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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폰의 등장이후 게임 산업은 콘솔과 PC Online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중
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게임 산업은 게임의 본질적 재미를 사용자에
게 제공하기보다 상업적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며 부정적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비슷한 플레이 방식에 그래픽만 달라진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며 산업
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전은 하지 않고 현상만 바라보는 실태이다. 

또한, 사용자들의 인식 수준도 발전하였다. 온라인 환경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쉽게 공유한다. 자신들이 경험한 게임의 평가를 온라인 매체에 공유
하며 게임의 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으로 인하여 게임 산업 자체가 발전한 듯 보이지만, 향후 게임 산업에 콘
텐츠의 부정적 발전방식을 지양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시장자체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 상황을 바탕으로 모바일 이전 게임 산업에서 성공했던 게임콘텐츠를 
사용자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조명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게임콘텐츠의 질과 게임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돌이켜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이전의 게임 중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게임을 연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용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는 약 1200만 여명의 사용
자가 즐겼던 게임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성공한 MMORPG
이다. 본 연구를 위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초창기부터 즐겨온 5명의 일반사
용자를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사용자의 오랜 지지를 유지해온 저력을 분석
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과 설문조사, 인터뷰, Jobs-to-be-done, 피쉬바인 모델
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도출 가능한 UX 방법론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럼으로, 사용자 측면에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성공요인은 ①10년에 걸
쳐 완성된 ‘세계관’을 통해 사용자가 파고들 여지를 제공한 것. ②사용자들의 입장
(문화, 언어 등)에 맞게 ‘국가별 정책’을 통해 게임을 제공한 것. ③시간의 변화에 
따라 ‘확장팩’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파고들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모바일 게임 발전이후 게임콘텐츠의 질적 하
락의 문제점에 도달한 현 게임 산업의 콘텐츠 지표로서 산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용자 측면, 성공요인, 비즈니스 모델, User 
Experience(UX) 방법론



152

I. 서론

1. 연구목적 

현대의 게임 산업은 스마트폰의 등장이후 콘솔과 PC Online에

서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어플리

케이션 다운로드 및 매출을 확인해보면 80% 이상이 모바일 게임

에서 창출되고 있어 스마트폰 보급이후 게임의 확산과 그 시장성

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1) 

하지만, 모바일 게임의 확산 및 성공과는 달리 게임의 질은 점

차 낮아지고 있다. 유사한 플레이 방식을 바탕으로 그래픽만 달

라진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단기 수익을 위해 사행성 

짙은 요소들만 강조돼 게임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신이 커

져가고 있다.2) 

또한, 최근에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 블로그나 각종 게임포털

사이트, 다운로드 채널(Google Play, App Store 등)에 직접 작성

하며, 온라인 환경을 통해 빠르게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돼 게

임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모바일 게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게임 산업 

자체는 발전한 듯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경험을 바탕으로 한 게

임평가가 점차 확산돼 사용자들이 게임콘텐츠의 질에 대해 의구

심과 회의감을 느끼고 등 돌리게 된다면, 현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전의 게임콘텐츠 중 질적으로 우

수한 것을 재조명하고 분석해 현 게임 산업이 환기 될 지표를 발

굴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사용자의 평가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가는 현재, 사용자 측면에서 느끼는 

게임의 중요요소 즉, 성공요인을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

1) App Annie·IDC, “Portable Gaming Spotlight, 2014 Review”, 2015, p13.

2) 온라이프존, 온라인 설문조사 “내가 느끼는, “모바일게임”의 가장 큰 단점

은?”, http://www.onlifezone.com/gamer_talk/14819367,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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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모바일 게임이 활

성화되기 이전까지 가장 성공한 게임으로 손꼽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이하 와우)>를 사용자경험을 통

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지

지를 받아온 게임인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와우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 즉, 사용자 측면에서 게임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현 

게임콘텐츠의 질적 하락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사용자

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

해 비즈니스 모델을 방법론으로 적용해 성공요인을 범주화 하였

으며, 사용자경험을 분석하는 다양한 UX 방법론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사용자 측면에서 <와우>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게임콘텐츠의 질적 하락의 문제점에 도달한 

현 게임 산업의 콘텐츠 지표로서 산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가

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2. 연구대상

<와우>는 미국의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MMORPG3)로 2004년 오픈

베타를 시작해 2005년 전 세계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와우>의 등장은 그 당시 게임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을 만큼 

게임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전 국내 게임 산업의 대표 

MMORPG들은 주목적이 유저들의 간단한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과 

단순 반복 사냥을 통한 캐릭터 육성이었다. 하지만 <와우>의 등

장으로 MMORPG에 퀘스트시스템4)이 도입되고, 단순 사냥을 통한 

육성이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육성형태로 변화되었으며, <반

지의 제왕>과 같이 뚜렷한 세계관과 거대한 서사의 존재유무가 

3)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의 줄임말이다.

