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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게임에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콘텐츠의 힘으로
만 유지되는 시장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유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와 마케팅을 진행해야하는 시
장으로 바뀌었으며, 운영 시스템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 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개발인
력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많으며, 마켓의 다양성으로 인해 성공적
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실제 개발된 모바일 게임을 기준으로 
구축한 모바일 게임 운영 시스템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에 대해 보여주고자 한다. 적용결과 유저들에게 
손쉽게 답변과 환불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며,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여, 추
가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주제어 : 모바일 게임운영, 게임 운영 시스템, 사용자 지원 시스템, 콘텐츠 분석 시스템, 콘텐츠 운영 시스템

Abstract  In the area of mobile game, the job of data analysis is very important. As the mobile game market 
is being expand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have been so much changed, that the contents updating and 
marketing strategy should be built on thorough understanding and analysis result of the gamers' needs and their 
play pattern. Thus the importance of the mobile game management system can not be overemphasized. 
However, in practice, most of the mobile game companies are small scale, and they have intrinsic problem to 
provide successful game service to user with a dedicated operating team.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an efficient mobile game management system based on our already developed mobile game. 
And the effectiveness of our system is illustrated by our case examples such as prompt response to user 
question or refund request. Our proposed system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lan additional contents 
update, providing scientific data analysis result on user's play pattern and purchase trend.

Key Words : Mobile game management, Game management system, User support system, Content analysis 
system, Conten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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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모바일 게임 운영시스템의 필요성

사용자들은 게임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심을 가지

고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한 게임내 버그가 발생하거나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어필하고. 자신이 이하는 게

임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어 한다. 선행 연구 결과, 게임운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은 게임을 지속

으로 사용하는 것과 게임 충성도를 높이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온라인 PC게임에는 유 들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운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지만, 모바일 게임의 운  

시스템은 온라인 PC 게임에 비해 체계 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3]. 

이러한 이유는 첫째,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개발인력

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 부서가 따로 존재

하지 않는 회사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와 서버를 연동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 발생시 클라이언트 수정을 

통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해야된다[4].

둘째로는 다양한 모바일 마켓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

비스에 한계가 있다. PC게임과 달리 개별 오 마켓에서 

서비스를 해야하기 때문에, 마켓별 버 리, 검수과정 

등 제약사항이 생길 수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함께 모바일 게임시장

은 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운 시스템의 필요성도 

매우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게임 서비스에 있어 

요한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발 하면서 이제는 콘텐츠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시장이 

아닌, 철 한 분석과 유  행동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와 마 을 진행해야하는 시장으로 바 었으

며, 이러한 에서 운  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요

해 졌다고 할 수 있다[8,9].

1.2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 정의

게임 운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게임에 련된 서비

스를 체계 이고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한 시스템을 말

한다. 한 객 인 데이터들을 추출  분석을 통하여

게임의 업데이트  서비스 운  등에 기여하는 시스템

이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운 시스템을 용도에 따라 사용

자 지원시스템, 콘텐츠 분석시스템, 콘텐츠 운 시스템으

로 구분  정의 하 다.

첫째로, 사용자 지원시스템은 보통 게임 상에서 유

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게임 일반문의, 오류문의, 비

번호 찾기 등 게임 내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해 주로 

사용된다[3].

둘째로, 콘텐츠 분석시스템은 운 진  개발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캐릭터 ID, 결제기록, 속기록, 아

이템 보유이력 등 게임 내 데이터를 제공하여 게임 밸런

스 조  등 에 도움을 주며, 게임 내 오류 등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셋째로, 콘텐츠 운 시스템은 게임 내 각종 오류들을 

업데이트나 데이터 수정 등을 통해서 정상 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험치 2배, 기간한정 할인, 속 보상 선물 등 

각종 이벤트를 제공하여 게임을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 다.

와 같은 운 시스템을 실제 모바일 게임 “몬스터마

스터”의 운 시스템에 용, 실제 용 데이터를 분석하

여 모바일 게임에 효율 인 게임 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자 한다.

