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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플레이북을 국문으로 번역한 AB180(에이비일팔공)은 마케팅 솔루션 및 컨설팅 전문회사로, 
Amplitude의 전세계 파트너 중 최다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저 유입부터 전환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성공 전략을 컨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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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해커들이 고객 성공을 지원합니다. (AB180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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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플레이북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유저 리텐션(Retention)이 핵심입니다.

리텐션 없는 제품은 물이 새는 바가지나 다름없습니다. 마케팅이나 광고 등을 통해 신규 유저 획득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붓더라도,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 진성 유저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말이죠.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그로스 해킹 방법’을 나열하는 수 천, 수 만 개의 글이 존재합니다. 
소셜 미디어 활용법부터 광고 캠페인, 타겟 광고, 푸시 알림 등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들은 순간적으로 활성 사용자 수를 높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장기  
전략은 될 수 없습니다. 

이 플레이북은 다양한 비즈니스 버티컬 및 제품의 모든 성장 단계에 걸쳐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그로스 전문가이든 아니든, 이 플레이북을 통해 유저 행동을 활용하여  
리텐션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플레이북을 통해 아래 내용을 배워보세요.

• 사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 
• 유저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리텐션 분석의 중요성 
• 리텐션과 연관이 깊은 유저 행동을 파악하는 방법 
• 신규 유저를 일반 활성 유저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 활성 유저를 활발하게 인게이지하는 파워유저로 만드는 방법 
• 휴면 유저를 재활성화하는 방법

이 플레이북은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단발성 전략 또는 유사 ‘그로스 해킹 방법’ 
• 리텐션을 높이는 마법같은 비법

“유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회사가 정말 많은데요. 올바른 질문은  
“이미 획득한  유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가 되어야 합니다.

제이미 퀸트, Interstate Analytics 공동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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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CHAPTER 01

오늘날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30억을 넘어섰고, 매년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1) 보다 쉽고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데스크톱,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고객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들과 디지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 산업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휴기업 :

(1) Source: http://www.kpcb.com/blog/2016-internet-trend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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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y Retention: iOS vs. Android

iOS Android

iOS와 Android 유저 N-Day 리텐션. 제품 첫 사용으로부터 3일 
후에 유저의 20% 미만이 남습니다.

(2) Sourc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6623/number-of- 
 apps-available-in-leading-app-stores/

(3) Source: http://marketingland.com/report-mobile-users-spend- 
 80-percent-time-just-five-apps-116858

(4) Source: https://arc.applause.com/2015/02/05/another-reason- 
 app-discovery-completely-broken/

(5) Source: https://amplitude.com/blog/2016/10/12/1-trillion-events/

Fact: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두 
곳에만 현재 400만개 이상의 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2)

하지만, 모바일 유저들이 실제 사용하는 앱은 겨우 5
개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3) 많은 앱들이 설치 후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저 수가 너무 적어서 영어 기반의 iOS/
Android 앱 90%는 어떤 리스트, 카테고리, 장르에서도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4)

어떻게 하면 유저가 단순히 유입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잔존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꾸준히 그로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리텐션이 그로스에 있어서 왜 핵심적인 요소인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

• 그로스 단계와 상관없이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 본 플레이북의 구성

이번 챕터를 통해, 유저의 제품 사용 양상 및 유저 
인게이지먼트 지표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의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유저 유입이 전부가 아니다 
1.2 유저 리텐션으로 초점 전환하기 
1.3 유저 리텐션에 대한 고민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1.4 플레이북 활용법 

1.1 유저 유입이 전부가 아니다

돈을 쏟아부어 유저를 모으면 일시적으로 앱스토어 순위 
최상단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저의 
관심을 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Amplitude가 5억 
개의 모바일 기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5) 

평균적으로 80%의 신규 유저는 앱 다운로드 3일 후부터  
더 이상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모바일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유저들이 습관적으로 방문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어떤 서비스든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퍼널의 첫 번째 단계인 
유입에 성공하더라도, 밑 빠진 독처럼 유저가 하위 퍼널을 
통과하는 도중 이탈하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품의 
장기적 성장과 사업의 건전성은 유저를 얼마나  
잘 유지시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이를 통해 비로소 입증됩니다.

1.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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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저 리텐션으로 초점 전환하기

리텐션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많은 유저가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최고의 제품도 짧은 기간 내 많은 유저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텐션을 최우선 성장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장이 
정체되고 유저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활발하게 인게이지하는 충성 고객 기반을 쌓고 
지속적 성장을 이어가는 데에는 유저 리텐션을 높이고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저를 성공적으로 잔존시키는 기업은 그 반대에 비해 빠르게 
수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6) 리텐션은 기업(그리고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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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Curve

이 중요하게 여기는 활성 유저 수, 인게이지먼트,  
LTV(고객 생애 가치), 페이백 기간 등 모든 주요 핵심  
지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모든 개선 사항들은 그 외 바이럴, 
LTV, 페이백 기간 등 모든 다른 부분 또한 개선시킨다.  
리텐션은 말 그대로 모든 성장의 기반이며, 이것이  
리텐션이 왕(the King)인 이유다.”

브라이언 밸포어 
HubSpot 전 VP Growth, Reforge 공동 창업자

N-Day 리텐션을 측정할 때, 0일차는 일반적으로  
신규 유저가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한 날을 뜻합니다.   
0일차에 처음으로 제품을 사용한 유저 중 N일 후 재방문하여 
활성화된 유저의 비율이 N일차 리텐션이 됩니다. 여기에서 
최초 사용이란 모바일 앱의 경우 앱 다운로드 후 해당 앱을 
오픈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리텐션을 시각화하는 좋은 방법은 리텐션 커브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좌측의 그래프로 1월 1일~31일 기간 
중 앱을 처음으로 사용한 유저 코호트에 대한 리텐션 수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간 중 신규 유입된 
유저들 각각의 N일차 리텐션값 가중 평균을 보여줍니다.  
이 리텐션 커브에 따르면, 7일차 리텐션은 약 13%입니다.  
이는 곧 1월 1일(0일차)에 제품을 처음 사용한 사용자들 중,  
1월 8일(7일차) 기준 약 13%만이 재방문 및 액티브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리텐션값이 0일차에서 1일차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6) Source: https://amplitude.com/blog/2016/01/21/is-retention-like- 
 teenage-sex/

N-Day 리텐션

리텐션 커브(Retention Curve)

신규 유입된 유저 중, 첫 사용일로부터 N번째 날 
재방문한 유저 비율

특정 기간 내 일일 활성 유저의 평균 비율을 보여주는  
실선 그래프

핵심 용어

1.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이 그래프상에서는 최초 사용으로부터 1일이 지난 후 약 37%의 
유저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업계 평균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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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저 리텐션에 대한 고민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기업이 특정 그로스 단계를 지난 이후에나 리텐션이 
유의미하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주기적으로 재방문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저가 있다면, 
리텐션 최적화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기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리텐션을 높이는 전략을 짜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업만이 성장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그로스 단계에 따라  
리텐션 분석이 어떤 이점을 가져다주는지 살펴봅시다.

프로덕트 마켓 핏(PMF)을 달성하기 전 단계  
리텐션은 프로덕트 마켓 핏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7) 만약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티브 유저의 
리텐션 그래프가 점차 안정화되는 곡선의 형태가 아닌  
0을 향해 감소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근본적으로 
프로덕트 마켓 핏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제품 A는 초기 리텐션은 급감했지만, 
점차 약 45% 선에서 안정화되고 있으므로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품 B의 리텐션은 
안정화되지 않고 0을 향해 직선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유저 기반이 없음을 
뜻하므로,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7) Source: http://www.coelevate.com/essays/product-market-fit

(8) Source: http://www.nirandfar.com/2012/03/how-to-manufacture- 
 desi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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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는 단계 
아직 유저 기반이 없는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리텐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초기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유저가 우리 제품에 왜 후킹되는가” 라는 리텐션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니르 이얄(Nir Eyal)의 
말처럼, 여러분의 기술이 고객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유저들이 제품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유저를 장기적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8)

유저 리텐션의 베이스라인을 구축하는 단계 
초기 유저를 확보했다면, 리텐션 최적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앱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수정하고 버그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저들은 아무 때고 
충돌이 발생하는 앱을 참고 쓸 만큼 인내심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귀사의 제품이 유저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파워 유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일반 유저들이 파워 유저와 유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저 유입에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초기에 리텐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개선을 반복하는 단계 
리텐션 상태 진단 및 개선은 모든 그로스 단계에서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밀착도가 높고 유저들의 습관 형성을 
촉진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리텐션도 
측정해야 합니다. 유저의 잔존 및 이탈에 대한 나름의  
가설을 가지고 있더라도, 리텐션 지표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유저가 제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텐션을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 요소로 
삼고 이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챕터 3을 확인해보세요.

1.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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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플레이북 활용법

리텐션을 높여주는 단 하나의 성공 방정식은 없습니다.  
본 플레이북에서 제품의 리텐션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리텐션 커브에서, 브라이언 밸포어는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두 가지 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9) 

1. 리텐션 커브를 위로 올리기 
유저들이 신규 유입 후 초기에 이탈하지 않도록 제품을  
최초로 사용할 때의 경험을 최적화하고 제품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세요.