4)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 또는 행동. 게

임의 장르나 특성에 따라 내용은 다르게 구성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게임용

어사전:장르/제작/플레이용어, 퀘스트 [Ques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598&cid=42914&categoryId=4291

6,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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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되었다. 특히, 5인에서 25인이 한 팀을 이루어 보스몬스터

를 사냥하는 파티 및 레이드 콘텐츠가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게

임 내 유저간의 협동 및 소통이 중요시 되었다.  

게임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와우>는 크게 ‘호드’와 ‘얼라이

언스’라는 양 세력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와우> 이전에 발매되

었던 PC게임 <워크래프트> 시리즈5)의 배경인 ‘아제로스’ 대륙

에서 벌어지는 모험을 그린다.6) 이 세계에서 유저들은 두 세력 

중 한 세력을 선택해 대륙 곳곳을 탐험하며 게임 내 영웅들을 돕

거나 세계를 위협하는 적을 무찌르는 등 자신만의 영웅담을 만들

어간다. 

블리자드는 현재까지 5개의 <와우> 확장팩을 출시했으며 2016

년에 6번째 확장팩을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후 10여 년간 

최대 12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이 게임을 즐겼으며, 모바일 게

임이 강세인 지금도 약 600만 명 정도가 즐기고 있다. 특히, 게

임의 성공이후 만화, 소설, 영화와 같은 다양한 파생콘텐츠들을 

양산하며 <와우>의 팬덤인 ‘와우저’들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

다.7) 

그림 1.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게임, 만화, 소설 그리고 영화8)

이상과 같이 MMORPG의 판도를 바꾼 <와우>는 10년 넘게 전 세

5) PC게임 <워크래프트> 시리즈는 총 3편으로 <워크래프트 1>(1994), <워크래프

트 2>(1995), <워크래프트 3>(2002) 순으로 발매되었다. <와우>의 세계관은 

<워크래프트 3>로부터 10년 뒤의 이야기를 다룬다.

6) http://us.battle.net/wow/en/game/guide/

7) http://us.battle.net/wow/en/warlords-of-draenor/

8) http://blizz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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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 받아 왔으며, 콘텐츠적으로도 그 가

치를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 역시 <와우>의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게임콘텐츠로서 사

용자들에게 노출기간이 길었던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분석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술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기보다 사용자

측면 연구에 용이한 다양한 UX 방법론들과 성공요인 분석에 용이

한 비즈니스 모델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적은인원으로도 게임의 

성공요인을 분석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와우>를 출시이후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즐겨온 5명의 

일반유저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 인터뷰, 

UX 방법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성공요인과 관련된 <와

우>의 다양한 특징들을 여과 없이 열거한다.

② 구체적인 성공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①에서 나온 의견들을 

카와카미 마사나오의 비즈니스모델인 ‘수익창출 구조 매트릭

스’9)를 활용해 범주화 한다.

③ ②에서 범주화 된 요소들을 Innosight의 ‘Jobs-to-be-done

™’10) 방법론을 활용해 전문가 개개인이 한 가지씩 도출하도록 

한다.

④ ③에서 도출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피쉬바인 모델’을 적

용한 설문조사를 작성해 전문가집단에게 1에서 10점의 점수를 책

정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취합해 최고점의 성공요인을 도출 

한다.

9) 카와카미 마사나오(川上昌直), 儲ける仕組みをつくるフレームワークの教科書, 

Kanki Publishing, 2013.

10) Innosight, Developing Consumer Solutions Using Job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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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UX 방법론들은 실무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히, 올바

른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었다는 전제하에 적은 비용과 인력을 바

탕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UX를 얻을 수 있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양적 대신 질적 방법론으로 UX를 도출할 때 

주로 사용된다. 

각 단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Ⅱ장의 성공요인 도출에서 구체

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Ⅱ. 성공요인 도출

1. 전문가집단 구성 및 브레인스토밍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일반유저 5명을 전문가집단으로 선출하였다.