2. 모바일 게임운영 시스템 연구

2.1 “몬스터 마스터” 게임소개

[Fig. 1] Game screen of monste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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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aement system 
type

Function

User Support System

- Q & A

- Send Item

- Restore Item

User Analysis System

- User Information

- Sales (hourly / daily / monthly)

- Purchase History

- Use of Content (cash /gold)

- Check Item Upgrade History

- Check Item (hold, creat, remove) 

- Check Monster (hold, create, remove)

- Check PVP battle

<Table 1> "Monster Master" Management system
Function

Content Management 

System

- Instant dungeon 

  (add / creation / remove)

- Coupon (check / create / remove)

- Gift box / Send message

- Attendance Reward System

- Item upgrade option

- Colosseum option

- Time event option

- Notice

- Pop-up ad

“몬스터 마스터”는 턴기반의 RPG이며, 캐릭터를 육성

하고 몬스터를 수집하여 자신만의 을 꾸려 이를 

하는 게임이다. [Fig. 1]은 몬스터 마스터 이 화면이

다. 특히 인스턴트 방식의 던 을 사용하여 각 스테이지 

마다 차별을 두었으며 이 시간이 짧다. 유 는 게임 

이를 진행하여 아이템획득  장비강화를 할 수 있

으며,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하여 몬스터를 사냥 수집 한

다. PVP 제공을 통해 유 간 결을 통해 보상을 지 하

는 게임으로 지속 인 업데이트와 콘텐츠내 이벤트  

서비스 운 이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2 게임 운영 시스템

"몬스터마스터"는 운 시스템의 구조는 [Fig. 2]와 같

이  사용자 지원시스템, 콘텐츠 분석시스템, 콘텐츠 운

시스템으로 구성하 으며, 운 시스템을 웹과 연동하여 

리자페이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2] The architecture of Management System

<Table 1>의 내용은 “몬스터 마스터” 각 게임의 운  

시스템의 기능정리 한 것이다

2.3 사용자 지원 시스템

사용자 지원시스템은 [Fig. 3]과 같이 보통 게임내 유

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게임 일반문의, 오류문의, 

비 번호 찾기 등 게임내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해 

주로 사용된다.

[Fig. 3] Typical functions of a User Support System

일반 인 PC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보통 웹페이지

를 구축한후, 1차 인 게임내 오류  불편사항을 웹페이

지로 문의  답변을 제공한다. 2차 으로 보상이나 복구 

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스마트폰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

용자가 별도의 웹페이지 속 없이 콘텐츠내에서 서비스

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 하 다. 

[Fig. 4]와 같이 유 는 콘텐츠 내에서 별도의 속없이 

1:1문의를 진행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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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ster Master user support system

2.4 사용자 분석 시스템

운 진  개발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캐릭터 

ID, 결제기록, 속기록, 아이템 보유이력 등 게임내 데이

터를 제공하여 게임 밸런스 조  등 에 도움을 주며, 게

임내 오류 등을 확인하는데 쓰인다.

별도의 리자 페이지를 통해 속하여 실시간으로 

유 정보, 캐릭터  아이템 정보, 결제  사용 기록 등 

게임 반 인 데이터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Fig. 5]과 같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 다.

[Fig. 5] The architecture of User Analysis System 

2.5 콘텐츠 운영 시스템

[Fig. 6] The architecture of Content Management 
System 

콘텐츠 운  시스템은 [Fig. 6]과 같이 크게 데이터 운

시스템, 이벤트 운 시스템, 기타 운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다.

데이터 운  시스템은 아이템 추가와 아이템 기능의 

변경은 물론 새로운 던 추가  몬스터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Fig. 7]과 같이 테스트 서버에서 1차 인 테스

트 후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실 서버에서 직  용하여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7] data error correction process

이벤트 운 시스템은 선물보내기, 특정 시간 속시 

보상, 출석 보상은 물론 아이템 강화 확률 증가, 경험치 

획득량 증가, 골드획득 증가 등 서버의 데이터 수정을 통

하여 유 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제공이 가능하다. 

기타운  시스템으로 공지사항 사항 달, 팝업 고 호

출, 푸쉬메시지 송을 제공하여 콘텐츠 운  시스템을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이처럼 콘텐츠 운 시스템은 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수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의 효율

인 운 이 가능하다.

3. 게임운영 시스템 적용 사례

3.1 사용자 지원 시스템 사례

사용자 지원 시스템은 보통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

의 GM 는 서비스 운 자들의 일을 체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게임 오류  결제환

불 요청시 10분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게임내 이벤트 

 아이템 복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Table 2>는 몬스터 마스터에서 지원시스템

을 활용하여 서비스한 횟수이다.

구나 손쉽게 사용자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결제 환불  보상을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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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ame error or refund 235

In game event reward 2665

Send item 555

Restore item 56

<Table 2> The system uses the number of user 
support

3.2 사용자 분석 시스템 사례

사용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보통 게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유 가 이를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

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게임 개발부서는 이 시

스템을 활용하여 업데이트 방향이나 과  모델개선 등을 

진행 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추출한 데이터

는 <Table 3>, <Table 4>, <Table 5>, <Table 6>와 같다.