(9) Source: http://www.slideshare.net/tractionconf/the-holy-grail-of 
 -traction-brian-balfour-hubspot

2. 리텐션 커브 평평하게 만들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는 리텐션 베이스라인을 높이기 위해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훌륭한 제품 경험을 제공하세요.

본 플레이북은 이 두 가지 컨셉에 기반하여 리텐션을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리텐션 프레임워크 제안 
Amplitude는 비즈니스 버티컬 및 그로스 단계가 서로  
다른 8개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리텐션 프레임워크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들 고객사의 실제 유저 행동 데이터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리텐션을 개선하기 

Days Since First Use

20 30 40
Pe

rc
en

ta
ge

 o
f U

se
rs

 R
et

ur
ni

ng

100%

75%

50%

25%

0%
0 10

Flattening the Curve

Long-term 
user retention

위한 유의미한 인사이트 및 제안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챕터들을 통해, 유틸리티부터 이커머스,  
모바일 게임 분야에 이르는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유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리텐션을 개선하는 전략을 
도입하여 성장을 가속화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1.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읽기 자료

리텐션이 그로스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더 알고 싶다면 
아래 읽기 자료를 활용해보세요.

Why Retention is the King of Growth Strategy 
by Brian Balfour, Co-founder, Reforge & former VP of Growth, 
Hubspot

https://openviewpartners.com/blog/retention-
optimization-is-king-of-growth-strategy/#.
YG2CPxQzZqs 

New data shows losing 80% of mobile users is 
normal, and why the best apps do better 
by Andrew Chen, Growth, Uber

http://andrewchen.co/new-data-shows-why-
losing-80-of-your-mobile-users-is-normal-and-
that-the-best-apps-do-much-better/

How To Increase Growth Through Retention Analysis 
by Archana Madhavan, Amplitude Blog

https://amplitude.com/blog/2015/12/15/how-to-
increase-growth-through-retention-analysis/

http://_Why Retention is the King of Growth Strategy_
http://labs.openviewpartners.com/retention-optimization-is-king-of-growth-strategy/#.V6ltC5MrL4M 

http://andrewchen.co/new-data-shows-why-losing-80-of-your-mobile-users-is-normal-and-that-the-best-apps-do-much-better/
http://andrewchen.co/new-data-shows-why-losing-80-of-your-mobile-users-is-normal-and-that-the-best-apps-do-much-better/
http://andrewchen.co/new-data-shows-why-losing-80-of-your-mobile-users-is-normal-and-that-the-best-apps-do-much-better/
http://andrewchen.co/new-data-shows-why-losing-80-of-your-mobile-users-is-normal-and-that-the-best-apps-do-much-better/
http://andrewchen.co/new-data-shows-why-losing-80-of-your-mobile-users-is-normal-and-that-the-best-apps-do-much-better/
https://amplitude.com/blog/2015/12/15/how-to-increase-growth-through-retention-analysis/
https://amplitude.com/blog/2015/12/15/how-to-increase-growth-through-retention-analysis/
https://amplitude.com/blog/2015/12/15/how-to-increase-growth-through-retentio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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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CHAPTER 02

리텐션 개선 작업에 앞서, 먼저 현재 유저들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적합한 지표 트래킹 주기 
(일일/월간/주간 등)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아래 두 가지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① 핵심 이벤트 정의하기 
② 유저의 자연적인 재방문 빈도 알아보기 

제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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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품 사용과 관련된 중요 개념인 핵심 이벤트와 사용 
주기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의 
제품에 맞게 정의하는 것은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2.1 핵심 이벤트 이해하기 
2.2 제품 사용 주기 결정하기 
2.3 Take Action

가장 먼저,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을 확인해봅시다. 

*애널리틱스 도구 확인: 애널리틱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연동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유저 행동을 제대로 
트래킹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트래킹 중인 
이벤트를 분류 및 정리하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애널리틱스 도구를 리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플레이북의 부록을 확인하세요.

*베이스라인 메트릭 측정: 유저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기본적인 제품  
사용과 관련한 지표들의 베이스라인을 측정하여, p.19의  
“제품 베이스라인 진단” WORKSHEET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변화하는 메트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리텐션 전략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챕터 4의  
제품 분석 Toolkit에서 Amplitude가 추천하는 메트릭 및 
방법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 핵심 이벤트 이해하기

제품의 핵심 이벤트 및 사용 주기를 통해,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어떻게 여러분의 제품에 
잘 맞는 전략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이벤트란 무엇일까요? 
핵심 이벤트는 유저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취하는 액션으로, 
제품이 제안하는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만들고 싶은 행동이 있고 이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면,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 제품의 핵심 
이벤트입니다.

다시 말해, 핵심 이벤트란 행하기를 바라는 액션을 뜻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리텐션 측정을 통해 유저가 진정으로 
활성화되었는지, 나아가 지속적으로 잔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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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벤트는 몇 개까지 정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제품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당 한 개의 핵심 이벤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총 한 개의 핵심 이벤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핵심 이벤트를 갖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이 경우 가장 흔한 사례는 양면 시장(two-
sided marketplace)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와 판매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제품 사용 플로우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주로 유저들은 두 
그룹 중 한 쪽에 속하게 되며, 따라서 두 개의 핵심 이벤트를 
따로 정의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유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Uber의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 두 
유저군이 있습니다. Airbnb는 호스트와 게스트, Etsy는 
구매자와 판매자로 유저가 구분됩니다.

요약: 핵심 이벤트 결정하기 
핵심 이벤트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 유저가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수행했으면 하는 액션은  
 무엇입니까?

• 기업으로서 어떤 메트릭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메트릭을  
 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습니까? 이 메트릭과 연관된  
 유저 활동은 무엇입니까?

• 제품을 통해 다수의 핵심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신가요?  
 그 가치들은 무엇이며,  각각에 대한 성공 메트릭은  
 무엇인가요?

2.2 제품 사용 주기 정하기

제품 사용 주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리텐션 
수치를 통해 명확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미디어, 게임, 생산성 앱 등 매일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가 하면, 온디맨드 서비스, 이커머스,  
비용 관리 앱 등 사용 빈도가 낮은 제품도 있습니다.

왜 제품 사용 주기가 리텐션에 중요할까요? 

식사 배달 앱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1
주일에 한 번 정도 주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만약 일 단위 리텐션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리텐션 
그래프(p.14)를 보게 될 것입니다.

Completing a meditation session

Booking a class

Playing a game

Critical Event

Find and book nearby tness classes

Self-guided meditation 

Mobile MOBA games

What They Do

Mindfulness app

Lifestyle app

Mobile game publisher

Company

Airbnb의 핵심 이벤트 

Airbnb의 경우, 앱을 열어 등록된 숙소 리스트를 살펴보기만 

하는 유저들을 잔존 유저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앱 오픈은 

Airbnb에게 어떠한 비즈니스 가치도 제공해 주지 못하며,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Airbnb의 핵심 이벤트는 예약입니다.(1)  

EXAMPLE

 

Airbnb의 성장과 성공은 숙소를 등록하는 호스트와,  

그 숙소들을 예약하는 유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Amplitude 고객사들의 핵심 이벤트 예시들을 

살펴보시면, 모든 핵심 이벤트들이 유저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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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Daily & Weekly 
Retention for the Same Product

N-Day Retention N-Week Retention

첫 사용일 이후 리텐션 메트릭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리텐션 곡선은 해당 제품의 건강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N일차 리텐션은 해당 날짜에 
활성화된 유저의 비율을 알려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매일 음식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 리텐션 수치는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주 단위로 리텐션을 살펴봐야 합니다
(1일차-7일차, 8일차-14일차, 15일차-21일차 등). 유저들이 
제품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주기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의 건강도를 파악하는 데 일일 리텐션에 비해 주 단위 
리텐션이 훨씬 더 나은 지표입니다.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제품 사용 주기

유저들에게 기대하는 단위 기간별(일, 주, 월 등)  
제품 사용 빈도수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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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걸쳐 유저 리텐션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저들이 얼마나 자주 제품을 
찾을 것인지 기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챕터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시 
리텐션 수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올바른 리텐션 개선 
전략을 수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 프레임워크 
그렇다면 앱 사용 주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품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추측한 
예상 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다음의 4단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존의 유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사용 주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기간 내 적어도 두 번 이상 핵심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유저를 파악해보세요. Amplitude는 이 기간을  
 60일로 잡기를 추천합니다.  
  
 참고: 사용 주기가 한 달을 넘어가는 제품은 드물기 때문에,  
 60~90일이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60일로 설정할 경우,  
 유저가 적어도 60일 안에 두 번의 핵심 이벤트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2. 1단계에서 파악된 유저들이 첫 핵심 이벤트 수행 후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핵심 이벤트를  
 수행하는지 분석하세요.

3. 각 주기별로 핵심 이벤트를 재수행한 유저 비율을  
 누적 분포 함수로 표현해보세요.

