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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에서의 사용자 이탈 예측은 게임에서 데이터 마이닝이 시작된 이래로 다양항 방법으로 시도된 문제

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이탈 예측에 중요한 게임 내적 요소의 패턴을 찾아 내거나, 게임 사용

자의 패턴을 프로파일링 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다양한 게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집한 데이터의 소수만을 사용한다는 점과 결국 하나의 게

임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 모델을 다른 게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모델의 재활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게임 로그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트리 기반 분류기 모델을 다른 게임의 

사용자 이탈 예측에 활용하여, 후속될 다양한 게임에 대한 사용자 이탈 예측 모델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1. 서 론 

게임 분석(Game Analytics)는 게임 개발과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 원격측정(Telemetry)을 이용 해 수집한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분석하여 게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의사 결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사용자 이탈 예측은 게임 분석의 사용자 메트릭(User 

Metric) 분석의 하나로, 게임 플레이어-게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을 떠날 것인지 계속 

플레이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다[1]. 

게임에서의 사용자 이탈 예측을 위한 연구는 2011년 Z. 

Borbora의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Everquest에서의 사용자 이탈 예측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F. Hadiji가 F2P(Free-to-Play 혹은 

Freemium) 게임에서 사용자 이탈 예측 연구, 2016년 A. 

Perianez가 모바일 소셜 게임에서의 사용자 이탈 예측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시도되었다[2]–[4]. 특히, 

2016년 A. Perianez는 모바일 소셜 게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게임의 장르와 구조에 관계없이 어느 게임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게임에 종속되지 않는 속성(Game-

independent features)와 게임에 장르나 형태에 따라 적용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임에 종속되는 속성(Game-independent 

features)가 정의되었다[4]. 

게임에서의 사용자 이탈 예측 문제에서는 성능의 문제와 

별개로 모델을 구축 및 학습하는데 필요한 각각 게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문제와 이를 활용하여 구축한 모델이 개별 

게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모델의 재활용성 문제를 안고 

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위해 게임에 종속되지 않는 속성을 활용하여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사용자 패턴을 발굴하는 등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5]–[7]. 또한 전통적인 트리 

기반의 기계학습 기법을 벗어나 심층 신경망이나 앙상블 

모델을 활용하는 등의 시도도 계속 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게임에서의 사용자 이탈 예측 발생하는 

모델의 재활용성 문제의 해결과 다양한 게임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 설계의 가능성 탐구를 위해 트리 기반 분류기의 모델 

전이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사용자 이탈 예측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험 설정 

2.1 게임 로그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크레이지 드래곤 과 소울 게이지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두 개의 게임 모두 

RPG(Role Playing Game) 장르에 속하여 비교적 비슷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각 데이터의 수집 기간 및 

기타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게임 정보와 로그 데이터 정보 

 크레이지드래곤 소울게이지 

제작사 MGame DigitalFrog 

수집 

기간 

2016.03.21. ~ 

2016.07.29. (130일) 

2017.05.25. ~ 

2017.09.08 (109일) 

유저 수 192,361 명 189,042 명 

로그종류 96 가지 117 가지 

로그 수 295,107,602 개 698,552,48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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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별로 기록된 데이터의 로그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게임에 종속되지 않은 속성을 정제한 5가지의 속성(플레이 

시간, (관측기간 내) 활성일 수, 로그인 횟수, 결제 금액)을 

사용했으며, 게임에 종속되는 속성이지만 두 개의 게임 

모두에 나타나는 길드(혹은 클랜)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로그를 포함해 총 6가지 속성을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 또한 

서로 다른 게임에서 나타날 로그 양상의 차이를 감안해 

플레이 시간, 로그인 횟수, 결제 금액의 데이터는 각 게임에 

대해 정규화하여 사용했다. 

