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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BA game is updated every year with a new season, the new season update brings fun to 

the game users and also makes them feel unfamiliar with the new gameplay. In order to let game users 

better adapt to the new season, this study will extract the new season balance evaluation factors. Firstly, 

we used one-on-one review to collect the unbalanced factors that game users had encountered at the 

beginning of the new season of the MOBA game, and secondly, we organized the collected review data 

into a questionnaire and conducted a survey. The first step of the experiment was to filter out the lower 

factor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extract the balance evaluation factors of the MOBA game 

new season. The second step of the experiment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well as to confirm the appropriateness and explanatory value of the factors. 

The analysis resulted in "Game character experience", "Game view's expression", "Game level", and 

"Composition of the game setting" are the four factors. Finally,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e most 

relevant factor for game satisfaction is the "Game character experience", and each factor is correlat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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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NPD의 보고서

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내 게임 상

품의 판매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1].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3가지 PC 게임의 “Google trends”는 Fig. 

1과 같다.

<League of Legends>는 <PlayerUnknown's Bat-

tlegrounds>와 <Apex Legends>에 비해 안정된 라

인을 보여주고 있다. <PlayerUnknown's Battle-

grounds>와 <Apex Legends>는 서바이벌 슈팅 게

임 장르로 4년간에 갑자기 호평을 받기 시작하였고 

<League of Legends>보다 비교적 변동이 심한 편

이다[2]. 이런 현상의 원인 중 주요 원인은 서바이벌 

슈팅 게임의 환경이 비교적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유

저 자신의 전략과 팀원 간의 협조의 비중이 높은 

<League of Legends>에 비해 <PlayerUnknown's 

Battlegrounds>와 <Apex Legends>는 개인의 능력

과 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보람이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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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oogle trends for <League of Legends>(Blue), <PlayerUnknown's Battlegrounds>(Red), <Apex Legends> 

(Yellow).

Table 1. 2009~2020 Changes in the game graphic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임 보다 적게 느껴지게 된다. 안정된 게임 환경은 초

반에 유저에게 호평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 게임 환

경에 익숙해지면 유저는 게임에 쉽게 싫증을 낸다. 

이러한 현상을 대비하여 <League of Legends>는 

시즌이 바뀔 때마다 게임 환경이나 게임 아이템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전 시즌에 인기가 없었던 캐릭터를 

새롭게 리디자인하여 출시하고 있다.

2. 연구문제 제시

MOBA 게임 <League of Legends>는 Table 1과

같이 매년 시즌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게임을 업데이

트(Update)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유저들에게 익숙

하지만 새로운 게임 체험을 느끼게 한다. 매년 유저

들의 게임 체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게임 플레이

에 대한 전략 또한 영향을 받아 자주 사용하는 캐릭

터도 매 시즌마다 바뀌게 된다. 주류 캐릭터는 뉴시

즌에 따라 달라지며, 유저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캐

릭터나 오래된 캐릭터를 리노베이션 하여 이미 게임

에 익숙해진 유저들에게 게임 플레이에 참신한 느낌

을 부여한다. 하지만 유저들이 뉴시즌에 익숙해지는 

기간 동안 많은 게임 밸런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하며 수정

을 하고 있지만, 현재 MOBA 게임 밸런스에 관한 

연구는 “MOBA 게임의 메타게임(Metagame)으로 

보는 캐릭터 밸런스 연구[3]”, “MOBA 게임 밸런스 

개선을 위한 게임 카메라 밸런스 연구[4]”, “MOBA 

게임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5]”가 있

으며, 유저들의 종합적인 게임 밸런스 평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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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ague of Legends s5∼s10. (Google trends).

디자인 방면으로 반영한 연구는 “MOBA 게임 캐릭

터 스킨에 대한 게임 밸런스 연구[6]”로, 이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MOBA 게임은 장르의 특성상 다른 게임에 비해 

공평과 평등이 강조된 게임이다. 하지만 MOBA 게

임의 안정되고 고정불변한 아이템들로 인해 게임 유

저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

시즌이 시작할 때마다 게임 아이템을 익숙하면서도 

사용법이 다른 플레이 방법으로 디자인하고 게임 그

래픽도 당시의 트렌드에 맞게 리노베이션 한다.

