이 된다고 여겨진다(Younkin 2013). 해당 게임에서 유저들은 

어떤 커뮤니티(길드)에 가입할 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하나의 

길드에 가입해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길드는 퀘스트 

공략을 위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 

관찰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이 게임은 월 정액제로, 유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구독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게임 이탈을 

판단하기 용이하다.  

 

 이어지는 연구의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커뮤니티와 사회적 상호작용, 게임 내 커뮤니티와 사회적 상호작용 

게임동기에 따른 유저타입 분류 등에 대해 살피고 가설을 수립한다. 

3장에서는 연구 문제와 그를 위한 데이터 처리, 연구 방법론과 모델에 

대해 서술한다. 4장은 가설검증을 위한 사회적 변수 및 교호작용 연구의 

결과를 확인한다. 5장에서 연구의 결론으로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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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제 1 절 커뮤니티의 역할과 사회적 상호작용   
 

소비자 집단에 대한 연구는 브랜드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존의 지리적으로 얽힌 커뮤니티와 달리 브랜드 

소비자들 사이에 형성된 브랜드 커뮤니티는 특수한, 지리적으로 

얽매이지 않은 커뮤니티로, 동류의식(consciousness of kind), 의례와 

전통, 도덕적 책임감을 공유한다는 특성을 지닌다(Muniz and O'guinn 

2001).   

 

기업에게 브랜드 커뮤니티는 정보를 공유하고, 브랜드/서비스/상품에 

대한 문화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이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수단이 된다. 또한 커뮤니티의 크기, 커뮤니티로 형성되는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는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커뮤니티에서 상품과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사회적 혜택을 얻는다 

(Muniz and O'guinn 2001). 또한 같은 브랜드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비자들에게 커뮤니티는 소비자를 브랜드에 더 묶이고 소비하게 하는데 

기여한다(Bagozzi and Dholakia 2006). 또한 Schau, Muñiz, and 

Arnould(2009)에 따르면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고객 충성도와 참여, 구성원의 긍정적 자존감을 제공하는 등 커뮤니티 

구성원과 브랜드 모두에게 유익함을 선사한다.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매출 및 구매와 

관련된 행동과도 상관관계를 맺는다. Zhu et al.(2012)는 회사가 

지원하는 온라인 소비자 커뮤니티를 연구하며, 포스트 등 소비자의 

참여정도를 연구했을 때 참여정도가 클수록 옥션 등 관련활동에서 더욱 

risk-seeking한 성향과 관계 맺음을 확인하였다. Manchanda, Packard 

and Pattabhiramaiah(2015)에 따르면 커뮤니티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용을 소셜 달러라고 부를 때, 포스팅, 관계 형성 등 참여 활동을 한 

소비자군과 소비만 한 소비자군을 비교할 때 참여활동으로 더 많은 소셜 

달러를 지닌 소비자군의 매출 기여 상관관계가 높았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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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et al.(2017)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한 소비자, 그리고 노출되는 소비자들의 친구까지 

포함하여 브랜드를 시도할 의지를 강화하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커뮤니티에 소비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높은 동류의식과 연관이 있다. 브랜드 

커뮤니티의 특성 중 동류의식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연결의 느낌으로 일종의 소속감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증대된다(Muniz and O'guinn 2001; Bell and Newby 1971). 

동류의식에 대해 McMillan and Chavis(1986)는 멤버십, 영향력, 필요의 

충족, 감정적 연결의 4가지 차원으로 동류 의식이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Blanchard (2007)은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로 멤버십, 정체성, 소속감, 

애착을 꼽았으며, Koh, Kim and Kim(2003)은 멤버십, 몰입, 영향력을 

들었다. 동류의식에 구체적 분석엔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교류로 인해 

증대된다는 것은 일치한다.   

 

  

  

제 2 절 커뮤니티 지속을 위한 요소들  
 

Armstrong and Hagel(2009)의 연구에 따르면 커뮤니티의 가치는 

거래, 흥미, 판타지, 관계 서비스의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김정구, 

이지언(2009)은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음악 커뮤니티의 실증연구에서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서비스(흥미, 판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브랜드 

커뮤니티의 강화요인(동류의식, 의례와 전통, 도덕적 책임감)이 

증가함을 분석했다. 또한 해당 요인들은 브랜드 커뮤니티의 충성도는 

물론,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동류의식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동류의식 즉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주요함을 알 수 있다. 강명수 

(2005)는 커뮤니티 내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커뮤니티에 

대한 공유의식과 몰입도가 높아져 재방문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커뮤니티에 대한 몰입은 규범적 몰입(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감성적 몰입(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심리적 애착)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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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강도가 높을수록 두 몰입의 강도도 

올라갔다(Allen and Meyer 1990; 강명수 2005). Schau, Muñiz and 

Arnoul(2009)는 사회적 네트워킹, 인상관리, 커뮤니티 참여, 브랜드 

사용과 연관된 적절한 소비 및 관행의 실천으로 구성원 간, 내부 집단 

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활동 참여는 사회적 자본과 

집단적 가치를 축적하여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성원 간 연결을 

강화하여 커뮤니티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소속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티의 구조적 

요소에 대해 이국용(2010)은 커뮤니티 사용성과 신뢰도를 들었다. 