① 오픈서비스 이후 지금까지 <와우>를 즐긴 사용자. 

② 다른 게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5년 이상 <와우>를 즐긴 

사용자. 

③ 게임관련 업종에 근무자로 게임콘텐츠에 대한 전반적 지식

을 함양하고 있는 사용자.

이름/나이/성별 직업
<와우> 

플레이 기간

기타 게임 

플레이 기간

A/34/남
미국 B사 3D 

아티스트

2004 ~ 

현재(11년)
20년

B/33/여
한국 N사 3D 

아티스트

2005 ~ 

현재(10년)
13년

C/32/남
한국 N사 게임 

컨셉 아티스트

2008 ~ 

2014(6년)
15년

D/32/남
한국 S사 게임 

기획자

2006 ~ 

2013(7년)
10년

E/36/남
한국 W사 게임 

애니메이터

2004 ~ 

현재(11년)
26년

표 1. 전문가 집단 구성원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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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3가지 조건은 일반유저이면서도 와우의 성공요인 분석

이 가능한 기본함양을 구분하는 최소 조건이다. 특히, 와우를 초

창기부터 즐겨 게임 발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을 즐겨 게임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게임콘텐츠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

어 게임의 핵심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조

건으로 적용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바탕으로 선출된 5명의 전문가들에게 <표 2>의 

예시와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와우>를 즐기며 느꼈던 재미

요소들을 열거하도록 하였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성공요인 브레인스토밍 결과

넓은 대륙, 세계관, 종족, 전장, 월정액, 수영, 캐릭터, 감정표현, 

레이드, 던전, 성우더빙,

경매장, 언어 차이, 진영선택, 세트 아이템, 탈것, 텍스쳐, 스토리, 

퀘스트, 길드, 대도시, 점프, 칭호, 전설아이템, 은행, 공중탈 것, 

낙하, 블리즈컨, 40인 던전, 업적, 낚시, 종족특기, 역할 수행, 

직업, 휘장, 전문기술, 진영 간 전쟁, 영웅, GM, 워크래프트, 확장팩 

등 ⋯
표 2. 전문가 집단 브레인스토밍 결과 중 일부 발췌

2.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성공요인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게임 자체가 상업예술이며 게임콘텐츠의 성공이 

수익성과 크게 관련이 있기에 비즈니스모델(이하 BM)을 활용해 

범주화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성공요인을 도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 된 <와우>의 성공요인들을 범

주화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BM을 활용하였다. 

백재용과 김영재는 2015년 그들의 연구에서 모바일 게임 <퍼즐 

앤 드래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존 BM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지 BM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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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비즈니스모델 구성 

요소

Slywotzky & 

Morrison(1997)11)
고객선택, 가치 창출, 전략적 통제, 범위

Hamel(2000)12)
핵심 전략, 전략적 자원, 고객과의 접점, 

가치 네트워크

Chesbrough(2007)13)
가치 제안, 목표시장, 가치사슬, 수익 

메커니즘, 가치 네트워크, 경쟁전략

Johnson(2010)14)
고객 가치제안, 이윤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표 3. 비즈니스모델관련 선행연구15)

<표 3>과 같이 BM의 구성 요소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의 가

치창출의 근원을 고객에 두고 있다. 둘째, 수익에 대한 방법을 

요구한다. 셋째, 기업만의 독창적인 프로세스를 가진다. 이와 같

은 세 가지 공통점을 배제하고 기존의 BM을 활용해 게임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통제, 가치사슬, 가치 네크워크 같은 

콘텐츠관련 외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모델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만을 제시하며, 위

의 세 가지 공통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카와카미 마사나오(川上昌

直)의 BM인 ‘수익창출 구조 매트릭스’를 활용하였다.16) 

백재용과 김영재의 연구에서 활용된 마사나오의 모델은 <표 4>

와 같이 총 9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항목들 중에서도 직

접적으로 게임 수익에 관련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3가지 

11) Adrian Slywotzky·David Morrison, The Profit Zone, Times Books, 1997. 

12) Gary Hamel, Leading the Revolu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13) Henry Chesbrough, “Business model innovation: it’s not just about 

technology anymore”, Strategy & Leadership, 35(6), 2007, pp.12-17.

14) Mark Johnson, Seizing the White Space: Bisness model innovation for 
growth and renewal,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10.