Google trends(2015∼2020년)에 따르면 새로운 시

즌이 시작하면서 게임(League of Legends) 인기도

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개월 기간을 걸쳐 다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게임 

유저는 뉴시즌의 새로운 플레이 방식에 대해 받아들

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2).

뉴시즌의 새로운 게임 룰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어떠한 게임 밸런스 요인

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게임 콘텐츠들이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평가를 위해 게임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적 

요소 중 수정이 필요한 평가 요인을 추출하여, 유저

가 선호하는 뉴시즌의 최적화된 디자인 방안을 제시

하여, 게임 기획자와 게임 디자이너에게 기초참고자

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프로세스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PC 플랫폼인 MOBA 게

임은 10종이 있다. 이 중에서 인지도, 선호도, 시장점

유율이 높은 게임은 <League of Legends>, <Dota 

2>, <Heroes of the Storm>, <Marvel End Time 

Arena>, <Battlerite>, <Ascendant One>이다.

본 연구는 뉴시즌의 게임 밸런스 평가요인을 추출

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요인을 

추출하는 데 있어 참고하는 게임은 운영 기간이 길고 

시즌이 많이 바뀐 게임으로 선정해야 전반적으로 게

임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긴 운영 

기간을 갖춘 <League of Legends>를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유사 논제에 관한 선행연

구와 국내외 문헌자료 및 인터넷 자료 조사를 병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 MOBA 게임 뉴시즌의 변화, MOBA 

게임 뉴시즌의 밸런스, MOBA 게임 밸런스와 유저

의 만족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등의 관련 연구를 참

고하여 조사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MOBA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1차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1 대 1 

리뷰 조사로 MOBA 게임 뉴시즌이 밸런스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을 수집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

험에서 조사한 항목들을 정리하여 구성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뉴시즌 게임 

밸런스 평가 척도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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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earch process.

Table 2. New season game character update.

Kayle renewal Mordekaiser renewal Morgana renewal Pantheon renewal

AMOS 26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또한 수집된 자료는 SPSS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4개 요인구

조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별 타당성 검증

(Discriminant validity)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언급하

여 마무리하였다.

4. 이론적 고찰

4.1 MOBA 게임 뉴시즌의 변화

뉴시즌의 업데이트는 크게 2가지로 게임 그래픽 

디자인의 업그레이드와 게임 새로운 아이템 및 플레

이 방식의 변화이다. 게임 그래픽 디자인은 주로 게

임 캐릭터 디자인의 업그레이드, 게임 레벨 디자인의 

업그레이드, 게임 GUI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로 게임 

그래픽을 현재 유저의 심미성에 맞추어 변화를 준다.

Table 3에서 매년의 캐릭터의 픽(Pick)율 변화[7]

를 보면 유저는 시즌마다 선호하는 캐릭터가 달라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시즌의 업데이트로 인해 게

임 과정에 유리해진 캐릭터가 있는 반면 시즌의 변화

로 불리해진 캐릭터가 있다. 그러므로 게임 밸런스는 

뉴시즌의 업데이트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4.2 MOBA 게임 밸런스와 유저의 만족

게임 밸런스란 게임 내에 서로 다른 캐릭터의 PVP 

(Player Vs. Player)로 능력치에 대한 평형성을 실현

하는 것으로[8], Andrew Rollings, Dave Morris 

(2004)의 연구에 따르면 게임 밸런스에는 세 가지 요

인 유형이 있다. 유저와 유저의 상호작용 밸런스 요

인, 유저와 게임 플레이의 상호작용 밸런스 요인, 게

임 플레이와 게임 플레이의 상호작용 밸런스 요인이

다[9].