사용성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로 커뮤니티의 

정보와 시스템 품질, 친숙도 등이었으며, 신뢰도에는 지각된 공유성과 

지각된 응답성(상호호혜성)이 포함되었다. Preece(2001) 또한 사회성과 

사용성을 중시하며 사회성과 관련해 참여자 수, 상호호혜성 정도, 정보 

보안등 신뢰정책 등을 들었다. 또한 Lin(2008)은 시스템 특성(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과 사회적 요소(신뢰성)이 각각 구성원의 만족과 

소속감에 관여하여 구성원의 커뮤니티에 대한 충성도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커뮤니티 내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특성이나 맥락에 주목한 

것으로 다음의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커뮤니티의 구조적 특성 중 

멤버십 크기를 연구한 Butler(2001)를 들 수 있다. 커뮤니티의 크기는 

가능한 자원의 크기가 되고, 소통행위는 가치생산의 역할을 하며 이 두 

행위가 구성원의 유입과 유지에 관여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특히 멤버십의 크기는 구성원의 유입과 유지에 모두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ambisan and Baron(2010)은 온라인 

소비자 포럼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이타적 행동과 사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어떤 맥락에서 제공하느냐가 회사 및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를 

조각한다고 분석했다. Faraj, Jarvenpaa and Majchrzak(2011)은 지식 

공유 커뮤니티를 분석하며 유동성을 주요한 요소로 꼽았다. 구성원들이 

지닌 자원은 커뮤니티에 긍정/부정적 반응을 가져와 긴장을 유발하지만,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유동성이 지식 공유 및 협업 

기회를 만들고 이어 커뮤니티를 유지시킨다고 보았다.  

 

정리하자면, 커뮤니티 내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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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류의식과 구성원이 느끼는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여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참여를 증대하는 시스템적,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의 사용성과 신뢰도와 관련된 

시스템적 특성, 멤버십 등 커뮤니티의 구조적 특성, 보상 및 반응 설계 

등이 다양한 요소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 구현된 물리적 구조 특징에 다시 

주목한다. 해당 요소는 가장 뚜렷하게 관찰가능한 요소이자 실제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이다. 월간 참여자의 유지가 곧 매출로 이어지는 게임 

산업에서 이러한 커뮤니티의 구조적 특성은 참여자의 이탈 및 체류와 

관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게임 산업 데이터를 통해 

커뮤니티의 구조적 특징이 커뮤니티 내 소비자의 이탈에 관계하는 바를 

살피고자 한다.  

 

 

 

제 3 절 게임 내 커뮤니티와 사회적 상호작용  
 

대개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 여러 커뮤니티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게임에서는 하나의 상품/브랜드 내 여러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모든 

구성원은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게임산업의 

데이터는 커뮤니티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먼저 게임 속 아바타는 사용자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플레이어의 

self-representation이 반영된 일종의 에이전트이다. 게임에서 받는 

감각적인 정보들은 사용자가 게임에 몰입하게 만들며, 플레이어는 게임 

캐릭터에 자신을 투영하고 게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Pearce 2004; Ducheneaut et al. 2009).  

 

Abrams and Hogg(1990)에 따르면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들이 특정 

그룹에 소속 되어있다는 개인의 인식 및 감정적 소속감으로 구성된다. 

게임 유저들 역시 게임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게임을 소비하고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정체성을 쌓는다는 점에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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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는 기존의 커뮤니티와 유사하다. 더불어 커뮤니티에 대한 

인지된 정체성, 정서적 사회 정체성, 해당 정체성에 대한 가치 인식 등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은 일종의 동류의식을 형성하며 게임 충성도와 

긍정적으로 상관관계를 맺는다(Moon et al. 2013).  

 

브랜드의 구매를 위해 커뮤니티 가입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게임의 

경우는 유저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설계한다. MMOG 

게임의 경우 아바타를 만들 때 유저는 특정한 직업 하나를 선택한다. 

단체 퀘스트를 클리어할 때 하나의 직업만으론 깰 수 없기 때문에, 

유저들은 다른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Ducheneaut and 

Moore 2004). 그리고 협력할 사람을 구하고 게임 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길드라는 게임 내 커뮤니티를 선택해 가입하게 된다. 

 

Williams et al.(2006)는 길드를 커뮤니티 규칙과 목표,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길드는 게임 내 지식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게임을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커뮤니티로서 길드의 역할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Cohen and Hoberman(1983)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란 

개인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감정적, 정보성, 

수단적, 판단적 지지를 포괄한다. 길드의 회원들은 정보공유 및 

플레이에서 상호협력 및 신뢰하며 사회적 친목을 나눈다. (Williams et al. 

2006; O'Connor et al. 2015).  

 

 길드로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지지는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게임 내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어나가는 바탕이 된다. 그리하여 

게임 내 길드 역시 브랜드 커뮤니티의 동류의식, 의례와 전통, 도덕점 

책임감의 3요소와 유사한 요소들을 지닌 채 형성되며, 길드 커뮤니티의 

특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커뮤니티의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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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게임 동기 및 게임 유저 타입 
 

한편 게임 속 유저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유저 타입 분류의 역사는 

Bartle로 거슬러 오른다. Bartle(1996)은 유저 타입을 상호작용의 

대상(게임세계/유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적대적/친화적)에 따라 

킬러, 성취자, 소셜라이저, 탐험가 의 총 4가지로 분류했다. 

Yee(2006)은 유저의 게임 동기를 성취, 사회성, 몰입의 세가지로 

분류했다. 성취는 발전 및 경쟁과 관련된 개념이며, 사회성은 사회적 

교류와 관계발전, 팀워크 등을 포괄했다. 몰입은 탐험 및 롤플레잉과 

관련되었다. Ryan, Rigby and Przybylski(2006)은 self-motivation 

이론에 근거하여 게임 동기를 조사했으며, 자주성, 능숙함, 관계에의 

욕구의 세 동기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동기는 자유의지의 발현, 유효성, 

사회적 연결과 연관된다.   