15) 백재용·김영재, 일본 모바일 게임 <퍼즐 앤 드래곤>의 성공요인 분석,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40호, 2015, p. 371, 재인용.

16) 백재용·김영재, 일본 모바일 게임 <퍼즐 앤 드래곤>의 성공요인 분석,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40호, 2015, pp. 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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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고객가치, 이익,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

해 얻은 요인들을 범주화 하였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3가지 의문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3가지 요소

고객 

가치

어떤 수요를 

가진 

사람인가?

해결책으로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대체가능안과

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익

누구로부터 

수익을 얻을 

것인가?

무엇으로 

수익을 얻을 

것인가?

어떤 시점에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

프로 

세스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강점은 

무엇인가?

어떤 

프로세스로 할 

것인가?

표 4. 카와카미 마사나오의 비즈니스모델 수익창출 구조 매트릭스

구분 성공요인

고객가치 언어 차이, 레이드, 퀘스트, 직업 등 ⋯
이익 한정판, 탈것, 경매장, 성우더빙 등 ⋯

프로세스 GM, 업적, 블리즈컨, 확장팩, 워크래프트 등 ⋯

표 5. 카와카미 마사나오의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한 

범주화 결과 중 일부 발췌

3. Jobs-to-be-done™을 활용한 성공요인 도출

Ⅱ.2.에서 범주화된 요인들을 ‘Jobs-to-be-done™’(이하 

JTBD)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문가집단 5명이 한 가지씩의 성공요

인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JTBD는 Innosight에서 특허를 받은 UX 방법론으로써 “제품은 

고객이 특정한 환경을 고객들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과업들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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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킬 때 성공적이라는 것이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JTBD는 가상의 사용자(Persona)를 설정해 고객의 니즈와 문제

점, 솔루션을 찾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과업에 정말로 신경을 쓰는지 밝혀내고, 이러한 과업들을 

더 쉽게 수행하기 위한 제품들을 개발함으로써, 기업들은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거나 혹은 기존의 마켓 분석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17)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림 2>와 같이 전문가 스스로가 ‘As a 

[...]’ 라는 자신의 상황을 설정하고, ‘I want to [...]’ 라

는 니즈 혹은 문제점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So that [...]’ 

이라는 답을 스스로 발견하여 고객의 Insight를 확인한다. 

그림 2. Jobs-to-be-done의 예시18)

본 연구에서는 JTBD를 활용하기 위해 ① 전문가들을 <와우>가 

등장하기 전 게임유저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② 전문가 스스로 

마사나오 BM의 9가지 항목의 질문들을 활용해 2004년 이전의 

MMORPG에서 니즈가 야기되는 상황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단, 이

익과 프로세스 항목의 질문은 기업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

17) Innosight, 

http://www.innosight.com/services-expertise/expertise/jobs-to-be-done.cfm

18) https://medium.com/the-job-to-be-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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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도록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③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Ⅱ.2.의 범주화된 요인 중 한 가지씩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분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고객

가치

자유도

(생활콘텐츠 

포함)

세계관 퀘스트
파티

&레이드

진영 간 

전쟁

이익 한정판 월정액
국가별

정책

추가요금 

불필요

국가별

정책

프로

세스
GM 서비스

블리즈컨

(고객행사)

PC게임과의 

연계

확장팩

(지속적인 

업데이트)

확장팩

(지속적인 

업데이트)

표 6. 범주화 된 항목에서 Jobs-to-be-done™으로 도출한 최종 요인들

이상과 같이 범주화 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고객가치 항목에서

는 기존 MMORPG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 즉 ‘<와우>만의 

특수성’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익 항목에서는 ‘국가별 요금정

책에 따른 특수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항목에서는 ‘게임의 지속관리 및 고객관리’요소들이 있었다.

4. 피쉬바인 모델을 활용한 최종 성공요인 확정

‘피쉬바인(Fishbein) 모델’은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탐색한 정보를 제품

의 특성, 중요성, 상표 이미지, 효용 함수, 구매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입각하여 최종 선택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피쉬바인 모델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대체가능한 상품이나 

브랜드(본 연구에서는 게임)를 평가할 때, 자신이 부여한 각 속

성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을 둔 기대가치를 극대화시켜 만족스러

운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피쉬바인 모델에서 대상에 대한 최종결정은 ‘특정 대상에 대

한 태도 A₀’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162

A₀’는 특정 대상이 속성 i 를 얼마나 만족시키는 가에 대한 

‘사용자의 신념평가 bi ’에, 사용자가 속성 i 를 부여하는 ‘중

요성평가 ei ’를 곱하고, 특정 대체 안을 평가할 때 사용자가 중

요하게 생각하는 ‘대상 속성의 숫자만큼 누적 합산’하여 구한

다.19) 이를 공식으로 변환하면 <그림 3>과 같다.