4. Amplitude에서는 60일 내 핵심 이벤트를 재수행한  
 유저들의 80%가 해당 이벤트를  수행하는 주기를 분포  
 함수의 변곡점으로 보고, 이 지점을 제품의 사용 주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의 맥락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보다 깊게 
이해해봅시다.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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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property…

Cohort Current Users=

Meditation session completed

Users

All Users

..grouped by

where

..performed byFirst event 

N-Day Retention..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Meditation session completed

..then the return event 

A

Select event...B

1

Retention Analysis

Change to Usage Interval View

사례 적용하기

제품 사용 주기를 구해봅시다.
이전 페이지에서 다룬 프레임워크는 어떤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사용하든, 제품의 사용 주기를 계산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p.19) 워크시트의 
안내에 따라 4단계 프레임워크를 실습해 보세요.

Amplitude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Retention Analysis 
차트의 “Usage Interval” 기능을 통해 빠르게 제품의  
사용 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mplitude의 고객 중 마음 챙김 앱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앱의 핵심 가치는 유저가 마음 챙김 훈련과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며, 핵심 이벤트는 명상 세션 
완료입니다.

현재 유저가 얼마나 자주 명상을 위해 앱을 켜는지 알고 싶다면, 
Retention Analysis 차트에서 First Event 및 Return Event
로 “명상 세션 완료”를 설정합니다.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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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적용하기

그 후 “Change to Usage Interval View”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코호트 그룹에 속한 유저들이 핵심 이벤트인 “명상 
세션 완료”를 처음으로 수행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수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른 유저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 분포 곡선의 변곡점을 찾음으로써 제품 사용 주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차트의 변곡점은 대략 7일차에 발생합니다. 
즉 이 앱의 사용자들은 명상을 위해 주 1회 정도 앱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현재 유저의 62%가 명상 완료 
이벤트를 첫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Select property…

Cohort Current Users=

Meditation session completed

Users

All Users

..grouped by

where

..performed byFirst event 

N-Day Retention..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Meditation session completed

..then the return event 

A

Select event...B

1

Retention Analysis

100%

7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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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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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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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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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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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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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Cohort

View Users

Download Users

Show Streams

All Users: 62%
DAY 7

Change to Reten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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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주기 결정은 현재 유저들의 정확한 베이스라인을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에 따른 유저 리텐션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제품의 사용 주기를 정의해 봅시다. 
이번 챕터 마지막에 첨부된 워크시트를 활용해 보세요.

앞서 언급했듯 제품의 사용 주기를 기반으로 리텐션 분석을 
진행하고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체계적이며 정량적인 방식으로 제품 사용 
현황을 정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제품과 관련한 직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저 피드백과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 
또한 정량적인 지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2.3 Take Action

이제 여러분은 뒤에서 소개할 심층적인 리텐션 분석 방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룬 아래 액션 아이템들을 수행해보세요.

• 애널리틱스 분석 도구 확인

• 이벤트 분류 체계 정리

• 핵심 이벤트 결정

• “제품 베이스라인 진단” 워크시트 완성 

• “제품 사용 주기 결정” 워크시트 완성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용 주기가 한 달을 넘기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제품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프레임워크를 니즈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PRO TIP 읽기 자료

10 Steps to Get You Started With Behavioral 
Analytics
Archana Madhavan, Amplitude Blog

https://amplitude.com/blog/2016/06/14/10-
steps-behavioral-analytics/ 

Avoiding the Wheel of Meaningless Growth
Brian Balfour, Co-founder, Reforge & former VP of Growth, 
Hubspot

http://www.coelevate.com/essays/growth-
principle-two-seek-authentic-growth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https://amplitude.com/blog/2016/06/14/10-steps-behavioral-analytics/
https://amplitude.com/blog/2016/06/14/10-steps-behavioral-analytics/
https://amplitude.com/blog/2016/06/14/10-steps-behavioral-analytics/ 
https://amplitude.com/blog/2016/06/14/10-steps-behavioral-analytics/ 
(http://www.coelevate.com/essays/growth-principle-two-seek-authentic-growth)
http://www.coelevate.com/essays/growth-principle-two-seek-authentic-growth
http://www.coelevate.com/essays/growth-principle-two-seek-authentic-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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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 Description       Metric Value               Notes

New & Active Users  

Daily New Users over last 30 days  
Daily Active Users over last 30 days  
Monthly Activer Users over last 3 months  
Check for any important user properties, like platform, device, or location. 
Note any interesting ones here.  

Sessions  

Average session length over last 30 days  
Average count of sessions per user over last 30 days  
What times and/or days are sessions happening 
most frequently?  (ex. 3-5 pm, Saturdays)  

Top Events (User Actions)
List the top 5 events by total counts over the last 30 days  
Event 1:  
Event 2:  
Event 3:  
Event 4:  
Event 5:

제품 베이스라인 진단
이 워크시트에서 정의한 지표들을 통해 제품 사용과 관련한 베이스라인 메트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WORKSHEET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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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 Description       Metric Value               Notes

New User Retention
Measure the percentage of new users who return within the given timeframe  

Day 1  

Day 7  

Day 30  

Week 1  

Month 1  

Funnels  

Onboarding funnel: % conversion over last 30 days  

Critical path funnel: % conversion over last 30 days

If your product has an important funnel, such as a checkout or upgrade 
sequence, list that here  

Common User Paths  

Most common sequence of events after entering your product

ex. App Open > Song Played > Song Played > Playlist Created > Song Added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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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주기 결정
섹션 2.2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여 제품 사용 주기를 파악해보세요.

WORKSHEET

2. 핵심 이벤트 & 제품 사용 주기

핵심 이벤트를 열거해보세요. (섹션 2.1 참고) 

제품 사용 주기를 적어보세요.

Step 1 
60일 기간 내 적어도 두 번 이상 핵심 이벤트를 수행하는 현재 유저를 정의하세요. 
60일 기간 내 적어도 두 번의 핵심 이벤트를 각각 별도의 세션에서 수행하는 기존 유저의 
코호트를 생성하세요. (섹션 2.2 참고)

Step 2 
유저가 핵심 이벤트를 처음 수행한 시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수행하기까지 제품 사용 현황을 정의하기 위해 
의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하세요.

STEP 1에서 생성한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퍼널 
분석에서 Conversion Window 기간을 조정해보면서 
표를 채워보세요. 오른쪽 표와 같이, Conversion 
Window가 60일일 경우 기간 내 핵심 이벤트를 두 번 
수행한 유저 비율은 100%로 나와야 합니다.

Step 3 
타임 포인트를 표시하세요. 
STEP 2의 표에 나타난 수치를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여 실제 그래프 곡선을 확인해보세요.  
(섹션 2.2 예시 참고) 

Step 4 
제품 사용 주기를 결정하세요. 
제품 데이터 또는 STEP 2 표를 활용해, 60일 기간 내 적어도 두 번 이상 핵심 이벤트를 수행한 
유저들의 약 80%가 해당 이벤트를 두 번째로 수행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점을 제품의 
사용 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코호트의 80%가 이벤트를 두 번째로 완료하기까지 8일이 걸렸다면, 여러분의 
제품은 1주일의 제품 사용 주기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의 유저가 하루만에 두 
번째 이벤트 수행을 완료한다면, 사용 주기는 1일이 됩니다.

* 보다 분석이 용이한 주기로 반올림하기를 추천합니다.

- 매일(1일)  - 매주(7일)  - 격주(14일)  - 매월(30일)

Time to perform 
2nd critical event 
(in days) 

60
45
30
15
7
2
1
0.5

0.25

% users in cohort 
who have perfor- 
med 2nd event

100

Fill out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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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CHAPTER 03

애널리틱스 도구 및 현재 메트릭, 제품 사용 양상에 대한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제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유저들이 
어떻게 제품과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리텐션을 개선하기 
위한 Amplitude의 심도 깊은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제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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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

리텐션을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과, 이 방법을 Amplitude
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왜 유저를 신규/
현재/복귀의 세 가지 상태로 분류하여 파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바로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입니다.

3.1 리텐션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 
3.2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3.3 라이프사이클 코호트 생성하기 
3.4 Take Action 

3.1 리텐션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

앞서 언급한 대로, 리텐션은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액티브 유저의 비율을 말합니다.

리텐션 측정 방법 선택에 앞서, 사용하고 있는 애널리틱스 
도구에서 리텐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의가 자사의 제품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Amplitude는 N-Day 리텐션, Unbounded 리텐션, Bracket 
리텐션의 세 가지 리텐션 측정 방법을 지원합니다. 핵심 
이벤트와 제품 사용 주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떤 방법이 
비즈니스 목표와 유저의 제품 사용 양상에 가장 적합한지 
파악하세요.

N-Day 리텐션 
N-Day 리텐션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N일 후에 재방문한 액티브 
유저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챕터 1에서 다루었듯, 
리텐션 메트릭에 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N-Day 리텐션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N-Day 리텐션은 게임 앱이나 소셜 앱, 혹은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 행동을 유도하는 제품에 적합합니다.