 

Billieux et al.(2013)는 설문 및 유저 행동 데이터 연구를 통해 스스로 

언급한 동기와 실제 게임 행동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게임 

내 행동 및 평판점수를 자국 내 world of warcraft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통해 구했다. 해당 연구는 게임 유저들이 언급한 게임 속 동기가  실제 

게임 내 행동으로 이어짐을 확인하며, Yee(2006)의 연구를 양적 

방법으로 증명했다. 또한 게임 동기에 대해서도 경쟁과 관련된 동기가 

가장 예측력이 높게 나왔으며 사회성과 연관된 팀워크 및 몰입 동기와 

연관된 발견에 대한 동기가 그 뒤를 따랐다.  

 

유저타입을 분류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건 능숙함 등 경쟁과 관련된 

동기였다. Williams, Yee and Caplan(2008)의 연구에 따르면 능숙함, 

사회성, 몰입 요소 셋 중 나머지 두 요소 간 상관관계는 약 0.2였지만 

사회성과 몰입 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약 0.4로 해당 동기로 게임하는 

유저 타입이 온전히 분리되지 않음을 반증했다. 능숙함 동기와 사회성 

동기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다고 해당 군의 유저들이 

사회성 있게 행동하지 않는 건 아니다. Taylor(2003)에 따르면 유저 간 

상호 신뢰를 요구하는 시스템 하에서, ‘파워 게이머’들 역시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쌓는 등 시스템에 따라 사회성 

있게 행동한다.  

 

이상의 연구가 유저의 게임 동기에 따라 유저 타입을 분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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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skaya and Albuquerque(2019)과 Zhao et al.(2022)의 연구는 

유저의 행동 데이터만 활용하여 유저 타입을 성취군achiever과 

경험군experiencer의 두가지 타입으로 분류했다. 경험군은 게임 자체를 

좋아하는 유저들로 게임 콘텐츠의 내적 재미를 탐험하는 유저군이며 

성취군은 레벨업과 스킬의 능숙도와 같은 외적 보상을 중시하는 

유저군이다. 두 연구는 서로 다른 주제와 다른 게임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경험군 그룹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냈다.  

 

결론적으로 게임에서 유저들은 그들의 목적과 선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그들의 행동을 통해 게임 동기를 유추하고 유저 타입을 

분류할 수 있다. 게임 동기 중에서 능숙도/성취 등 경쟁과 관련된 

동기가 다른 분류에 대비해 가장 두드러졌으며, 행동 데이터 분석에서도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게임을 탐험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사회성 동기와 

일정 수준 연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저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유저군을 외적 보상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 경험군과 

성취군으로 분류한다.  

 

 

 

 

제 5 절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에 대한 가설 
 

이상의 문헌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와 연관된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이 

소비자, 즉 플레이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탈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저 타입 중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성취군과, 상대적으로 보상보다는 게임에의 탐험을 추구하는 경험군은 

게임에의 동기가 다르므로 커뮤니티 구조 변수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이 중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성취군에게 

어떤 변수가 유의한지 확인하며 사회적 환경변수를 어떻게 설계할 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길드의 크기, 즉 커뮤니티의 구성원 수는 가능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범위는 늘어나게 된다. 큰 규모의 커뮤니티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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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커뮤니티보다 경제적, 지식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McPherson 1983; Haveman 1999). 이는 길드에 머물 유인을 

커지게 한다. 게임 연구에서도 Williams et al.(2006)과 Chen, Duh and 

Renyi(2008)에 따르면 팀의 크기가 작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은 

강해지고, 큰 팀일수록 유대감의 강도는 약해지나 게임 내 목표와 

사회적 지지를 공유하는 목적에 충실했다. 이러한 점에서 길드의 크기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H1(a): 커뮤니티의 크기가 클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성취군과 커뮤니티 크기 변수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McAlexander, Schouten and Koenig(2002)에 따르면 조직과 잘 맞지 

않을까에 대한 입문자들의 두려움은 커뮤니티 참여를 방해한다. 이 

두려움을 완화하고 동류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경험자들의 도덕적 

책임감에 의한 도움의 손길로, 경험 많은 베테랑들은 입문자들을 

도와주며 리더십롤에 맞는 커뮤니티 내 지위를, 입문자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티 내 

상호호혜성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변수로 길드 내 레벨 

편차를 들 수 있다. Ducheneaut et al.(2007)는 길드의 조직과 생존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조사했는데, 관련 변수로 길드의 크기, 캐릭터 

클래스의 균형, 길드 내 레벨의 표준편차, 서브 그룹의 사이즈, 사회적 

관계의 밀도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꼽혔다. 이 중 길드 내 레벨의 

표준편차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 여겨진다. 즉 길드의 포용성과 상호호혜성의 

간접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성취군의 경우는 

자신들의 목표 추구가 우선이므로, 이와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H2(a): 길드의 레벨 표준편차가 클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2(b): 성취군이고 길드 내 레벨 표준편차가 클수록 두 변수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동류의식, 소속감은 커뮤니티의 성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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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했는데, Roberts(1998)에 따르면 온라인 참여에서 더 높은 

소속감을 가질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서문식, 

김유경(2003)은 온라인 브랜드 충성도 연구에서 커뮤니티의 충성도로 

참여자의 방문 빈도를 쓴 바 있으며, 이국용(2010)은 가상커뮤니티의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사이트 방문자의 커뮤니티 참가 

회수를 변수로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의 소속 구성원들의 주당 

접속 일수가 높을수록 길드 구성원들에게 강한 소속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제공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H3(a): 길드 내 주당 평균 접속 일수가 높을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3(b): 성취군과 길드 내 주당 평균 접속일수와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커뮤니티가 클수록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지만, 면대면 

상호작용의 기회는 줄어들어 직접적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Feld 1982; Bossard 1945).  이는 팀의 

크기가 작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강해진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Williams et al. 2006; Chen, Duh and Renyi 2008). Ducheneaut et al. 