A₀ : 대상에 대한 태도

bi : 이 대상이 속성 I를 갖는다는 

신념의 정도

ei : 속성 I에 대한 평가

n : 대상에 대한 특출한 신념의 수

그림 3. 피쉬바인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성공요인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피쉬바인 모델

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하였다. 우선 5인의 전문가들

에 의해 도출된 요인들과 피쉬바인 모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

성해 전문가집단이 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책정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완료된 설문지의 항목과 점수를 피쉬바인 모델에 대

입하였다. 이때 5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와 신념점수를 곱한 

후 마사나오의 BM을 통해 도출한 각 범주 내의 점수들을 모두 더

해 최고점을 받은 요인들을 최종 성공요인을 확정하였다.

예시로 <표 7>의 자유도 항목은 전문가 A부터 E까지 평가한 점

수의 합이 9.9로 도출됐으며,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9*0.1 + 

10*0.4 + 8*0.2 + 8*0.2 + 9*0.2 = 9.9 이다.

19) Martin Fishbein and Icek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ddison-es-ley 6,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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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질의 항목 (괄호 안은 가중치)

자유도 세계관 퀘스트
파티

&레이드

진영 간 

전쟁

A 9(0.1) 10(0.4) 8(0.2) 9(0.2) 9(0.1)

B 10(0.4) 9(0.2) 9(0.1) 10(0.2) 8(0.1)

C 8(0.2) 9(0.2) 10(0.3) 10(0.2) 7(0.1)

D 8(0.2) 10(0.2) 8(0.1) 10(0.3) 9(0.2)

E 9(0.2) 10(0.2) 7(0.1) 8(0.2) 10(0.3)

최종값 9.9 11.6 7 10.4 7.2

표 7. 고객가치 항목과 피쉬바인 모델 설문 결과

고객 가치 항목에서는 세계관이 1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집단의 판단에 따르면 와우의 세계관이 사용자가 

와우를 즐기도록 고객 가치를 창출한다.

전문가

질의 항목 (괄호 안은 가중치)

한정판 월정액 국가별정책
추가요금 

불필요

A 10(0.4) 9(0.1) 10(0.3) 10(0.2)

B 8(0.1) 10(0.4) 10(0.3) 10(0.2)

C 9(0.1) 10(0.2) 10(0.4) 10(0.3)

D 8(0.1) 9(0.2) 10(0.4) 10(0.3)

E 8(0.1) 9(0.2) 10(0.3) 10(0.4)

최종값 7.3 10.5 17 14

표 8. 이익 항목과 피쉬바인 모델 설문 결과

이익 항목에서는 국가별정책이 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았다. 전문가집단에 따르면 와우의 국가별정책이 게임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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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가장 중요요소로 선정되었다.

전문가

질의 항목 (괄호 안은 가중치)

GM 서비스 블리즈컨
PC게임과의 

연계
확장팩

A 10(0.2) 10(0.3) 10(0.2) 10(0.3)

B 10(0.3) 9(0.1) 9(0.2) 10(0.4)

C 9(0.2) 8(0.1) 10(0.4) 10(0.3)

D 10(0.4) 8(0.1) 9(0.2) 10(0.3)

E 10(0.2) 9(0.1) 10(0.3) 10(0.4)

최종값 12.8 6.4 12.6 17

표 9. 프로세스 항목과 피쉬바인 모델 설문 결과

프로세스 항목에서는 확장팩이 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았다. 전문가집단에 따르면 와우는 확장팩 프로세스를 통해 비즈

니스를 창출한다.