유저가 제품을 최초로 사용한 날을 Day 0으로 설정합니다. 
Day 0은 유저가 처음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은 날일 수도 있고, 
회원 가입한 날일 수도 있으며, 앱 내에서 음악을 처음으로 
재생했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등 특정한 액션을 취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Unbounded 리텐션 
Unbounded 리텐션은 특정 날짜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Unbounded 리텐션은 이탈율의 반대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7일차 Unbounded 리텐션 = 첫 사용 이후 7일차 
혹은 그 이후에 재방문한 유저 비율

N-Day 리텐션 
N-Day 리텐션은 첫 방문 후 특정 일자에만 재방문한 
유저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 7일차 N-day 리텐션 = 첫 사용 이후 정확히 7
일차에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

Bracket 리텐션 
Bracket 리텐션은 설정한 특정 기간을 기반으로 
재방문을 측정합니다.  일/주/월 단위 혹은 다양한 
기간을 커스텀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Amplitude는 
각 구간별 재방문 유저 비율을 측정해줍니다.

예) 첫 방문 일자(= 1st bracket)를 Day 0,  
2nd bracket 구간을 Day 1~ 7,  
3rd bracket을 Day 8~14로 설정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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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에 액티브 상태가 된 모든 유저들의 N일차 리텐션을 
계산하여 1일차, 2일차, 7일차 등 특정일별 지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차 리텐션이 최초로 액티브 상태가 된 바로 다음 
날 얼마나 많은 유저가 재방문하는지 보여준다면,  
3일차 리텐션은 최초로 액티브 상태가 된 후 3일 뒤에  
얼마나 많은 유저가 재방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날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7일차 리텐션은, 정확히 7일차에 다시 액티브 상태가 된 
유저만을 살펴봅니다. 1일차부터 6일차 사이, 혹은 8일차 
이후에 재방문한 유저는 7일차 리텐션에서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100%

75%

50%

25%

0%

Day
 0

Day
 2

Day
 4

Day
 6

Day
 8

Day
 10

Day
 12

Day
 14

Day
 16

Day
 18

Day
 20

Day
 22

Day
 24

Day
 26

Day
 28

Day
 30

N-Day Retention..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N-Day Retention

Unbounded Retention

하단의 N-Day 리텐션 그래프는 0일차부터 30일차까지의 
N-Day 리텐션의 가중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저들이 매일 재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혹은 매달 
정기적으로 재방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N-Week 리텐션” 또는 “N-Month 리텐션”이 보다  
적절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모두 N-Day 
리텐션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3주차 리텐션은 최초 방문(0주차 액티브 상태)
으로부터 3주차에 해당하는 주간에 재방문해 액티브 상태가  
된 유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개월차 리텐션은 최초 액티브 상태 
(0개월차) 이후 3개월차 한 달 중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Unbounded 리텐션 
Unbounded 리텐션은 특정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한번이라도 재방문을 한 유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유저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방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닐 경우, 
이 유형이 N-Day 리텐션보다 적합한 모델입니다.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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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그래프는 앞에서 살펴본 N-Day 리텐션 그래프와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Unbounded 리텐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Unbounded 1일차 리텐션은 50%로 N-Day 리텐션  
2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신규 유입 유저 중 
50%가 1일차 이후 한 번이라도 재방문했음을 의미합니다. 
Unbounded 2일차 리텐션은 약 38%로, 약 38%의  
유저들이 최초 방문일(0일차)로부터 2일차 이후에 
재방문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Unbounded 리텐션은 이탈률의 실질적인  
반대 개념입니다.(1)  즉, Unbounded 리텐션의 반대 수치를 
측정하여 0일차에 최초 유입된 유저들 중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재방문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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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ounded Retention..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N-Day Retention

Unbounded Retention

소셜 게임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있는 모바일 소셜 게임 앱 중 
하나는 N-Day 리텐션을 측정합니다. 가장 참여가 활발한 
유저는 전 세계의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매일 매일 재방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앱의 경우, 첫날 
하루 동안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인앱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 장기 리텐션의 핵심 요소 입니다.

마음챙김 앱

마음 챙김 앱의 경우 N-Week 리텐션을 측정합니다.  
이 앱에서 참여가 활발한 유저들은 명상 세션을 완료하기 
위해 1주 단위로 재방문합니다. 따라서 이 유저들의  
리텐션 메트릭은 최초 다운로드 이후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 등 1주 단위로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EXAMPLE

(1) Source: https://amplitude.zendesk.com/hc/en-us/articles/ 
 217115887-Unbounded-Retention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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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ket 리텐션 
Amplitude는 Bracket 리텐션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Bracket 리텐션은 N-Day 리텐션을 보다 유연하게 확장시킨 
개념으로, 리텐션 분석을 특정 일/주/월 단위로 한정짓기보다 
지정된 리텐션 구간으로 나누어 리텐션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저와 그들의 예상 사용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일/주/월 기준의 지정된 기간을 정의하고 Bracket 리텐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stom Bracket

1st Bracket 2

2nd Bracket 3

3rd Bracket 3

4th Bracket 5

5th Bracket

Bracket By

Customize how you measure retention 
entering the range of days for each bracket. 

Day

Day 0

Day 1-3

Day 4-6

Day 7-11

Cancel Apply

Amplitude에서 4개의 Bracket을 지정해 보았습니다.

1st. 0일차(1일) 
2nd. 1-3일차(3일) 
3rd. 4-6일차(3일) 
4th. 7-11일차(5일) 

활성화된 유저가 특정한 활동을 위해 제품에 재방문할 경우, 이 
유저를 잔존유저로 볼 수 있습니다.

1st. 0일차에 앱에 가입 
2nd. 1일, 2일, 또는 3일차에 재방문 
3rd. 4일, 5일, 또는 6일차에 재방문 
4th. 7일, 8일, 9일, 10일, 또는 11일차에 재방문

다음 페이지의 리텐션 그래프를 통해 Bracket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Bracket은 일종의 바구니와 같습니다. 만약 유저가 이 
바구니 안에서 액티브 상태가 되면, 잔존 유저로 분류됩니다. 
관찰하고 싶은 유저의 행동 패턴에 따라 각 Bracket의 구간을 
설정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상품을 쟁여놓기 위해 3주에 한 번씩 재방문을 
하는 경우, 3주에서 1주 정도 더하거나 뺀 길이의 Bracket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들이 정확히 1일차 혹은 3
일차에 재방문하는지 여부는 상관 없으며, 두번째 주문이 2
주 후에 이뤄졌는지 1달 후에 이뤄졌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유저들의 사용 리듬을 통해 그들이 제품으로부터 가치를 얻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문 배달 서비스

식료품 배달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매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상 범위 
내에서도 서비스를 재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Day 리텐션을 활용해 유저가 정확히 7
일차 혹은 30일차에 재방문하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Unbounded 7일차 리텐션을 살펴봄으로써  
1주일이 지난 이후 얼마나 많은 유저가 식료품  
구매를 위해 재방문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EXAMPLE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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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 / 1-3 / 4-6 / 7-11..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어떤 리텐션 분석 방법이 가장 적합한가요? 
N-Day, Unbounded, Bracket 리텐션 간의 핵심 차이 요약

N-Day 리텐션: 특정 일자에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

Unbounded 리텐션: 특정 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

Bracket 리텐션: N-Day 리텐션을 보다 유연하게 확장시킨 
것으로, 지정된 기간의 리텐션을 파악

어떤 종류의 리텐션을 사용해야 할 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고 빠른 해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품의 사용 패턴과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가장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에게 기대되는 제품 재방문 주기에 따라 리텐션 
분석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매일 
재방문한다거나, 운동 앱 유저들이 매주 재방문하는 등 
유저들이 제품에 주기적으로 재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N-Day 리텐션이 아마도 가장 적합한 방식일 것입니다. 

유저들이 서비스를 산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 배달 앱 같은 
경우, Unbounded 리텐션이 비즈니스 활성화 수준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리텐션 분석 방법이 가장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 리텐션을  
측정해 보세요.

Pinterest의 Bracket 리텐션 사용법

Pinterest는 “1d7”이라 불리우는 한 가지 
종류의 리텐션 메트릭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규 유저가 재방문하여 Pinterest에서 가치를 
발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2) (가치 발견 관련 
내용은 챕터 6 참조) 1일차에서 7일차 사이에 방문한 
신규유저의 비율을 체크하고, 그로스팀에서 회원 
가입으로부터 1개월 후에도 액티브 상태인 유저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28일차-35일차 Bracket에 
속하는 유저의 리텐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MPLE

(2) Source: http://jwegan.com/growth-hacking/27-metrics- 
 pinterests-internal-growth-dashboard/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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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리텐션 메트릭이라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와, 
현재 비즈니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3.2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이제 상단의 일반적인 리텐션 그래프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리텐션 곡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많은 종류의 
액티브 유저들을 하나의 곡선으로 묶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 모든 액티브 유저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다 
의미 있고 장기적인 리텐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액티브 
유저들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잔존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저가 “액티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챕터 2에서 핵심 이벤트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유저가 액티브 또는 잔존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저가 수행하기를 바라는 행동이 바로 핵심 
이벤트였습니다. Amplitude는 고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앱을 열어보는 행동이 아니라, 유저가 앱을 
재방문하여 핵심 이벤트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리텐션을 측정하도록 권합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제품을 통해 가치를 
얻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PRO TIP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란?