(2007)는 길드의 생존과 관련된 변수로 서브 그룹의 사이즈를 꼽은 바 

있다. 보통 서브그룹은 퀘스트를 위해 생성되는데, 퀘스트는 아이템 등 

주요 보상을 얻을 기회이자, 길드 내 사람들과 대면하여 상호작용할 

기회이다. 서브 그룹이 작을수록 더욱 긴밀한 연대와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이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성취군의 경우 서브 그룹에 커야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H4(a): 서브 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이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4(b): 성취군이고 서브 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두 변수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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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앞서 말했듯 서비스 유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는 

것에 있다. 해당 연구에서 주목한 이탈자들은 신규 진입자들, 그 

중에서도 초반 이후의 이탈자들이다. ‘게임이 맞지 않아서’ 이탈한 

초반의 이탈자들을 제외하면 그 이후의 이탈자들은 게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흥미와 재미는 느꼈지만, 다른 이유, 즉 커뮤니티 내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MMOG 게임에서 사회적 환경으로서 길드의 

역할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와 관련된 변수(이하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이 

중간 이탈자들의 이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성취군과 

경험군 두 유저 타입과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을 통해 두 

타입별로 커뮤니티 구조 변수가 이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 

확인한다 . 

 

  

제 2 절 데이터 처리 및 유저 타입 분류 
 

 연구에 쓰인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World of 

Warcraft 유저들의 게임 접속 로그 데이터다. 해당 데이터는 10분 

단위로 유저들의 행동 로그를 기록한 텍스트 파일로, 유저의 아바타 

번호, 종족과 직업, 접속 장소, 접속 날짜와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제공측에 따르면 일부 미싱 데이터는 존재하나, 대략적인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를 연구하기엔 무리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Lee et al. 2011) 

 

 
[그림 1]: 유저 로그 데이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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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출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데이트를 피한 시기를 선택한다. 해당 데이터 중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52주간의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는 

게임의 유입과 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패치의 영향을 피해 

선정한 것이다. World of Warcraft의 ‘불타는 성전Burining Crusade’ 

패치는 2007년 1월 중순에 업데이트 되었다. 그 후 1년 간 신규 

유입된 캐릭터들, 레벨이 최소 1~4에서 시작하는 아바타들의 데이터를 

추출했다.   

 

또한 초기 데이터에서 최소 레벨 4 이하에서 레벨업을 15 이상 한 

사람들을 추출했다. 이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번째는 ‘게임이 맞지 

않아’ 초반에 이탈한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함이다.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레벨 10 전후로 급격했던 이탈자 수는 레벨 15선을 전후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레벨이 16~19 

이상을 달성한 캐릭터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재미를 느꼈지만 그 이후의 변수들로 이탈가능성이 있는 

유저군으로 판단했다. 두번째는 같은 유저가 아이템 보관용으로 만든 

추가 캐릭터 등을 제외하기 위함이다. 와우는 같은 유저가 추가 

캐릭터를 여럿 만들 수 있다. 다만 추가 캐릭터라도 충분한 레벨 

이상으로 육성한다면 독립된 캐릭터로 봐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림 2] 초기 추출 데이터 내 최고 달성레벨별 유저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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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데이터는 대개 10분 단위로 로그 기록이 찍혀 있지만 로그와 

다음 로그사이에 종종 20분, 30분 이상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두 로그 

기록의 차이가 30분 이상 나는 경우는 게임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로그기록 사이의 시간으로 해당 장소에 얼마나 머물러있었는지를 

계산했고 전체 플레이 시간을 계산했다.  

 

패널 데이터에서 관측 시기(t)의 단위는 한 주로 관측했다. 이 때의 

t는 게임을 시작한 첫 주부터의 주 수로, 플레이어마다 상대적이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날짜에 따른 절대 주수(week)와 플레이어의 시작 

시점에 따른 상대주수(t)를 따로 분리해 분석했다. 가령 길드 크기나 

레벨 편차 등의 변수를 계산할 때는 절대주수를 따르고, 유저타입을 

분류할 때는 상대주수에 근간했다.  

 

성취군과 경험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던전 등에 레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레벨을 달성하는 3~5주차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해당 주간의 평균 레벨업 수치, 그리고 아이템 등 외적 

보상과 성취와 연관되는 던전 등 퀘스트에 시간을 쏟는 비중 두 가지의 

기준으로 kmeans를 통해 두 집단으로 분류했다. 그에 따라 총 2,456 

명의 대상자 중 성취군이 862명, 경험군이 1,594명으로 성취군이 약 

35.09%를 차지한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성취군이 약 30%대에 

달한 것보다 조금 높은 비중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Zhao et al. 2022; Nevskaya and Albuquerque 2019).   

 

연구에 쓰인 데이터는 대상자 2,456명의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53주간의 게임 접속 로그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중 

성취군과 경험군의 분류에 확인되는 5주차 이후, 즉 6주차부터의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 중 가설검증에 쓰인 최종 관측치는 6주부터 

53주까지 35,292개의 데이터이다.  