유저와 유저의 상호작용 밸런스 요인은 게임을 공

정하게 만들어 유저가 게임을 할 때, 자신의 기술 외

에 다른 특별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

리킨다. 게임이란 행운이 있을 수 있지만[10], 모든 

유저에게 균일하게 승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유

저와 게임 플레이의 상호작용 밸런스 요인은 게임 

유저가 게임에 대해 학습한 노력과 게임 플레이에서 

취득한 보상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게임 

유저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게임 플레이 그 자

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게임 플레이

와 게임 플레이의 상호작용 밸런스 요인은 게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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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2015∼2020 <League of Legends> character pick rate.

rank
Mar 2015 Mar 2016 Mar 2017 Mar 2018 Mar 2019 Mar 2020

Character Pick Character Pick Character Pick Character Pick Character Pick Character Pick

1 Ahri 19.52% Lux 15.48% Ahri 18.43% Ahri 8.82% Zed 12.93% Yasuo 10.97%

2 LeBlanc 14.24% Ahri 13.53% Orianna 14.28% Zed 8.08% Yasuo 9.89% Sylas  9.16%

3 Zed 13.05% Zed 13.31% Zed 13.78% Yasuo 7.75% LeBlanc 9.84% Diana  9.02%

4 Katarina 10.49% LeBlanc 12.19% Ekko  8.17% Twisted Fate 7.46% Ahri 7.99% Katarina  8.62%

5 Xerath 10.22% Twisted Fate 10.85% Twisted Fate  8.15% Orianna 7.35% Sylas 7.21% Zed  8.24%

6 Orianna  9.47% Yasuo  9.68% Syndra    8% Ryze 6.46% Vladimir 6.93% Kassadin    7%

7 Annie  8.36% Fizz  8.46% Talon  7.02% Fizz 6.19% Zoe 6.74% Vladimir  6.86%

8 Yasuo  7.12% Azir  8.19% Katarina  6.93% Ekko 6.13% Xerath 6.66% Fizz   6.8%

9 Lissandra  5.83% Corki  6.72% Fizz  6.82% Anivia 6.11% Orianna 6.42% LeBlanc  6.72%

10 Viktor  5.73% Orianna  5.97% Lux  6.78% Kassadin  5.8% Lux  6.3% Ahri  6.22%

기능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 전사의 검이 다른 전사의 검보다 두 

배 더 강한 피해를 입게 할 수 있으면 구입한 비용이 

2배가 더 비싸거나, 그에 대응된 두 배 더 강한 피해

를 막을 수 있는 방패도 다른 유저가 취득할 수 있도

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정확한 대칭을 유지하면 된다. 게임 유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 속도, 히트 포인트(HP, Hit point) 등 모든 

아이템과 속성들을 상대팀과 똑같이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게임 레벨의 자원 배치가 대칭이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유저의 대칭성에 대한 문제는 가장 공정

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게임 플레이하는 동안 재미 

요소가 줄어든다.

MOBA 게임에서는 유저들이 시간을 투자 한 만큼 

실력이 올라가고, 게임의 승리로 보람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게 된다. MOBA 게임은 유

저가 게임을 잘하든 못하든 게임에서 자신만의 재미

를 찾고, 그 사소한 재미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게임에서 혼자의 힘으로 상대팀 캐릭터를 

물리친 것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스스로 포탑을 

파괴하여 상금을 받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쉽게 한 

판의 게임을 승리하는 것보다 많은 전투와 전략 과정

을 통해 승리한 게임에 유저는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게임 특성상 MOBA 게임은 매 프레

임이 기록되어 있어 게임 회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와 처벌이 다

른 게임에 비해 엄격하다. 이러한 공평한 게임 환경 

속에서 유저는 서로 비슷한 실력을 갖춘 유저들과 

플레이를 하게 된다. MOBA 게임에서 같은 팀원들

과 상대 팀원들에 있어 역량이나 실력이 비슷할 때, 

보다 다양한 과정을 겪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더욱더 

보람을 얻게 된다. 즉, 승리하는 과정이 어려우면 어

려울수록 게임은 더 보람을 느끼게 되며 게임 만족도

가 증가하게 된다. 이진형(2019)의 연구에 따르면 게

임 만족도는 게임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또다시 게

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

혔다[11]. 그러므로 게임 밸런스와 게임 만족도 사이

의 균형이 벗어나지 않도록 유저가 유저의 기준으로 

게임 밸런스를 평가하는 것은 수학적인 게임 밸런스

와 같이 중요하다.