2.2 이탈 모델 정의 및 데이터 증대 

이탈자 예측에 앞서 예측에 사용될 이탈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k일로부터 k+14일간의 데이터를 

관측하고 k+15일과 k+21일 사이에 해당 유저가 게임 내의 

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를 이탈 여부 판단에 사용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기록일의 마지막 7일 시점에서 이탈 여부를 

레이블하면 각 게임의 이탈/비이탈자의 극적인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각 유저 별 데이터를 그림 1과 같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 데이터를 증대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예측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의 

데이터가 이탈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 표 2에서 데이터 증대 전후의 이탈 비이탈 

데이터의 수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한 유저 데이터 수집 및 증대 

 

표 2. 데이터 증대 전후의 이탈 비이탈 비율 

 원본 데이터 증대 

이탈 비이탈 이탈 비이탈 

크레이지 

드래곤 

160,021 

(83%) 

32,340 

(17%) 

989,759 

(62%) 

606,479 

(38%) 

소울 

게이지 

182,122 

(96%) 

6,919 

(4%) 

382,030 

(70%) 

164,065 

(30%) 

2.3 모델 전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이탈 예측에 대한 모델 전이의 

가능성과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하나의 

게임에서 자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일자 별 모델을 구성하는 

Standalone 모델과 하나의 게임의 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구성한 후, 이를 이용해 다른 게임 데이터의 이탈 

예측을 하는 Transferring 모델에 대한 실험 설정을 했다. 

 Standalone 

1) 주어진 게임A의 각 유저에 대해 k ~ k+14일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에 대한 이탈 여부 레이블은 k+15 ~ 
k+21일 사이에 활동 여부로 정한다. 

2) 이탈 여부의 레이블이 가능한 로그 기록 마지막 21일 

전까지 모델을 구성하여, 일자 별 모델의 성능을 

확인한다. 

 Transferring 

1) Standalone에서 마지막 일자에 학습된 모델(게임 A의 

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 한 예측 모델)로 새로운 

게임B 유저의 k ~ k+14일의 데이터에 대해 일자별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비교한다. 

학습에 사용된 모델은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익스트림 

랜덤 트리의 세 가지 트리 기반 분류기를 사용했고, 

Transferring 과정에서는 각 분류기에 대해 

Standalone과정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10-fold 교차 검증을 

통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활용했다.  

3. 결과 및 분석 

그림 2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소울게이지 Standalone 

모델의 일자 별 예측 성능과 크레이지드래곤의 마지막 일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한 모델에 소울게이지 일자 별 데이터를 

예측한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정확도는 전체 

구간에 걸쳐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델 구성 초기에 대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 및 

예측해야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밀도와 

재현률, F1-Score 부분에서는 학습의 초기에는 Standalone이 

Transferring 모델보다 정확도가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Standalone 모델의 예측 성능이 Transferring 모델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ransferring에 활용한 

모델은 비록 다른 게임의 Standalone 모델 이지만, 하나의 

게임 데이터 전체를 모델을 학습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모델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 총량이 새로운 게임의 

초기 Standalone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보다 

많기에 더욱 더 견고한 모델이 구성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체 게임의 데이터가 Standalone 모델의 

학습에 투입되어 스스로에 더 적합해지면서 Transferring 

모델을 넘어서는 성능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자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는 했지만,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비슷한 다른 게임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이탈 

예측에 대해 활용할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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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울게이지 Standalone 모델의 일자 별 예측 결과(주황색)와 크레이지드래곤 마지막 일자의 Standalone 모델로 소울게

이지 데이터를 일자 별로 예측한 결과(파란색) 비교. 

 

4. 향후 연구 

설정한 실험에 따라 서로 비슷한 게임에서의 사용자 이탈 

예측 모델이 서로 전이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점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추후 연구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트리 기반 분류기는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점진적인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자 별 모델을 따로 학습을 

해야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시간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이 가능한 

분류기를 활용하거나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모델 학습에 사용된 속성으로 수집한 로그에 대비해 

실제 모델 구성에 활용한 로그의 종류는 소수에 불과하며, 

게임에 비종속적인 속성만을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각 게임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수행한 실험의 모델 전이는 같은 장르의 게임에 대해 

수행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게임에 대해서는 성능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두 게임이 비슷하다는 것의 

정의가 게임의 장르에만 국한되며, 객관적으로 두 개의 

게임이 비슷하다는 것을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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