  

MLE 이탈률 예측에 쓰인 데이터는 6주부터 21주까지 4개월 간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훈련 데이터셋은 6주부터 17주까지 3개월, 테스트 

데이터 셋은 18주부터 21주까지 1개월의 데이터셋을 활용된다. 훈련 

데이터의 관측치는 17,877개, 테스트 데이터셋의 관측치는 3,50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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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요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변수명 변수 내역 구분 

week 날짜로부터 계산되는 절대주수   

t 플레이어의 게임 시작시기에서 계산되는 상대주수   

id 플레이어의 아바타 id (아바타 번호_종족_클래스)   

off 해당 주 미접속 여부   

cumt 연속 미접속한 주수   

leave 게임 이탈 여부(이탈 =1, 체류 = 0)  DV 

Guild 플레이어가 소속된 길드 번호    

Size 소속된 길드의 해당 주의 길드 크기  IV 

Lev 소속된 길드의 해당 주 수 레벨 편차 IV 

Attendance 해당 주에 길드원들이 접속한 일 수의 평균  IV 

Partysize  소속된 길드의 해당 주 발생한 서브 그룹의 평균 크기  IV 

[표 1-1] 변수 목록과 구분  

 로그 데이터에서 날짜로부터 날짜에 기반한 절대 주수(week)와 

플레이어의 게임 시작부터 계산되는 상대주수(t)를 계산하고 절대 

주수를 기반으로 해당 주에 미접속 했는지 여부(off)를 추출했다. 연속 

미접속 주수(cumt)는 연속적으로 미접속한 주의 수를 센 것이다. 

여기서 2주 이상 연속 게임에 미접속했을 경우 ‘이탈’로, 5주 이상 연속 

미접속 했을 경우 게임에 ‘완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World of 

Warcraft는 월 정액제에 기반한 게임이므로, 4주가 지나면 과금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탈 변수(leave)는 이랄일 경우 1, 머물 

경우 0으로 코딩 되었다.  

 

 길드(Guild)는 해당 주에 플레이어가 소속된 길드의 번호를 나타낸다. 

같은 주에 플레이어는 길드 변경 등의 사유로 소속되지 않았다가 길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때는 길드에 소속된 것으로 표시했다. 또한 같은 

주 내에 길드에 소속되어 있다가 다른 길드로 변경한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길드를 우선시했다. 

 

 길드의 크기(Size)는 해당 주에 길드에 접속한 인원의 총 수를 

나타낸다. 가설검증 데이터셋에 활용된 길드의 수는 총 150개이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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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평균은 73명, 최고값은 347명이다.  

 

길드의 레벨편차(Lev)은 해당 주에서 길드에 접속한 인원의 레벨의 

편차를 나타낸다. 레벨 편차는 길드의 포용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로서, 초보 유저와 최고 레벨의 유저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길드일수록 편차가 클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평균값은 9.95, 최대값은 

30.4이다.   

 

길드 평균 접속 일수(Attendance)는 해당 길드의 길드원들이 해당 

주 평균 몇 일이나 접속했는지를 나타낸다. 길드의 평균 접속 일수는 

해당 길드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커뮤니티에 임하고 있으며 

소속감을 느끼는 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평균값은 

1.7일이며, 최대값은 7일이다.  

 

서브 그룹의 평균 크기(Partysize)는 길드라는 커뮤니티 내에서 그 

주 발생한 소그룹들의 크기 평균치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는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이 연대를 강화할 사회적 상호작용을 누리는 지 여부를 

나타낸다. 평균값은 4이며 최대 37이다.  

 

가설검증 모델의 경우 모델을 진행하기 전 단위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DV들에 대해 0-1사이로 변경하는 정규화를 진행하였다. 

MLE 모델의 경우 Size, Attendance, Partysize의 최소값을 1로 두고 

(길드가 없을 경우 자기 자신만 포함) Lev 변수의 최소값을 0.05로 

처리하였다.     

 

 
 

제 4 절 가설검증 모델의 설정 
 

앞서 연구 목적 (1)은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과 개인의 이탈 간의 상

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H1(a): 길드의 크기가 클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길드의 레벨 표준편차가 클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3(a): 길드의 평균 접속일수가 많을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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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H4(a): 서브 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이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해당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에 대해 이탈(leave) 변수를 DV로 삼는 

회귀식을 설정한다. 이때 이탈 변수는 이탈 시 =1, 머물 시 =0으로 

코딩한다. 패널 데이터에서 개별 플레이어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더미 

리그레션(least square dummy variable regression)을 활용한다. 

더미는 플레이어(i)와 주 수(t)에 대해 설정되었다.  

 

 모형(1): 개인 i가 t기에 이탈하는 여부   

𝑦𝑖𝑡 =  𝛽0𝑖 + 𝛽1𝑆𝑖𝑧𝑒𝑖𝑡 + 𝛽2𝐿𝑒𝑣𝑖𝑡 + 𝛽3𝐴𝑡𝑡𝑒𝑛𝑑𝑎𝑛𝑐𝑒𝑖𝑡 +  𝛽4𝑃𝑎𝑟𝑡𝑦𝑠𝑖𝑧𝑒𝑖𝑡 + 𝐷𝑖 +  𝐷𝑡 +  𝜀𝑖𝑡 

 

 연구 목적 (2)에서는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과 유저 타입 간의 

교호작용을 통해 유저 타입에 따라 해당 변수가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했다. 유저 타입은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성취군 그리고 경험군으로 나뉘며, 성취군이 가설 검증 데이터셋 