5. 실증 연구

5.1 게임 밸런스 문제점 자료 수집

MOBA 게임 밸런스 중에서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MOBA 게임 플레이하는 30명의 유저를 설문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문제 설정은  현재 게임 속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들을 조사하려는 목

적으로 <League of Legends>에서 어떤 밸런스의 

문제점을 발견했는지에 대해 1 대 1 리뷰 조사를 진

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 다

음 Table 4와 같다.

설문 문항은 MOBA 게임 유저인지 분류할 수 있

는 SQ 문제 3문항과 요인 축소를 위한 질문 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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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lance issues in the new season of the “League of Legends”.

Question: What balance issues have you lost interest in the new season in "League of Legends"?

The coordination between characters role, Rationality of character's role combination, Difficulty of the 

character, Weight of character cooperation, Rationality of character combinations, Uniformity of GUI for 

Inform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Rationality of GUI, Uniform GUI for skill representation, Rationality 

of the team's GUI design, Minimap location settings, The focus of the game camera, The angle of the game 

camera, Rationality of the field of view of the game, The game's perspective expression, Uniformity for 

each team's game view, The composition of the game levels for each team, Rationality for the location of 

jungle buffs, The proportion of baron and dragon in the game, Rationality of baron's position, Rationality 

of dragon's position

Table 5. Balanced evaluation factor of the MOBA game's new season.

No Variable Factor
Rotated Factor Pattern Cronbach`s

alphaPC1 PC2 PC3 PC4

2

3

4

5

9

Weight of character cooperation

Rationality of character combinations

Uniformity of GUI for Inform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Rationality of GUI

The angle of the game camera

Game character 

experience

.734

.706

.659

.580

.509

.710

11

10

8

6

Uniformity for each team's game view

The game's perspective expression

The focus of the game camera

Uniform GUI for skill representation

Game view's 

expression

.811

.796

.617

.527

.735

12

13

The composition of the game levels for each team

Rationality for the location of jungle buffs
Game Level

.921

.920
.887

1

7

The coordination between characters role

Minimap location settings

Composition of 

the game setting

.775

.761
.510

KMO(Kaiser-Meyer-Olkin)=.724

Cumulative 18.279 36.334 50.964 62.677

N=169Variance

Explained
2.376 2.347 1.902 1.523

으로 구성하였다. 각 선택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출된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요인의 하위 요인을 선

정하였다.

5.2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

MOBA 게임에서 유저가 느끼는 밸런스 요인 자료

를 축소하고 그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된 설문지를 SPSS 26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평가 요인은 

고유값을 1.5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Varimax 

방식으로 요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Table 7과 같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Rotated 

factor pattern이 0.5 이상의 항목들로만 분석하였다. 

최종 7개의 항목이 제외되었고 13개 항목이 하위 요

인으로 선정되었으며, 4개의 MOBA 게임 뉴시즌 밸

런스 평가 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분산(Cumulative)

은 약 62.7%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에 대한 설명도 값

(Variance Explained)이 제일 높은 ‘요인 1’은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이다. 게임 밸런스 요인에서 설명

력이 높은 만큼 ‘요인 1’의 중요성도 다른 요인에 비

해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각 요인의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4개의 요인의 신뢰도를 각각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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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ructure model fit indices.

df χ2 p-value CFI TLI RMR RMSEA
RMSEA(90)

LO HI

Factor model 61 136.169 .000 .874 .838 .061 .086 .067 .105

χ2
(df)=136.169(61), χ2

/df=2.232

Fig. 4. Four-factor model.