“리텐션 라이프사이클”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리텐션을 
분석하고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은 유저들이 제품 사용 
여정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액티브 
유저는 신규 유저 리텐션, 현재 유저 리텐션, 그리고 복귀 유저 
리텐션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 3개의 그룹이 전체 액티브 유저를 구성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제품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액티브 유저는 
반드시 신규 유저, 현재 유저, 그리고 복귀 유저의 3단계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및 이 플레이북 전체의  
핵심 목표는, 신규 유저, 현재 유저, 그리고 복귀 유저들을  
보다 활발하게 인게이지하는 현재 유저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냅챗, 인스타그램과 같은 제품에 필적하는 수준의 리텐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유저와 현재 유저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활성화된 유저를 복귀시키기 위한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유저들이 전반적으로  
보다 활발하게 인게이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플레이북과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현존하는 신규 유저, 현재 유저, 그리고 복귀 유저 모두를 
활발하게 인게이지하는 현재 유저로 만드는 것입니다.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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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5에서 챕터 7 까지 유저의 개별 단계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유저 리텐션 
리텐션 개선과 관련한 많은 콘텐츠들은 온보딩 절차 개편, 
이메일 캠페인 등 신규 유저 획득을 위한 방법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유저가 최초 7일 내에 이탈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입에만 
신경쓴 나머지 현재 유저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거나, 비활성화된 유저를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크게 놓칠 수있습니다.

Why important 신규 유저 경험이 바로 여러분 제품의 첫 
인상입니다.

How to improve 어떤 활동 또는 기능이 신규 유저를 
재방문하도록 만드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유저 리텐션 
현재 유저들을 당연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모든 현재 
유저들은 활발하게 인게이지하는 파워 유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유저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재방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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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mportant 현재 액티브 유저의 유저 경험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How to improve 특정 그룹의 유저들이 하거나 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서로 다른 행동 페르소나에 따라 어떻게 
유저들을 그룹화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재 유저들이 
제품으로부터 얻는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신규 유저(New User)

현재 유저(Current User) 

휴면 유저(Dormant User)

복귀  유저(Resurrected  User)

제품 사용의 첫번째 주기에 속한 유저

직전 주기 및 현재 주기 모두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

현재 주기에 비활성화된 상태이지만, 이전 주기에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유저

이전 주기에 휴면 유저였으나 현재 주기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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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유저 리텐션 
대부분 제품들의 경우, 휴면 유저들이 잠재적인 유저 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휴면 유저 다수가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역시 높은 가치를 
가진 고객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면 유저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이 신규 유저를 유치하는 것보다 단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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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mportant 더 많은 액티브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How to improve 유저들이 재방문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더 많은 휴면 유저들이 재방문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예: 특정한 재방문 유도 캠페인 또는 
푸시 알림에 반응한 것인가? 휴면 유저에서 현재 유저로 
변화했는가, 아니면 재이탈했는가?)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한가요?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단순히 신규 유입을 늘려  인위적으로 
액티브 유저 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물론 퍼널의 
꼭대기인 신규 유저 유입은 중요합니다. (신규 유저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붙잡아 둘 유저 자체가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현재 
유저 및 복귀 유저의 성장은,  제품의 진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좌측 하단의 바 그래프는 특정 제품에 대한 12주 동안의 총 
액티브 유저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12주에 걸쳐 
600만 액티브 유저에서 800만 이상으로 액티브 유저 수를 
늘렸습니다. 언뜻 보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저들을 신규, 현재, 복귀 유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를 보면, 신규 유저
(녹색)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유저(파란색)의 수는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매주 
휴면 상태가 되는 유저(빨간색)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신규 유저가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큰 비율의 유저들이 이탈하고 현재 유저 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3 라이프사이클 코호트 생성하기

제품 분석에서, 코호트의 가장 넓은 의미의 정의는 같은 성격을 
갖는 유저의 집단을 뜻합니다. 이후 챕터들에서 신규 유저, 현재 
유저, 그리고 복귀 유저를 분석하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작업은 바로 이 코호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애널리틱스 도구를 쓰는지에 따라,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또는 Raw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호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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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챕터2에서 언급했듯, 제품 사용 주기는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의 모든 단계에 걸쳐 리텐션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품 사용 주기를 기반으로 신규 
유저, 현재 유저, 복귀 유저, 그리고 휴면 유저를 나누는 기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규 유저(New User)  제품 사용의 첫번째 주기에 속한 유저

현재 유저(Current User)  직전 주기 및 현재 주기 모두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

휴면 유저(Dormant User) 현재 주기에 비활성화된 
상태이지만, 이전 주기에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유저

복귀  유저(Resurrected  User)  이전 주기에 휴면 
유저였으나 현재 주기에는 다시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

*복귀 유저는 신규 유저와 구분되어야 하며, 휴면 유저가 되어야만 

복귀 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유저 기반을 신규 유저, 현재 유저, 복귀 
유저로 나눠보면, 제품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PRO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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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IN AMPLITUDE

라이프사이클을 이용해 신규 유저,  
현재 유저, 복귀 유저 코호트를 정의하기
Amplitude에서는 라이프사이클 기능을 이용해 리텐션 
라이프사이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커스텀 코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기능을 통해 액티브 유저들을 신규 유저, 복귀 
유저, 현재 유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개별 시간 주기에 
따른 유저 이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주 단위 
사용 주기를 가진 제품입니다.

커서를 막대 그래프쪽으로 가져가면 툴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Amplitude의 ‘현미경’ 기능입니다. 어떤 데이터 
지점이든 더 deep-dive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지점의 
유저와 그들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호트를 
설정하려면 “코호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설정합니다. 신규 유저 및 복귀 유저 코호트를 설정하기 위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 주십시오.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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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라이프사이클 스플릿 측정 
코호트를 구성한 뒤,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몇 퍼센트의 
액티브 유저들이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한 주의 제품 스플릿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 제품과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70% 이상의 액티브 유저들이 신규 유저 
구간에 속해있습니다. 제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단순히 신규 유저 획득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재방문하도록 만들고 각 기간별 현재 유저 기반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 액티브 유저 수에 비해 이탈 유저 수가 상당히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 
이탈 유저들은 잠재적인 복귀 유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챕터 7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액티브 유저가 훨씬 건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의 70%의 유저가 이전 주기에서도 활성화된 현재 유저이며, 
전체 액티브 유저 수에 비해 이탈이 현저히 낮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미 상당히 훌륭한 리텐션을 갖추고 있으며, 퍼널 
구조의 꼭대기에서 보다 많은 신규 유저를 유입시킨다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챕터 마지막에 첨부된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워크시트에서 
여러분 제품의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스플릿을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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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IN AMPLITUDE

Amplitude의 Pulse 기능을 이용해 
성장에 “활력(Pulse)” 가져오기
Pulse는 라이프사이클차트 내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특정한 일/주/월에 이탈한 유저 대비 획득한 유저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Pulse ratio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규 유저 수 + 복귀 유저 수) / (휴면 유저 수)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 모두 액티브 유저이므로  
획득한 유저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해석 방법 
Pulse ratio > 1  
잃는 유저보다 획득하는 유저가 많은 상황으로,  
제품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Pulse ratio < 1  
획득하는 유저보다 잃는 유저가 많은 상황으로,  
제품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3

2

1

0

Nov 28 Nov 29 Nov 30 Dec 1 Dec 2 Dec 3 Dec 4

Pulse..shown as

Growth

Dormant

Pulse

하단의 차트를 통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사이 이 제품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최고점은 
11월 28일로 Pulse 비율은 2.19이며, 이는 2명의 유저를 
획득하면 1명의 유저는 이탈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저점은 
12월 3일로 Pulse 비율은 0.36입니다. 이 날은 1명의 유저를 
획득할 때마다 약 3명의 유저가 이탈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Amplitude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섹션 3.3에서 
언급했던 라이프사이클 코호트를 이용해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스플릿한 뒤, 이 비율을 수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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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ake Action

이번 챕터의 목표는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리텐션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리텐션 분석 방법을 선택하든,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각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어떻게 유저를 유지시킬 것인지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액티브 유저들을 활발하게 
인게이지하는 현재 유저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 어떤 리텐션 분석 방법이 귀사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세요.  
 (N-Day, Unbounded, Bracket 리텐션 중 선택)

• 라이프사이클 코호트를 정의하기 위해,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스플릿을 측정하여 Pulse 비율을 계산하세요. 
 