기준으로 대상자 중 35%의 비율을 차지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b): 성취군과 길드의 크기 변수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성취군이고 길드 내 레벨 표준편차가 클수록 두 변수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3(b): 성취군이고 길드의 평균 접속일수가 많을수록 두 변수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4(b): 성취군이고 서브 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두 변수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유저 타입(𝑋𝑖 )을 설정해 교호작용을 확인한다. 유저 타입은 성

취군일 경우 1, 경험군일 경우 0 으로 코딩되었다. 해당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모형(2): 개인 i가 t기에 이탈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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𝑦𝑖𝑡 =  𝛽0𝑖 +  𝛽1𝑆𝑖𝑧𝑒𝑖𝑡 + 𝛽2𝐿𝑒𝑣𝑖𝑡 + 𝛽3𝐴𝑡𝑡𝑒𝑛𝑑𝑎𝑛𝑐𝑒𝑖𝑡 + 𝛽4𝑃𝑎𝑟𝑡𝑦𝑠𝑖𝑧𝑒𝑖𝑡 
+ 𝛽5𝑆𝑖𝑧𝑒𝑖𝑡𝑋𝑖 + 𝛽6𝐿𝑒𝑣𝑖𝑡𝑋𝑖 +  𝛽7𝐴𝑡𝑡𝑒𝑛𝑑𝑎𝑛𝑐𝑒𝑋𝑖 + 𝛽8𝑃𝑎𝑟𝑡𝑦𝑠𝑖𝑧𝑒𝑋𝑖 + 𝐷𝑖 +  𝐷𝑡 +  𝜀𝑖𝑡 

 

 

 

제 5 절 이탈 가능성 예측 모델의 설정 
 

연구 목적(3)은 커뮤니티 구조 변수를 활용해 개인의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t기의 개인 i의 효용을 사회적 변수들을 

활용해 구하고, 해당 효용을 바탕으로 이탈 가능성을 구한다. 앞서 

가설검증과는 반대로 유저가 체류했을 때가 DV =1 이 된다.  

 

1)  개인i가 t기에 게임 중일 때의 ( Yit = 1) 효용 =   uit1 

𝑢𝑖𝑡1 =  𝛽0𝑖 +  𝛽1𝑆𝑖𝑧𝑒𝑖𝑡 + 𝛽2𝐿𝑒𝑣𝑖𝑡 + 𝛽3𝐴𝑡𝑡𝑒𝑛𝑑𝑎𝑛𝑐𝑒𝑖𝑡 +  𝛽4𝑃𝑎𝑟𝑡𝑦𝑠𝑖𝑧𝑒𝑖𝑡 + 𝜀𝑖𝑡1 
 

2) 개인i가 t기에 게임하지 않을 때의 ( Yit = 0) 효용 =   uit0 
 

𝑢𝑖𝑡0 =  𝜀𝑖𝑡0  
 

3) 개인 i가 게임에 접속할 확률  
 

𝑃(𝑌𝑖𝑡 = 1) = 𝑃(𝑢𝑖𝑡1 > 𝑢𝑖𝑡0) = 𝑃(𝜀𝑖𝑡1 − 𝜀𝑖𝑡0 > −𝑣𝑖𝑡1), 

 
𝑣𝑖𝑡1 =   𝑢𝑖𝑡1  − 𝜀𝑖𝑡1 

 

에러텀은 type 1 extreme value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 때 상황은 

개인이 게임에 이탈했는지 아닌지 두 가지의 결과값을 가지므로 

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해 MLE로 beta 값을 구한다. 이때, 

앞서 모형 (1)에서 구한 𝛽0𝑖을 intercept 값으로 활용한다.  

 

𝑃(𝑌𝑖𝑡 = 1) = 𝑝𝑖𝑡  =  
1

1 + exp(−𝑣𝑖𝑡)
 

 

ln (
𝑝𝑖𝑡

1 − 𝑝𝑖𝑡

) =  𝛽0𝑖 +  𝛽1𝑆𝑖𝑧𝑒𝑖𝑡 + 𝛽2𝐿𝑒𝑣𝑖𝑡 + 𝛽3𝐴𝑡𝑡𝑒𝑛𝑑𝑎𝑛𝑐𝑒𝑖𝑡  + 𝛽4𝑃𝑎𝑟𝑡𝑦𝑠𝑖𝑧𝑒𝑖𝑡 

 =  𝛽 ∙ 𝑋𝑖𝑡 
=  𝑣𝑖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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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𝑌𝑖𝑡 = 1 | 𝑋𝑖𝑡) =  𝑝𝑖𝑡
𝑦𝑖𝑡(1 − 𝑝𝑖𝑡)1−𝑦𝑖𝑡

= (
1

1 + exp (−𝛽 ∙ 𝑋𝑖𝑡)
)𝑦𝑖𝑡(1 − 

1

1 + exp (−𝛽 ∙ 𝑋𝑖𝑡)
)1−𝑦𝑖𝑡  

 

Log-Likelihood :  

 

∑ 𝑦𝑖𝑡 log(𝑝𝑖𝑡) + (1 − 𝑦𝑖𝑡) log(1 − 𝑝𝑖𝑡) 

 

이후 이를 통해 구한 계수 값으로 효용 𝑢𝑖𝑡 를 구한다. 𝜀𝑖𝑡 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므로 효용 𝑢𝑖𝑡  역시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며, 로지스틱 분포 

상의 확률 분포를 활용해 이탈 가능성을 예측한다.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6주~17주), 테스트 데이터(18~21주)를 

활용한다. 이 중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반으로 분할해 훈련 1,2, 테스트 1,2 데이터를 만든 후, 훈련 