Cronbach α 값이 ‘요인 1’=.710, ‘요인 2’=.735, ‘요인 

3’=.887, ‘요인 4’=.5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 1’, 

‘요인 2’, ‘요인 3’은 Cronbach α 값이 0.6 이상으로 

표시되어 신뢰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요인 

4’만 다소 낮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 문항의 내용에 맞게 추출된 4개의 요인

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요인 1’은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으로, ‘캐릭터 

협조 비중’, ‘캐릭터 조합의 합리성’, ‘GUI 정보 전달 

통일성’, ‘GUI 분포 합리성’, ‘게임 카메라 각도’에 대

한 문항 5개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게임 뷰 표현’ 요인으로, ‘팀별 게임 카

메라 통일성’, ‘게임 원근거리 표현’, ‘게임 카메라 포

커스’, ‘GUI 스킬 표현 통일성’에 대한 문항 4개로 구

성되었다.

‘요인 3’은 ‘게임 레벨’ 요인으로, ‘팀별의 레벨 구

성’, ‘정글 버프의 위치 합리성’에 대한 문항 2개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게임 설정의 구조’ 요인으로, ‘캐릭터들

의 상호 관계’, ‘미니맵의 위치와 구성’에 대한 문항 

2개로 구성되었다.

5.3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평가에서 4개 요인의 구조가 적합한지를 검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x2(Chi-square) 136.169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모형과 자료가 유의미한 것으

로 밝혀졌다. 적합도 지수인 CFI, TLI값은 0.8 이상

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고, RMR값은 

0.08 이하 RMSEA값은 0.1이하로 수용할만한 적합

도를 나타냈다(Table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Fig. 3과 같이 제시

하였다. 

MOBA 게임 뉴시즌 개발 시 게임 유저들이 만족

할 수 있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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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 convergent validity of new season balance evaluation factors.

Name Mean SD
Correlations

AVE C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Game character experience 3.7964 .5638 1 0.431681589 0.775989305

Game view's expression 3.5325 .6133 .461
**

.212521
1 0.514882486 0.806219444

Game Level 2.8432 .9655 .081
.006561

.261**

.068121
1 0.809973586 0.893976173

Composition of the game setting 3.4142 .7461 .299
**

.089401

.283
**

.080089

-.056
.003136

1 0.38181046 0.55261441

Satisfaction 74.0769 20.3092 .320
**

.127
*

.063 .138
*

Table 8. Definition of Balanced evaluation factor of the MOBA game's new season.

Factor Name Definition

Game character experience
Evaluation criteria of the operation method of the game character 

and the rationality of the character experience

Game view's expression
Evaluation criteria of the game graphics performance, the uniformity 

of the game graphics and the graphic design of the game graphics

Game Level
Evalu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game jungle and the rationality 

of each team's game level

Composition of the game setting
Evaluation criteria of the game character's role setting and game 

composition setting

일이다. 뉴시즌의 밸런스를 유저의 기준에 잘 맞추기 

위해 밸런스를 평가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게임 

밸런스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OBA 게임 뉴시

즌 밸런스를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을 게임 밸런스의 

척도로 만들어 타당화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잠재 변인의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

ity)을 살펴보기 위하여, CR(Construct Reliability)

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산출하였

다. Table 7에서 본 연구의 AVE값을 보면 ‘게임 뷰 

표현’, ‘게임 레벨’의 AVE값이 0.5 이상으로 하위 요

인들이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충족하다고 밝혔

다. ‘게임 캐릭터 체험’과 ‘게임 설정의 구조’는 AVE

값이 각 0.43 0.38로 하위 요인들이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CR값의 기준

으로 ‘게임 캐릭터 체험’, ‘게임 뷰 표현’, ‘게임 레벨’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게임 설정의 구

조’ 요인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기준이 변화되는 요

소이다. 그러므로 ‘게임 설정의 구조’ 요인을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평가항목에 넣되 계량화할 수 

없는 요인이기에 서술식 평가를 진행해야 합당하다.

다음과 같이 추출된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평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의 기술통계량을 살펴

보면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M=3.7964 SD=.5638)

의 평균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게

임 뷰 표현’ 요인(M=3.5325 SD=.6133), ‘게임 설정의 

구조’ 요인(M=3.4142 SD=.7461), 가장 낮은 평균점

은 ‘게임 레벨’ 요인(M=2.8432 SD=.9655)으로 나타

났다.