이상과 같이 마사나오의 BM으로 범주화 된 항목들과 피쉬바인 

모델을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가치 항목에서는 ‘<와우>의 

세계관’, 이익 항목에서는 ‘국가별 정책’, 프로세스 항목에서

는 ‘확장팩’이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Ⅲ. 성공요인 분석

1. 성공요인 :　<와우>의 세계관

<와우>의 세계관은 블리자드가 처음 출시했던 PC게임 워크래프

트1(1994), 워크래프트2(1995), 워크래프트3(2002) 시리즈의 세

계관을 계승해 확장, 발전시킨 형태이다. PC게임 <워크래프트> 

시리즈는 블리자드의 또 다른 작품인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RT

S20)장르로 게임 특성상 세계관보다는 유닛(인물)간의 대결에 초

점을 맞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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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블리자드는 이러한 게임의 세계관이 게임 내에서 사용

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더라도 소설, 만화와 같은 외부적 파생콘

텐츠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하나의 큰 이야기로 확장시켜 사용자

가 세계관에 참여할 여지를 두었다. 

구분 <워크래프트> 세계관 관련 소설 목록

워크래프트
피와 명예(2000), 용의 날(2001), 부족의 

지배자(2002), 최후의 수호자(2002)

워크래프트

: 고대의 

전쟁

영원의 샘(2004), 악마의 영혼(2004), 세계의 

분리(2005)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증오의 순환(2006), 호드의 탄생(2006), 어둠의 

물결(2007), 어둠의 문 넘어(2008), 용의 밤(2008), 

아서스: 리치왕의 탄생(2009), 스톰레이지 (2010), 

부서지는 세계 : 대격변의 전조(2010), 스랄 : 

위상들의 황혼(2011), 늑대의 심장(2011)

표 10. <워크래프트> 세계관 관련 소설 목록

실제로 전문가집단의 대부분 구성원은 <와우>를 접하기 전 소

설 혹은 기존 <워크래프트>시리즈를 통해 기본적인 세계관을 이

해하고 있었으며, <와우> 출시 이후 자신이 알던 지명이 게임 내

에 구현된 것을 확인해보는 것이 큰 재미였다고 한다. 그밖에 

<워크래프트>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와우>를 처음 접했던 전문

가도 게임 플레이 이후 재미를 위해 따로 <워크래프트>의 스토리

를 찾아보며 게임의 세계관을 이해하기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또한, <와우>는 완성된 세계관을 사용자가 즐겁게 탐험할 수 

있도록 퀘스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단순히 사용자가 <와우>의 세

계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임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탐험하

도록 만든 것 이다. 처음에는 간단한 임무를 수행하며 지형과 세

계관을 익히지만 마지막에는 언제나 <와우> 세계의 대표적인 적

을 무찌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퀘스트 경로만 따라가도 거대한 

20) 실시간 전략게임(Real-time strategy)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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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림 4.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퀘스트 장면21)

이상과 같이 <와우>는 1994년 처음 발매된 PC게임에서 시작된 

방대한 스토리텔링을 소설,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0여 년간 확장,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세계관으로 

제공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구현된 <와우>의 세계관은 마치 <스

타워즈>와 같이 ‘깊숙이’파고 들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

용자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끄는 성공요인으로 작용됐

다. 지금도 <와우>의 세계는 다양한 미디어로 전환되어 소설, 만

화, 실사영화, 팬픽, 모바일게임 등 수많은 콘텐츠로 재생산 되

고 있으며, ‘<와우>저’라 불리는 팬덤을 꾸준히 유입시키고 있

다. 

그림 5. 게임을 기반으로 제작된 실사영화 <워크래프트>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비교 장면22)

21) http://us.battle.net/wow/en/

22) http://imgur.com/UfU0y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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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요인 : <와우>의 국가별 정책

<와우>의 국가별 정책은 크게 국가별 판매유형과 현지화 서비

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판매유형은 패키지판매 또는 온라인 무료다운로드로 구분

된다. <그림 6>의 왼쪽 그림과 같이 패키지 구입이 익숙하며 온

라인 환경이 다소 미약한 북미 및 유럽시장에서는 한정판 패키지 

및 일반 패키지를 판매하고, 월정액을 조금 낮추는 형식으로 게

임을 판매해 사용자들의 패키지 소장가치를 중요 정책요소로 삼

았다. 

반면 <그림 6>의 오른쪽과 같이 국내를 비롯해 온라인 환경이 

잘 갖춰지고 패키지 구매가 익숙하지 않은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패키지 판매보다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로 게임을 제공하고, 정액

요금을 조금 올리는 방식을 채택해 많은 유저를 쉽게 유입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쳤다. 