1의 데이터로 얻은 계수값을 활용해 테스트 2의 이탈 결과와 대조해 

정확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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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에 대한 가설증명 
 

연구 목적 (1)은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과 개인의 이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 기간 동안 유저들의 이탈과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 간의 가설증명을 위해 모형을 분석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DV 유저의 이탈여부 (이탈 = 1, 체류 =0) 

Model 모형 1 

데이터 전체 데이터 셋(6~53주) 

Variable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Size -0.44106 0.016904 -26.092 < 2e-16 *** 

Lev -0.413766 0.014423 -28.688 < 2e-16 *** 

Attendance -0.636787 0.015566 -40.909 < 2e-16 *** 

Partysize 0.042141 0.018785 2.243 0.02488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esidual standard error: 0.2957 on 32785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6671, Adjusted R-squared:  0.6416  

 F-statistic:  26.2 on 2507 and 32785 DF,  p-value: < 2.2e-16 

[표 2-1] : 연구 (1)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길드 크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길드의 크기가 클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a)과 일치하게 나왔다. 이에 

따라 길드의 크기가 클수록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길드 레벨 편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길드 내 레벨 편차가 

클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H2(a) 가설을 지지했다. 

이는 레벨이 낮은 초보 유저부터 시작해 다양한 구성원들을 받아주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길드일수록, 개인의 이탈을 막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길드 구성원들의 주중 평균 접속일수는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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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 평균 접속일수가 높을수록 

이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3(a)은 지지되었다. 또한 

피밸류값이 약한 유의성을 보였으나 서브 그룹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4(a) 가설에 분석결과 역시 

유의하게 나왔다.   

 

 

 

제 2 절 유저타입과의 교호작용 가설증명  
 

연구 목적 (2)은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과 유저 타입 간의 

교호작용으로 유저 타입별로 이탈 결정에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이 

다르게 작용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 증명을 위해 모형을 분석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DV 유저의 이탈여부 (이탈 = 1, 체류 =0) 

Model 모형 2 

데이터 전체 데이터 셋(6~53주, user = 성취군) 

Variable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Size -0.4326 0.02116 -20.444 < 2e-16 *** 

Lev -0.4393 0.01868 -23.511 < 2e-16 *** 

Attendance -0.6582 0.02017 -32.625 < 2e-16 *** 

Partysize 0.07838 0.02529 3.1 1.94E-03 ** 

user 0.9699 0.2091 4.639 3.51E-06 *** 

Size:user 0.003973 0.03552 0.112 0.910926   

Lev:user 0.06543 0.0288 2.272 2.31E-02 * 

Attendance:user 0.05708 0.03131 1.823 0.06831 . 

Partysize:user -0.08635 0.03737 -2.311 2.09E-02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esidual standard error: 0.2956 on 32781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6674, Adjusted R-squared:  0.6419  

 F-statistic:  26.2 on 2511 and 32781 DF,  p-value: < 2.2e-16 

 [표 2-2] 연구 (2)에 대한 분석결과 , 유저 타입 성취군   

모형 2 에서도 기존의 사회적 변수들에 대한 회귀 계수의 방향은 

이전의 결과와 일치했으며, 사회적 변수들은 모두 유의하게 나왔다. 

그러나 교호작용의 경우 변수에 따라 유의 여부가 갈렸으며,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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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보였다. 길드의 크기, 주중 평균 접속 일수와 성취군과의 

교호작용 결과는 유의하지 않아 H1(b), H3(b)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길드의 크기가 클수록, 주중 평균 접속일수가 높을수록 

이탈과 역의 관계를 맺지만, 그것이 유저군별로 더 차이를 내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레벨편차와 서브 그룹 사이즈에 대한 가설은 유의하게 나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취군이고 길드 내 레벨 표준편차가 클수록 두 변수의 

교호작용은 이탈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H2(b)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성취군은 레벨 편차가 다양한 길드가 아닌, 적은 

길드를 선호한다는 의미로, 외적 보상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추구하는 

성취군의 특성과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취군이고 서브 

그룹 사이즈가 클수록 이탈과 역의 관계를 맺어 가설 H4(b) 또한 

지지되었다. 이에 따라 성취군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할 

기회보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쪽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절 커뮤니티 변수들을 통한 이탈가능성 예측  
 

연구 목적 (3)은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을 통해 유저의 이탈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훈련 데이터로는 6주에서 17주 사이, 약 3개월 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며, 이후 1개월(18~21주)의 이탈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각각 id를 기준으로 

반으로 분리했으며, 훈련 데이터 셋 1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셋 2의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먼저 훈련데이터셋 1의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우도추정법으로 각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에 대한 계수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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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유저의 체류여부 (체류=1, 이탈=0)  

Model  모형 3 (MLE) 

데이터  훈련 데이터 셋 1 (6~17주, nobs = 9032) 

Variables Estimate Std. Error 

Size -0.3488 0.0541 

Lev 11.4055 1.7788 

Attendance -1.6519 0.2314 

Partysize 0.5523 0.0901 

Log likelihood : -2362.54 

BIC :           -4770.623 

[표 2-3] 연구 (3)에 대해 훈련데이터를 활용한 MLE 추정 결과  

 

이후 모형 1의 방식으로 구한 개인별 intercept 값들과 계수값을 

활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셋 2에 소속된 각 개인의 효용을 추정하였다. 

테스트 데이터 셋2에는 1043명 중 522명이 속해있으며, 관측치는 

1774개이다. 

