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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부분유료온라인 게임에서 유저의 게임 이용 기간과 처음 결제 시기간의 상관관계의 검증을 통해 점차 중요도가 높아

지고 있는 게임 이용 기간에 대한 요소로서 처음 결제 시기가 적절한지를 알아보았다. 게임 이용 기간과 처음 결제 시기의 상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실행하였고 처음 결제 시기가 게임 이용 기간에 양적인 방향으

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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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 게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게임 대부분은 수익모델

로 부분유료화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부분유료화모델은 게임의 중심이 

되는 콘텐츠와 기능 등을 무료로 제공하되 플레이어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콘텐츠 등을 유료로 판매하는 모델이다. 부분유료모델은 

유저에게 무료로 게임 상품의 핵심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게임 자체에 

대한 접근성 높이고,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게임 내 유료 콘텐츠에 

대한 구매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부분유료모델은 기본적으로 유저에게 구매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지 못하면 수익 자체가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게임의 이용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점에서 부분유료화 

모델에서 유저의 게임 이용기간은 유료 콘텐츠의 구매기회가 유저에게 

생성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저들로부터 게임 이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수익을 내는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기 힘들어진다. 

부분유료모델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 주요 수익 모델이 되면서 

게임 이용 기간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졌고, 게임 이용 기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재진은 “라인 게임 소비자 

충성도 유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이러한 요소로 충성도, 구전, 

플로우 등의 요소들이 게임 이용기관과 영향이 있다고 말한다[1].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소 중 하나로 처음 결제 시기가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 이용 기간과 결제 시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I. The Main Subject

Cong Xiaojing은 “소비자의 구매 지연 기간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경험재의 경우 탐색재보다 구매지연에 구매의

도가 받는 영향이 더 크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2]. Cong Xiaojing은 

경험재의 불확실성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의도가 

더 하락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기능과 콘텐츠가 

확장되는 게임의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구매지연을 줄이기 위해 게임사에서는 처음 

결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은 

처음 결제에 혜택을 주어서 해당 게임의 유료 콘텐츠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주어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과 

구매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 유료 게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도 

경혐재의 속성을 가진 상품이므로 게임 내부의 유료 콘텐츠에 대한 

가치 판단에 앞서 유저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판단

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첫 결제를 했다는 것은 

유저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가치판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료 콘텐츠 판매에 영향을 주는 이용기간에 

양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날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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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처음 결제 시기와 게임 이용 기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설문은 

게임의 이용기간, 처음 결제일, 플랫폼, 게임 이름을 조사항목으로 

만들었다. 게임 커뮤니티 선정의 경우 부분유료모델을 채택한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 응답은 PC게임 117건, 모바일게임 

148건을 수집하였다. 설문 분석은 종속변수로 게임 이용 시기, 독립변

수로 처음 결제시기를 선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466a .217 .214 21.27602

ANOVA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회귀 33024.968 1 33024.968 72.956 .000b

잔차 119051.938 263 452.669

전체 152076.906 264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15.532 1.469 10.570 .000

Payment_ti

me
1.800 .211 .466 8.541 .000

Table 1.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분석 결과 R 제곱값은 0.217이 나왔다. F값은 72.956으로 나왔고 

변수 게임 이용 기간(total_month)과 독립변수 처음결제 까지 걸린 

일수(payment_time)의 상관관계는 0.05 퍼센트 이하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가설이 성립 되었다. 

그러므로 처음 결제 시기가 게임 이용 기간에 유의미한 양(+) 

방향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실제 게임 이용 기간에 대한 요소로 

처음 결제 시기는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부분 유료모델에서 

유저의 유료 콘텐츠 처음 구매 시기가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의 핵심 

콘텐츠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III. Conclusions

PC,모바일 온라인 게임의 대부분이 채택한 부분유료온라인 모델에

서 게임 이용 기간의 중요성은 높다. 본 연구는 게임 이용 기간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처음 결제 시기가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처음 

결제 시기는 게임 이용 기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처음 결제 시기는 게임 이용 

기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적합 하다고 결론 내렸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설문지 설계 부분에서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확정하지 않아, 처음 결제시기까지의 게임 이용 기간은 표본으로써 

부적합함에도 부분적으로 사용 됐다. 또한 오래한 게임이 아닌 즐겨하

는 게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대적으로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들 

때문에 표본의 분포가 특정 구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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