상관 분석 결과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은 ‘게임 

뷰 표현’ 요인과 밀접한 관계(r=.461**)가 있는 것으

로 MOBA 게임에서 게임 뷰 표현이 달라지면 게임 

캐릭터 체험감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게임 설정의 

구조’는 ‘게임 캐릭터 체험’(r=.299**)과 ‘게임 뷰 표

현’(r=.283**)에 약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

다. 따라서 ‘게임 설정의 구조’에 대한 개선도 ‘게임 

캐릭터 체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게임 뷰 표현’에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 만족도와 추출한 4요인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만족도와 제일 많은 상관

관계를 가진 요인은 ‘게임 캐릭터 체험’(r=.32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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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캐릭터의 사용감, 조합 효과와 역할에 대한 게임 

밸런스를 개선하면 유저의 게임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게임 뷰 표현’(r=.127*)과 ‘게임 설정의 구

조’(r=.138*)도 게임 만족도와 약한 상관관계를 드러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요인들이 모두 독립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 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결과 

모든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이 AVE값보다 

낮아 판별 타당성이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유저가 MOBA 게임을 플레이할 때 

느끼는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평가 요인을 추

출하고, 평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증

연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플랫폼이 PC인 MOBA 게임을 플레

이하고 있는 유저로 선정하였다.

1차 실험을 통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1 대 1 리

뷰 조사를 실시하였고, 리뷰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 문제를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적재량이 0.5이

하인 항목들을 제외하였고, 유저가 MOBA 게임에서 

느끼는 MOBA 게임 밸런스 평가 요인을 13개의 하

위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2차 실험은 1차 실험에서 진행한 탐색적 요인분석

에서 나온 요인의 타당도와 요인 구조에 대한 신뢰성

을 고찰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출

한 MOBA 게임 밸런스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추출된 요인 간의 

상관관계, 게임 만족도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MOBA 게임 뉴시즌에 대한 게임 유저의 밸

런스 평가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차 실험

과 2차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 유저가 느끼는 MOBA 

게임 밸런스 요인은 ‘게임 캐릭터 체험’,‘게임 뷰 표

현’, ‘게임 레벨’, ‘게임 설정의 구조’ 4가지로 분류되

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 Table 8과 같다.

둘째, 추출된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평가요

인 간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게임 캐릭터 체

험’ 요인이 가장 높은 평균점으로 나타났다. ‘게임 캐

릭터 체험’의 하위 요인 중 ‘게임 캐릭터의 조작법’과 

‘게임 플레이하는 동안 캐릭터 체험의 합리성’은 게

임 밸런스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 중 ‘게임 캐릭

터의 조작법’과 ‘게임 캐릭터 체험의 합리성’이 게임 

밸런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함께 묶인 하위 요인들

이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

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에 관

한 더욱 섬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에 이어서 ‘게임 뷰 표현’ 요

인 또한 그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출된 MOBA 게임 뉴시즌 밸런스 평가요

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요인 중에서 유저들이 

게임 밸런스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임 캐릭터 

체험’ 평가 요인이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게임 뷰 

표현’에 대한 평가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다음, ‘게임 캐릭터 체험’과 상관관계가 

밀접한 요인은 ‘게임 설정의 구조’이다. 이 3가지 요

인들과 게임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

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게임 캐릭터 체

험’요인, ‘게임 뷰 표현’요인, ‘게임 설정의 구조’요인

은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요인이 아닌 게임 만족도에

서는 함께 연동되어 움직이는 상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유저의 전반적인 게임 체험 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게임 밸런스 요인 중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게임 뷰 표현’ 요인과 

‘게임 설정의 구조’요인을 그다음으로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로는 MOBA 게임 뉴시즌의 밸런스 개선

을 위해 게임 데이트 플랫폼 사이트에 있는 빅데이터

를 이용하여 게임 캐릭터의 밸런스를 검증하여, 본 

연구에서 추출된 ‘게임 캐릭터 체험’ 요인과 관련된 

항목들을 수집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뉴시즌에 

맞는 캐릭터 리노베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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