 

유저의 효용은 에러텀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므로, 

로지스틱 분포 상의 확률에서 0.5 이상이면 체류, 미만이면 이탈로 

분류했다. 해당 값을 실제 유저의 체류 여부와 대조했을 때 예측결과의 

정확도는 0.8625,  F1 스코어는 0.7543로 나왔다.  

 

모형 1을 통해 커뮤니티 변수들과 유저 이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면 모형 3을 통해서는 커뮤니티 변수들로 유저의 효용을 

추정하고, 추정된 효용으로 이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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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이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구성원들의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 해당 요소들이 구성원의 이탈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브랜드 커뮤니티는 

동류의식, 의례와 전통, 도덕적 책임감의 세가지로 구성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대개의 커뮤니티들 역시 이 세가지 요소를 지닌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커뮤니티 몰입에 영향을 주고  

집단적 가치를 형성하여 동류의식 즉 소속감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증대하는 요소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커뮤니티의 사용성과 지각된 상호호혜성에 

관여하는 시스템적 요소들, 참여의 크기를 결정하는 물리적 구조, 보상 

및 반응 구조 설계 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요소들은 

커뮤니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며, 소속감 나아가 구성원의 

이탈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어떠한 구조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지 여러 커뮤니티를 관찰할 수 있는 게임 데이터를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MOG 게임의 유저 로그 데이터를 활용, 게임 내 

커뮤니티인 길드와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보며 커뮤니티 크기, 

구성원들의 포용성,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전반적 충실도, 목적과 관련된 

그룹의 크기 등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유저들을 성취군과 경험군의 두 타입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외적 보상에 반응여부가 뚜렷한 성취군을 중심으로 유저 타입과 

커뮤니티 구조 변수들과의 교호작용이 이탈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커뮤니티의 크기, 커뮤니티 내 레벨 편차, 서브그룹의 크기,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주중 길드 접속 일수 등의 구조 변수들은 대체로 

이탈과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뮤니티인 길드의 크기가 클수록 

이탈과 역(-)의 관계를 맺어, 활용 가능한 자원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길드의 

레벨편차가 큰, 입문자에 대한 포용도가 높은 길드에 가입해 있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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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여부와 역의 관계를 보였다. 길드의 전반적인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주중 길드 접속 일수의 변수도 높을수록 구성원의 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브 

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플레이어의 이탈과 정(+)의 관계를 맺어, 서브 

그룹의 크기가 작은 것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 

추론과 맞게 나왔다.  

        

해당 데이터셋에서 성취군의 비중은 35% 정도로, 유저타입에 대한 

기존 연구와 유사한 수치였다. 성취군의 교호작용 연구에서 살펴보았을 

때 길드의 레벨 편차와 서브 그룹의 크기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성취군은 레벨 편차가 적은 길드일수록, 서브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이탈 

경향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 목표보다 친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길드가 보통 레벨 편차가 다양한 것으로 추론할 때, 

성취군은 사회적 상호작용보다는 외적 보상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브 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퀘스트에 참여해 좋은 보상을 얻을 확률이 높아짐을 감안할 때, 

성취군에게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변수들을 통해 유저의 효용을 모형화하고 이탈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커뮤니티에 구현된 구조적 특성을 통해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탈 여부를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한 한계 중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데이터가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데이터의 예시로는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 상호 호혜성의 강도, 구성원 사이의 

관계도나 밀도 혹은 보상 및 반응 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커뮤니티의 소속감과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 긴요하게 

관여하나, 로그 데이터로는 관련 변수를 추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길드 내에서의 플레이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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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언으로는 게임 내 성취군과 경험군의 비중을 고려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들 수 있다. 모형 2에서 성취군의 

경우 이탈과 연관된 user의 회귀계수값이 0.9699로 나왔는데, 경험군과 

대조한 결과 그 값이 보다 높게 나왔다.(0.6056) 이는 성취군이 보다 

게임을 이탈할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 중 Zhao et al.  

(2022)는 성취군이 게임을 끝까지 하려는 욕구가 크다고 서술했는데 

이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끝이 있는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의 차이일 

수는 있으나, 모형 2의 결과와 경험군이 게임 유저의 다수임을 고려했을 

때, 서브 그룹의 크기를 줄여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더욱 맞는 정책일 수 있다. 가령 World of warcraft는 이후 게임을 

업데이트 하면서 서브 그룹의 사이즈를 줄이고 길드 내에서 업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업적에 따른 보상을 강화했다. 이는 길드 내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도록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업계 

측에서는 게임 내 유저 타입의 비율 및 성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이벤트 및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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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variables on customer 

churn decision 
 

Chung, Inwo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line brand community is a place where consumer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an element that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company’s customer retention. Social interactions within community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a sense of belongings of customers. 

And how companies design the structure of communities affects 

social interactions between consumers and the possibility of 

consumer’s churn decis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 effects of community structure 

variables with game data. Since multiple communities exists for the 

same game product, the data allows examining the influence of 

structural properties on social interactions and customer churn 

decision. Based on the previous marketing studies on game data, 

game players could be divided into ‘experiencers’ and ‘achievers’ by 

participation motivation. The interaction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variables and groups shows which variables are meaningful 

for customer re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variables including 

community size, level deviation within community, acces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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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ze of subgroup were significant for customer retention and 

leave. In the interaction study, the level deviation and subgroup size 

variable made distinction for achiever group who seeks compensation. 

Through MLE, it is possible to make the churn prediction with 

community structure variables. Thus, how community structure 

variables are designed could influence customer retention 

significantly and marketer would plan for customer retention 

considering the propensity of participant groups.   

 

Keywords : log data, churn decision, MMOG, online community, ga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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