이후 챕터에서 신규 유저, 현재 유저, 복귀 유저 리텐션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떤 애널리틱스 도구를 쓰는지에 따라,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또는 Raw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호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파워 유저만을 위한 과도한 최적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워 유저의 사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유저를 한 순간에 파워 유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소수의 
파워 유저가 아닌 대다수의  
유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재 온디맨드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 봅시다. 한 번에 7개의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이 높은 리텐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겨우 2%의 유저만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모든 유저들로 하여금 
최소 주문 수량을 높이도록 독려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목표가 다수의 현재 
유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강행 시 다수의 
유저가 이탈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PRO TIP 읽기 자료

Accounting for User Growth 
Jonathan Hsu, Partner at Social Capital

https://medium.com/swlh/diligence-at-social-
capital-part-1-accounting-for-user-growth-
4a8a449fddfc#.bvu0we2z3

You’re Measuring Daily Active Users Wrong
Archana Madhavan, Amplitude Blog

https://amplitude.com/blog/2016/01/14/
measuring-active-users/

https://medium.com/swlh/diligence-at-social-capital-part-1-accounting-for-user-growth-4a8a449fddfc#.8bmkmat5k
https://medium.com/swlh/diligence-at-social-capital-part-1-accounting-for-user-growth-4a8a449fddfc#.bvu0we2z3
https://medium.com/swlh/diligence-at-social-capital-part-1-accounting-for-user-growth-4a8a449fddfc#.bvu0we2z3
https://medium.com/swlh/diligence-at-social-capital-part-1-accounting-for-user-growth-4a8a449fddfc#.bvu0we2z3
https://amplitude.com/blog/2016/01/14/measuring-active-users/
https://amplitude.com/blog/2016/01/14/measuring-active-users/
https://amplitude.com/blog/2016/01/14/measuring-active-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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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라이프사이클
본 챕터에서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소개했습니다. 
액티브 유저를 신규 유저, 현재 유저, 복귀 유저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WORKSHEET

챕터 2에서 계산했던 제품 사용 주기를 통해 유저를 나누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유저를 나누는 기준과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유저(New User)  제품 사용의 첫번째 주기에 속한 유저

현재 유저(Current User)  직전 주기 및 현재 주기 모두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

휴면 유저(Dormant User)  현재 주기에 비활성화된 상태이지만, 이전 주기에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유저

복귀  유저(Resurrected  User)  이전 주기에 휴면 유저였으나 현재 주기에는 다시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

Current User Timeline

active active

Current IntervalPrevious Interval

New User Timeline

active: 1st time

Current Interval Previous Interval

Resurrected User Timeline

activeformerly active

Current Interval

inactive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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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ratio를 적어주세요.

Step 1: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스플릿 측정

신규 유저, 현재 유저, 복귀 유저의 현 분포 상태를 파악하여,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명확히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단계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주기(챕터 2에서 설정한 제품 사용 주기와 같도록 설정)에 속하는 각 코호트의 규모를 
기록하여 하단의 도표를 완성하세요. 유저들의 장기 리텐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적어도 2달 이전의 시간 주기를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코호트 생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3.3을 참고하세요. Amplitude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Lifecycle 차트를 활용해 간편하게 코호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Step 2: Pulse 측정

“Pulse ratio”는 일정 주기당 이탈 유저 대비 획득 유저의 비율로,  제품 성장의 건강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Pulse ratio 계산 방법 
신규 유저 수 + 복귀 유저 수 / 휴면 유저 수

워크시트 1단계에서 작성한 수치를 이용합니다. Amplitude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수기로 계산할 
필요 없이 Lifecycle 차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p. 34 참조)

가이드

Pulse ratio > 1  잃는 유저보다 획득하는 유저가 많은 상황으로, 제품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Pulse ratio < 1  획득하는 유저보다 잃는 유저가 많은 상황으로, 제품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Number of Users             Percent of Active Users

Total Active Users
New Users
Current Users
Resurrected Users
Dormant Users

3.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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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석 Toolkit
CHAPTER 04

지금까지 핵심 이벤트 및 제품 사용 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각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유저 행동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핵심 컨셉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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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라이프사이클 이해를 위한 원칙과 방법

챕터 5~7에서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유저, 신규 유저, 복귀 유저의 리텐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이번 챕터에서는 각 
그룹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컨셉과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7을 보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1 행동 페르소나 소개 
4.2 행동 페르소나 탐색 방법 
4.3 리텐션 탐구하기: 제품 분석 Toolkit 

4.1 행동 페르소나 소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유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기반은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의 행동 
안에 있습니다. 

액티브 유저들이 제품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지 
파악함으로써, 유저들이 제품을 사용하며 얻는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가치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동 페르소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또는 소비자 페르소나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페르소나는 마케터가 타겟으로 
하는 핵심 소비자 세그먼트를 대변하며,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습관 및 목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마케터들은 잠재적 구매자 
세그먼트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와 마케팅 
채널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레이북에서는, 이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행동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각 
행동 페르소나는 제품을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마케팅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유형의 유저들을 위한 제품을 설계 및 개발하는 데에 
이러한 행동 페르소나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리텐션 라이프사이클의 3단계인 현재 유저, 
신규 유저, 복귀 유저별 행동 페르소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 TIP 우리에게 친숙한 사례를 통해 행동 페르소나를 이해해봅시다.

YouTube

크리에이터 
실제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소수의 사람들

시청자 
단순히 동영상들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유튜브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함

시청자 + 댓글 작성자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대부분의 인터넷 
트롤들이 이 페르소나 유형에 속함)

이들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유저들 혹은 행동 페르소나들은 
서로 다른 이유와 방식으로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크리에이터의 경우 웹에 자신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구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반면, 시청자나 댓글 작성자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수단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잉할 목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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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법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행동 페르소나와 
관련하여 , ‘1%의 법칙’ 혹은 ‘1/9/90 법칙’(1)이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단 1%
의 유저만이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사용자의 9%는 댓글을 달거나, 공유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콘텐츠에 인게이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의 유저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수동적이며,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칩니다. 만약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이 단 1%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최선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다수 유저들의 시청 경험을 간과한다면, 
성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동적인 유저들의 실제 비율은 소셜 
네트워크마다 다를 수 있고 모든 유형의 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시사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PRO TIP

Create
1%

Interact
9%

Consume
90%

행동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할까요? 

서로 다른 유저 그룹들이 제품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가치를 얻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저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리텐션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제품의 개선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각 페르소나별  
 리텐션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리텐션을 측정한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어서 당장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당장 주목해야 하는 영향력있는 유저들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좀 더 규모가 큰 팀을 갖추고 제품이 일정 수준 자리를 
잡은 상태라면,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용 방식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저 경험을 
개선하고 유저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행동 페르소나를 통해 여러분은 유저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모든 유저들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Source: https://en.wikipedia.org/wiki/1%25_rule_(Internet_culture)

바로 모든 유저들이 제품에서 동일한 효용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유저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품을 활용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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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페르소나 Case Study 

*Burbn에서 Instagram으로

버븐(Burbn)을 아시나요? 버븐은 포스퀘어(Foursquare)
와 유사한 로케이션 기반 앱으로, 특정 장소에 체크인하고, 
포인트를 얻으며, 사진을 포스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븐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버븐의 창립자들은 유저 행동 분석을 통해 버븐의 
대부분의 기능이 사용되지 않으며, 한 가지 기능만이 소수의 
유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을 포스팅하고 공유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븐은 대부분의 기능을 폐기하고 
사진 공유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빠르고 끊김없이 업로드 할수 있도록 했으며 2010
년 10월, 인스타그램(Instagram)을 런칭했습니다.(2) 아마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인스타그램이 수천 만명의 유저들을 빠른 속도로 
확보했으며, 2012년 페이스북에 10억 달러에 매각됐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 매달 5억 명 이상의 활성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버븐 역시 그저 실패한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븐의 
창업자들은 하나의 중요한 행동 페르소나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제품을 설계함으로써 현재 가장 인기있는 앱 중 하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Twitter: 고객 지원 플랫폼?

트위터(Twitter)는 본래 소셜 네트워킹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출시 후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트위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객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불만이나 
문제 상황을 올리면, 이에 기업들이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위터는 이 활용 사례를 통해, 유저 및 기업들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품을 변화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에 2016년 초, 트위터는 새로운 툴을 개발했습니다.(3) 
소비자들이 빠르게 트윗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환하여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트위터 내에서 소비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헬프데스크, 
고객 지원 서비스, 이메일 지원 서비스의 역할을 트위터가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유저 그룹에 따라 제품을 나름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활용 방식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아예 초점을 전환하여 제품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저 경험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2) Source: http://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4/07/
instagram-used-to-be-called-brbn/373815/

(3) Source: https://blog.twitter.com/2016/making-customer-service-
even-better-on-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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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행동 페르소나 탐색 방법

이 섹션에서는 행동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페르소나별 
리텐션을 평가함으로써 어떤 페르소나에 초점을 맞춰야 할 지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페르소나 탐색을 위한 양적 & 질적 접근 방법

특정한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 또는 활용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양적 & 질적 접근 방법 모두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적 방법

먼저 유저에 관해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 
몇 가지 페르소나를 브레인스토밍해 봅시다. 유저 인터뷰 및 
유저 테스팅에서 수집한 질적 데이터는 페르소나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저에게 왜 이 제품을 
사용하며, 그들의 일상에서 이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또한 괄목할 만한 행동 패턴을 찾기 위해 
유저 활동 타임라인을 연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질적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이 유저 데이터에서 파악한 트렌드와 관련한 보다 
풍부한 맥락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워 유저, 핵심 유저, 수동 유저

대다수 제품의 경우, 유저들을 크게 파워 페르소나, 
수동 페르소나, 핵심 페르소나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품에 이 구분 방법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각 페르소나 내에서 보다 세분화된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파워 유저 
매우 높은 빈도로 제품을 활용하거나, 대부분의 
유저들이 활용하지 않는 '파워' 기능을 활용하는 
사람들

핵심 유저 
'예상되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

수동 유저 
설계시 의도한 방식에 따라 앱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앱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번 챕터에서는 파워 유저, 핵심 유저, 수동 유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동 페르소나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PRO TIP
양적 방법

양적 방법은 확장성이 높고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양적 방법을 활용하여 질적 방법으로 얻은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분석 데이터를 통해 행동 
페르소나를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유저 및 이벤트 속성에 따라 유저 세그먼트를 구분합니다.