 

그림 6. 미국23)과 우리나라24)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판매유형 차이

또한, 국가별 맞춤형 현지화 서비스는 블리자드의 직접 감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와우>가 출시된 이래로 매 확장팩이 발매될 

때 마다 블리자드는 발 빠른 번역작업과 원작성우와 가장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각 국의 성우더빙을 통해 각 나라의 사용자들이 

해외게임을 자국의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모국어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단편적인 예로 2008년 국내에 출시된 <와우>의 2번째 확장팩 

<리치왕의 분노>에서는 한국어 더빙을 위해 이례적으로 70여 명

23) http://us.battle.net/wow/en/

24) http://kr.battle.net/wow/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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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 유명 성우들을 참여시켜 110여 개의 이르는 캐릭터들의 

개성이 담긴 목소리를 녹음하도록 하였다. 70여 명의 성우는 할

리우드 대작 영화 더빙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인력으로 블리자

드가 국가별 맞춤형 현지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

는 예이다.25) 

전문가집단의 구성원도 <와우>를 즐기다보면 우리나라 게임보

다 더 우리나라게임처럼 느껴지는 게임이라고 한다. 그만큼 완벽

한 현지화 작업을 통해 게임 본연의 재미를 최대한 세계 각국의 

유저의 입맛에 맞춰 전달했고 이로 인해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판매유형 차별화와 현지화라는 두 가지 국가별 정

책에 의해 <와우>는 전 세계 최초로 천만이 넘는 유저를 거느릴 

수 있었다.

그림 7.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서비스 국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26)

3. 성공요인 : <와우>의 확장팩

<와우>의 확장팩은 1, 2년 간격으로 발매되며 <와우>의 스토리

텔링을 주기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매 확장팩의 등장

25) 최호경,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규모 음성 한글화 진행 완료”, 『게임동

아』 http://game.don ga.com/42172/, 2008.10.09.

26) http://us.battle.net/w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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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새로운 적이 등장하고, 새로운 지역 및 던전, 퀘스트 등

이 추가된다. 따라서 팬들은 <와우>에 대해 질려할 틈도 없이 지

속적으로 파고들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끊임없이 제공받게 된

다. 

그림 8.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역대 확장팩27)

또한, 다른 게임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게임월드의 변화와 

게임그래픽 업데이트, 직업 및 종족 추가 등을 확장팩으로 제공

해 <와우>의 세계가 가상세계이지만 사용자와 함께 시간이 흐르

고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확장팩을 통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그래픽 업데이트28)

 

전문가집단의 구성원들 역시 <와우>를 그만둘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을 확장팩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게임이 지겨워질 때쯤이

면 확장팩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탈바꿈되어 다시 <와

우>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상과 같이 <와우>는 시공간과 스토리를 확장팩이라는 장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실제 삶에 발맞춰 변화시키고 성장시켰으며, 끊

27) http://us.battle.net/wow/en/

28) http://us.battle.net/w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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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깊숙이’ 파고들 요소를 제공해 콘텐츠의 수명을 연장

시킴으로서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이전의 게임 산업에서 성공했던 게임콘텐츠

의 성공요인을 사용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재조명하여 찍어내기 

식 모바일 게임개발에 급급한 현 게임 산업의 콘텐츠 지표로 발

굴하고자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5인의 일반유저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UX방법론과 비즈

니스 모델을 활용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성공요인을 사용

자 측면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뛰어난 게임성과 기존의 MMORPG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유도, 

진영 간의 전쟁, 생활 콘텐츠, 방대한 게임세계, 퀘스트를 통한 

스토리텔링 등 수많은 <와우>만의 특징적 요소들이 성공요인으로 

제시되었으나 전문가집단의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3가지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와우>는 1994년 처음 발매된 PC게임에서부터 이어져온 

방대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을 통해 사

용자가 ‘깊숙이’파고 들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 성공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현재 다양한 트랜스미디어로 전환되어 소설, 만

화, 실사영화, 팬픽, 모바일게임 등 수많은 콘텐츠를 재생산 되

었으며 ‘<와우>저’라 불리는 팬덤을 꾸준히 유입시키고 있다. 