Total user 23,109

Total leave user 725

ioin user (daily) 46

 Normal using session 2000

Normal using session (1 user) 1

<Table 3> Log in data analysis

purchase Hatch Monster 57% 사용

Purchase Protection Stone 17% 사용

Purchase Avatar 14% 사용

Purchase Others 12% 사용

<Table 4> Cash Usage analysis

Level User
Consume cash for 

person

1-5 7802 150

6-10 5553 550

11-15 3421 950

16-20 2812 2550

21-25 2122 2600

26-30 1151 3250

31-35 201 7500

36-40 32 30000

Over 41 15 150000

Total User 23109 1336원

<Table 5> Payment Information by level

Time Revenue (%)

A.M 01:00 35

P.M 22:00 21

P.M 20:00 15

P.M 17:00 11

<Table 6> Revenue of analysis time 

데이터 기록을 살펴보면 총 회원수 비 3%정도의 회

원이 탈퇴를 하 으며, 하루 평균 2000명 정도가 속을 

하여 게임을 실행한다. 룬(캐쉬아이템)의 사용의 경우 몬

스터 부화가 57%로 월등히 높으며, 체 사용자의 일 평

균 결제 액은 1336원정도로 나타나며, 특히 고 벨로 

갈수록 결제 액이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시간별 매출은 

오  01:00시에 결제를 가장 많이 하 으며, 체 으로 

오후 시간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스템을 통

해서 쉽게 알 수 있었다[5,6,7].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진행 함은 물

론, 게임내 운 을 효율 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오후 22:00와 20:00시에 결제율이 높은 이유는, 

이 시간때 주로 게임내 이벤트를 진행하여 속을 유도

하 기 때문이다.

3.3 콘텐츠 운영 시스템 사례

콘텐츠 운  시스템은 데이터 오류 수정 외 이벤트 진

행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쓰이기도 한다.

주로 유 들이 속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제공해주

거나 게임내 데이터를 리자가 임으로 수정하여 유 들

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콘텐츠 운  시스템은 서비스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한 효율 인 시스템 이다.

기타 운  시스템은 요한 공지사항 는 이벤트 알

림의 활용으로 쓰이며, 리자 페이지에서 이미지와 링

크주소를 리 할 수 있다. [Fig. 9]와 같이 유 들에게 

이미지 고와 같은 팝업기능을 통하여 게임내 정보나 

이벤트를 효과 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이미지 뿐만아니

라 [Fig. 10]과 같이 팝업을 선택시 해당 사이트로 링크를 

유도하는 기능도 제공 한다. 

콘텐츠 운  시스템을 통하여 게임의 GM 는 서비

스 운 자 역할이 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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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ame Dungeon Event Screen

[Fig. 9] Community cafe link Screen

4. 결론

본 연구는 재 서비스 인 게임“몬스터 마스터”의 

실제 구축된 모바일 게임 운  시스템과 사례를 바탕으

로 기술 하 다.

기존의 모바일 게임은 클라이언트 주의 게임이었지

만, 최근에는 온라인 서비스 기반의 모바일 게임들이 등

장하며서 게임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다. 

사용자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유 들의 문의나 환불요구

를 손쉽게 처리 할 수 있었으며,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여 실제로 운  

시스템에 용하거나, 향후 업데이트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를 들어 벨 10이하의 유 가 게임을 이탈하는 데

이터 수치를 분석하여, 시나리오나 튜토리얼을 보다 간

소화 시키고, 반에 지 되는 룬(캐쉬)의 사용출처를 분

석, 반에 부분 유 들이 몬스터를 부화하는데 사용

하는 것을 기반으로, 부화 확률을 조 하는 등 벨 10 

이하 유 의 이탈율을 이는데 노력 하 다. 그 외 결제

율이 많은 시간 에는 강화확률을 증가시켜 유 가 보다 

재미있게 몰입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등 데이터 기반

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게임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운  사례  기

능들을 상하여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 기획단계

에서 많은 을 고려해야 하며, 기획 단계에서 개발비용

이 증가하긴 하지만, 향후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운 시

에는 운 인력을 최소화는 물론, 운  시스템을 통하여 

손 쉽게 유 들에게 서비스 지원  리가 가능하며, 게

임내 콘텐츠 확장  이벤트도 가능 하다. 정확한 게임 

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하여 객 인 콘텐츠 평가와 

함께 매출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실제로 google, unity3d, igaworks, 5rocks 같은 기업

들이 데이터 분석 랫폼을 만들고 개발사들에게 데이터 

분석툴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실제 모바일 게임에 탑재

되어 게임에 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10,11].

앞으로 다양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한 피드백 과

정을 통하여, 발 된 게임운  시스템 연구를 통하여 향

후 게임서비스에 용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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