2. 특정 핵심 이벤트를 수행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유저를  
 세부적으로 분류합니다. 

3. 유사한 행동을 기반으로 유저들을 자동으로 그룹핑 해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Amplitude에서는  
 Persona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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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온디맨드 배달 서비스의 경우, 얼마나 자주 주문을 하는지, 
그리고 주문 당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요소에 따라 
페르소나가 결정됩니다. 행동 데이터를 통해 주요 페르소나를 
식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문당 결제 금액 이벤트 속성에 따라 유저들을 
세분화하여 다음의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평소 소량으로 주문하는 유저로, 주문자 자신만을  
위해 구매

단체 주문: 일정 수준 이상의 주문량으로, 주기적으로 가족, 
친구, 또는 소기업 등 더 큰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구매 

또한, 핵심 이벤트를 수행하는 빈도를 기반으로 유저들을 
분류합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 이벤트는 주문이 됩니다.  

오른쪽 차트는 밀착도(Stickiness)를 측정한 것입니다.  
(밀착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4.3.6을 참고하세요.) 
이를 통해 30일 중 적어도 N일 이상 주문을 한 유저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이 75%를 조금 상회하는 
유저들이 30일 중 2일 이상 주문을 한 반면,  30일 중 7일  
이상 주문을 한 유저는 20% 뿐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 빈도에 따라 다음의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주문: 한 달에 1-3일 주문을 하는 유저

빈번한 주문: 한 달에 4일 이상 주문을 하는 유저로,  
이 서비스를 편의를 위해 가끔 사용하기보다 일상적으로 
사용함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유저들은 서로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페르소나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ndividual Group

Pr
op

er
ty

 H
is

to
gr

am

200

150

100

5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Distribution of Amount Spent Per Order

Pe
rc

en
ta

ge
 o

f U
se

rs
 O

rd
er

in
g

100%

75%

50%

25%

0%
2 days

3 days
7 days

15 days

30 days

Stickiness of Checkout Event

4. 제품 분석 Toolkit



44

DO IT IN AMPLITUDE

Amplitude를 활용해  
행동 페르소나 찾기
Amplitude의 ‘Personas’ 기능은 유저가 취하는 액션의 종류 
및 빈도를 기반으로 유저를 자동으로 그룹핑해 줍니다.  

Personas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K-평균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유저 코호트에 대해 Personas 기능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현재 유저' 코호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Personas 기능을 실행하면 여러 개의 유저 그룹 또는 
클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각 그룹에 몇 명의 
유저가 속하는지, 그리고 다른 코호트와 중복되는 유저 비율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한 유저 
중 몇 퍼센트가 3주 후에도 잔존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Personas 사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Amplitude 
Help Desk를 참고하세요.(4) 

아래에서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 제품의 '현재 유저' 
코호트를 기반으로 생성한 3개의 클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이즈가 큰 클러스터 1은 해당 코호트의 44.5%를 
차지하지만, 이들 중 단 0.766%만이 3주 후에도 잔존했습니다. 
반면, 클러스터 2의 경우, 94%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3주 후 
리텐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8,734 Users

1

2

3

in Total

Cluster 1

208,665 Users

1

44.5% of all Clusters

Disengaged_Users

0.766% Users in Cluster 1
are in 3rd Week Retention

Export as Cohort..

Cluster 3

92,301 Users
(19% of all Clusters)

Export all..

Cluster 2

Record_Creators

94% Users in Cluster 2 are 
in 3rd Week Retention

Export as Cohort..

2

167,768 Users
35.8% of all Clusters

Subscription_Buyers

31.8%   Users in Cluster 3
 are in 3rd Week Retention

Text

3

3 Clusters 

40.3%   Users in all Clusters are
in 3rd Week Retention

Users
Dec 1, 2016 - Dec 22, 2016For Users who were active during

(4) Source: https://amplitude.zendesk.com/hc/en-us/articles/235648588

4. 제품 분석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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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IN AMPLITUDE

또한 Personas를 통해 각 클러스터에 속한 유저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더 자주 혹은 드물게 실행하는 이벤트들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리텐션을 보인 클러스터 2를 살펴보면, 
유저들이 ‘레코드 생성’ 액션을 클러스터 1과 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약 60회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과의 표준편차를 통해 각 수치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클러스터 2의 데이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레코드 생성’ 액션을 많이 수행한 유저가 
장기적으로 오래 잔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Events Greater than Average

  All Clusters
468,734 Users

  

4 Create Channel

2 Click Support Page

1 Create Record

3 Remove Channel 

10.32
+1.1

60.49
+1.1

9.32
+1.1

9.46
+1.1

0.095
-0.7

4.71
-0.8  

0.096
-0.8

0.20
-0.8

2.34
-0.3

21.32
-0.2

2.41
-0.3

2.78
-0.3

      Cluster 1
208,665 Users

     Cluster 3
92,301 Users

 
 

    

Cluster 2
167,768 Users

Avg # Events Avg # Events Avg # Events Avg # Events

27.95

4.2

3.85

4.03

Cluster 2

Record_Creators

94% Users in Cluster 2 are 
in 3rd Week Retention

Export as Cohort..

167,768 Users
35.8% of all Clusters

2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행동 페르소나 코호트를 생성하세요  

더 깊이 탐색하고 싶은 핵심 페르소나가 있다면, 이들 유저에 
대한 코호트를 생성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mplitude의 Personas 분석 결과 화면에서  
직접 코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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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리텐션 탐구하기: 제품 분석 Toolkit

라이프사이클 코호트(섹션 3.3)를 생성하고 행동 페르소나를 
식별했다면(섹션 4.2), 각 코호트에 대한 리텐션 베이스라인을 
측정하고 리텐션 유발 요인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분석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어떤 페르소나가 다른 페르소나에 비해 리텐션이 높은가?

• 더 높은 고객 생애 가치(LTV)를 가진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 어떠한 액션이 이들 메트릭에 기여하는가?

• 어떻게 더 많은 유저들이 가치가 높은 페르소나에 속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4.3.1 각 코호트 및 페르소나에 대한 베이스라인  
  메트릭 측정 및 비교하기

리텐션은 이 플레이북의 모든 챕터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덧붙여서, 리텐션은 
서로 다른 유저 속성 및 행동 페르소나에 따라 보다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유저의 리텐션을 곡선 그래프로 표현하세요.  
3.1 섹션에서 언급했듯, N-day 리텐션, Unbounded 리텐션 
또는 Bracket 리텐션 중 여러분의 비즈니스 목표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사용 주기별로 추천하는 리텐션 메트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Daily Daily retention for at least 
30 days

Weekly or Bi-weekly Weekly retention for at least 
4 weeks

Monthly Monthly retention for at 
least 3 months

Retention MetricUsag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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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트는 음악 스트리밍 앱의 현재 유저 리텐션 커브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벤트와 재방문 이벤트는 이 앱의 핵심 
이벤트인 ‘곡 재생’입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Cohort Current Users=

Play Song

Users

Current Users

where

..performed byFirst event 

N-Day Retention..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A

Play Song

..then the return event 

B

1

Baseline Retention - Curren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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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페르소나의 리텐션 커브 비교하기

행동 페르소나별 리텐션 커브를 비교하는 것은 더 많은 유저를 
“파워” 페르소나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떤 페르소나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페르소나 또는 파워 페르소나의 리텐션 수치가 다른 
페르소나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현재 유저 전체의 
리텐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리텐션 차이를 
수량화함으로써 어떤 페르소나에 집중하여 리텐션 전략을 
수립해야 할 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저 속성은 개별 사용자가 지니는 특성을 말하며, 
다음 예시가 있습니다.

국적 / 나이 / 사용 언어 / 플랫폼(iOS, Android, 웹) 
/ 앱 버전 / 요금제 타입 / 유료 vs. 무료 유저

PRO TIP 리텐션 커브를 활용하면 그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 가지 행동 페르소나에 대한 일별 리텐션 
커브를 나타낸 Amplitude 차트입니다. 페르소나 2(녹색)가 
나머지 두 개의 페르소나에 비해 명확하게 더 높은 리텐션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페르소나 1과 3의 리텐션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그룹에 속한 유저들을 페르소나 2의 
유저들처럼 행동하도록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4.3.2 유저 속성 탐색하기

유저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누구인지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저 그룹 및 트렌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핵심 유저 속성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세요.