둘째, <와우>만의 국가별 정책은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전 세

계 유저들을 만족시키며 그들의 소비를 이끌어 성공하였다. 국가

별 정책은 크게 판매유형과 현지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판

매유형은 패키지판매 또는 온라인 무료다운로드로 구분된다. 패

키지 구입이 익숙하고 온라인 환경이 다소 미약한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는 한정판 패키지를 판매하고 월정액을 조금 낮추는 형

식으로 게임을 판매하였으며, 국내시장에서는 패키지 판매보다는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로 게임을 이용하게 하며 정액요금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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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다. 또한, 현지화 서비스는 블리자드의 빠른 번역작업과 원

작과 유사한 목소리의 성우더빙을 통해 각 나라의 사용자들이 해

외게임을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즐길 수 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정책에 의해 <와우>는 전 세계 최초로 천만이 넘는 유저

를 거느릴 수 있었다.

셋째, <와우>의 거대한 서사는 확장팩을 통해 계속되며 10여 

년간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1, 2년 간격으로 발매되는 <와

우>의 확장팩은 <와우>의 스토리텔링을 주기적으로 확장시키며 

팬들이 파고들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또한, 

다른 게임에서는 보여준 적 없는 게임그래픽 업데이트와 게임월

드의 변화 등을 통해 <와우>의 세계가 가상세계이지만 시간이 흐

르고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와우>의 시공간과 

스토리는 확장팩이라는 장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실제 삶과 같이 

변화하고 성장하였으며, 끊임없이 ‘깊숙이’ 파고들 요소를 제

공해 콘텐츠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결국,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성공은 사용자가 파고

들 여지를 10년에 걸쳐 완성된 세계관을 통해 그들의 입장(문화, 

언어 등)에 맞게,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제공하며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집단

의 구성원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구성원 모두가 현 게임업계 종

사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보다 조금 더 게임업계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Jobs-to-be-done이라는 생소

한 방법론에 의해 도출된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집단 구성원 모두 업계 

종사 시기보다 게임을 접한 시기가 앞서기에 객관성에 대한 문제

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Jobs-to-be-done 역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으로서 이미 그 효율성이 증명돼 큰 문제는 없다

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보다 

객관적인 사용자 측면에서의 게임 분석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3가지 성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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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모바일 게임 이후 현 게임산업이 아직까지도 게임의 깊이를 

만드는 세계관을 배제한 체 가볍고 사행성을 유도하기 쉬운 게임

만을 개발하며, 사용자들의 입장과 변화를 무시한 체 게임을 하

나의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자각의 계기가 될 수 있

음에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현 

게임 산업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는 

게임을 개발하는 지표로 활용되길 바라며, 아울러 향후 <월드 오

브 워크래프트>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공간 스토리텔링, 

그리고 게임의 국가별 정책에 대한 연구로도 확장 발전시켜 다양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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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the Successful Factors from User Side of MMORPG 

<World of Warcraft>

Baek, Jaeyong · Kim, Kenneth Chi Ho

The game industry has evolved from mobile games to PC online games 

after the smart-phone industry was opened up. In this environment, 

the game industry has rather been negatively developing its 

commercials means than the sufficient fundamental entertainment to 

the users. Especially, many games were released with better graphic 

qualities yet poor originality, continuing to be popular without 

enhancing the market itself. 

Moreover, the user’s recognition level has improved. The users 

share their online gaming experience easily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 environment. They receive the feedbacks on the quality of 

the game through the online channels and media by sharing them 

together. The high margin of the game industry will lead to the 

negative feedbacks of the users, effecting them to critique the 

content although the market looks good for now. 

The game industry’s evolution has to be reviewed in the 

perspective of users, to look back at the successful cases of the 

past before the mobile era by analyzing and indicating the quality 

of the games and content’s direction.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success factors of <World of 

Warcraft>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which has been widely 

claimed as a popular game franchise publicly before the mobile games 

had risen. WOW has been the most successful MMORPG game  with its 

user record of 1.2 million till now.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analyzes <World of Warcraft>’s success factor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by configuring five expert groups, sequentially 

applying expert group survey, interview, Jobs-to-be-done and 

Fishbein Model as UX methodologies based on the business model to 

see through its long term rein in the industry. 

Consequently, The success factors from the user side of MMORPG 

<World of Warcraf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users to 

interact deeply with the game by ① using well designed 'world view' 

over 10 years, ② providing ‘national policy’ that is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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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of the users’ culture and language, ③providing 

‘expansions’ with changes in time to give the digging elements to 

the users. 

Key Word : World of Warcraft, User Perspective, Success Factors, 

Business Model, User Experienc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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