4. 제품 분석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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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의 유저 속성
Amplitude에서 유저 속성은 제품에 대한 유저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업데이트됩니다. Amplitude는 디폴트 유저 
속성들을 추적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커스텀 
속성을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저 속성별로 차트를 구분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행동 
코호트 정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Amplitude에서는 특정 유저 그룹의 서로 다른 유저 속성을 
빠르게 시각화해주는 User Composition 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저 코호트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Cohort Current Users=

Region

Current Users

where

SegmentsUser Properties

1

For all Users, show composition by From the following User segments

California

Washington

Paris

London

Ontario

Tokyo

Moscow

Massachusetts

Cohort Current Users=

Users

All Users

where

..performed by

1

User Properties

Cohort

Carrier

City

Device Family

Device Type

Language

Library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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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속성별로 리텐션 커브 구분

탐색하고자 하는 유저 속성을 정의했다면, 리텐션 커브를 해당 
속성별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깊게 분석할 가치가 있는 주요한 
차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Amplitude의 고객 중 하나인 온디맨드 배달 서비스는 
현재 유저들에 대한 리텐션 커브를 플랫폼 유저 속성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리텐션에 큰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iOS 유저들이 가장 낮은 
리텐션을 보여주었습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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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플랫폼에서의 행동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웹에서의 리텐션 수준에 맞춰 
Android와 iOS의 리텐션 수준을 확보하려면 어떤 유저 
경험을 개선해야할 지 파악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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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유저 액션별 영향력 측정을 위해 행동  
  코호트 분석 활용하기

유저 속성별로 리텐션 커브를 구분하는 것은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만, 해당 제품 내 유저 행동이 리텐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동 코호트입니다. 행동 코호트는 정의된 기간 중 
특정 액션을 수행, 혹은 수행하지 않는 유저 그룹을 가리킵니다.

Facebook의 유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Facebook은 가입 
후 10일 내 최소 7명의 친구를 추가한 유저들이 장기적으로 
잔존한다는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코호트입니다. 행동 코호트를 정의하기 위한 
필요 요소로는 행동(최소 7명의 친구 추가)과 기간(가입한 지 
10일 이내)이 있습니다.

유저 분석에 있어 코호트에 대한 정의는,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 유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호트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입 코호트는 제품 가입 시기별로 유저들을 
그룹핑합니다. 가입한 날, 주, 월별로 이 코호트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 코호트의 리텐션을 측정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입일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하는 
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 코호트는 주어진 기간 내 제품에서 수행하는 행동에 
따라 유저들을 구분합니다. 유저가 수행 가능한 명확한 
액션들 모두가 구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사진 
공유, 음악 재생, 코인 구입, 또는 일련의 행동들의 조합) 
코호트는 가입 후 최초 3일과 같이 특정한 기간 중 이러한 
행동을 수행한 유저 그룹이며,  각 코호트가 해당 액션을 
수행한 뒤 얼마나 오랜 기간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PRO TIP

4. 제품 분석 Toolkit

성장하는 기업들은 유저들의 서로 다른 액션 및 특성이 
리텐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해 행동 
코호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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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IN AMPLITUDE

행동 코호트 생성하기
Amplitude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행동 코호트를 생성하고, 
이를 다양한 차트에 적용해 유저 액션이 메트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에서 제품 사용 시작 
후 7일 내에 체험 구독을 개시한 유저 코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 코호트를 정의할 때 새로운 이벤트 및 유저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데, 특정 액션을 수행하지 않은 유저, 혹은 특정한 유저 
속성을 가지지 않는 유저들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행동 코호트를 생성해 놓으면 리텐션 차트에서 해당 
코호트를 선택하여 바로 리텐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코호트에 속하지 않은 유저들 또는 다른 코호트의 
유저들과 리텐션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유저 코호트 세 개의 리텐션 커브를 보여줍니다. 

• 체험 구독 시작 – 첫 7일 
• 체험 구독 시작하지 않음 – 첫 7일 
• 최소 3곡 재생 – 첫 7일 

이처럼 첫 1주차에 체험 구독을 시작한 유저는 그렇지 않은 
유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리텐션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체험 구독 개시가 잠재적으로 더 높은 리텐션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최소 3곡 이상 재생한 유저의 경우, 체험 
구독을 개시한 유저의 리텐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시사점 
행동 코호트를 통해, 리텐션에 중요한 액션들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그래프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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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유저들로 하여금 제품 사용 경험 초기 온보딩 
플로우 내에서, 혹은 이메일 리마인더 등을 통해 체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체험 시작이 전체 리텐션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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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의 고객 중 하나인 온디맨드 배달 서비스는 핵심 
퍼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앱 실행 → 판매자 선택 → 아이템 추가 → 주문 완료

아래 도표는 이 서비스의 현재 유저에 대한 퍼널입니다. 
각 퍼널에서, 이전 단계에서 넘어온 유저 수를 보여줍니다. 

EXAMPLE

앱을 오픈함으로써 퍼널에 진입한 모든 유저들 중, 66%가 
모든 단계를 거쳐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퍼널을 플랫폼별로(iOS, Android, 웹) 구분해 본 결과, 
웹이나 Android에 비해 iOS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핵심 
퍼널 내 전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  '앱 실행'과  '판매자 선택' 단계 사이에서  
가장 많은 유저 이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웹과 Android
에서의 전환율을 개선하고 싶다면, 해당 단계에 집중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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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핵심 경로 퍼널을 통한 전환율

핵심 경로 퍼널은 핵심 이벤트를 완료하기까지 예상되는 일련의 
유저 액션을 의미합니다. 퍼널 차트는 퍼널을 통과하면서 각 
단계별로 이탈하는 유저 비율을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서로 다른 유저 그룹들 간 전환율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명확하게 정의된 최적의 유저 경로를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퍼널 분석이 모든 제품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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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가장 일반적인 유저 플로우 탐색하기

퍼널은 잘 정의된 경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제품 내에서 유저가 움직이는 경로를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유저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정상적인 유저 행동’대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유저의 행동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싶은 
경우, 이벤트의 순서를 보여주는 유저 활동 스트림이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의 설정값에 따라 유저가 수행하는 
모든 이벤트 로그에 대한 raw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일정한 패턴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경로 케이스들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Amplitude와 같은 분석 플랫폼들을 통해, 
곧바로 유저 타임라인을 확인하고, 제품 내에서 유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찰하기 위한 유저 테스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1:16 pm

11:16 pm

11:13 pm

11:13 pm

11:09 pm

11:08 pm

11:08 pm

11:07 pm

Play Video

Play Video

Play Video

Search Content

Play Video

Play Video

Search Content

Went to Homepage

패스파인더로 유저 경로 시각화 하기

경로 분석을 직접 시각화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신 Amplitude의 패스파인더 기능을 활용하면, 유저가 
제품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는 액션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는 유저들이 
선택하는 경로들을 집계하여 각 경로를 순차적으로 따르는 
유저 또는 세션의 비율을 계산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시작 액션을 특정하면 이에 따른 후속 
이벤트들을 볼 수 있고, 최종 액션을 선택하면 해당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유저가 거쳐 온 모든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구매 전 또는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어떠한 액션을 했는 지 
보여줍니다.

또한 유저 세그먼트를 정의하거나 행동 코호트를 선택하여 
특정 그룹의 유저 행동을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저 그룹의 경로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DO IT IN AMPLITUDE

+ Next Event

Start Session 100%

View Dash 54.8%

View Chart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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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분석을 통해 다음 내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잔존 유저와 휴면 유저의 경로 비교

• 퍼널에서 이탈한 유저들의 행동 관찰

• 회원가입 또는 구매와 같이, 제품 내 중요 이벤트로  
 향하는 주요 경로 정의

경로 분석을 통해 핵심 이벤트로 도달하기까지 유저가 
이동하는 경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단 도표 예시에서, 
음악 스트리밍 앱 구독 상품을 구매하기 전까지 유저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4.3.6 밀착도 측정하기

밀착도 측정을 통해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텐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방문하는 
유저들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인 반면, 밀착도는 사용 빈도를 
측정합니다. 즉, 어떤 기간 동안 유저들이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밀착도 메트릭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을 측정해 보세요. 

일반적인 제품 사용: 1주 혹은 1개월 중 며칠이나 유저가  
해당 앱을 실행하고 활동했는가? 

핵심 이벤트: 1주 혹은 1개월 중 며칠이나 유저가 핵심 
이벤트를 수행했는가? 

만약 유저가 해당 제품을 매일 또는 매주 사용했다면, 페르소나 
코호트의 주간 밀착도 메트릭을 비교하세요. 만약 격주로 또는 
한 달에 한 번 사용했다면, 월간 밀착도 메트릭을 비교합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1. Search Song
0.07%, 7 events

3. Subscr. Landing Page
99.96%, 37561 events

Add to List
8.45%, 812 events

4. Purchase Subscription
100%, 37542 events

밀착도(Stickiness) 

주간 밀착도 

월간 밀착도 

밀착도는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를 
의미합니다. 밀착도는 일정 기간 중 며칠이나 유저가 
활동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수행했는지 측정합니다. 
Amplitude는 밀착도 측정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1주 중 최소 N일 간 활동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수행한 
유저 비율  

1개월 중 최소 N일 간 활동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수행한 유저 비율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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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모바일 게임에서의 일반 사용 밀착도

밀착도는 가장 참여도가 높은 유저들을 식별하도록 
도와줍니다. Amplitude의 고객 중 소셜 모바일 게임 
회사의 주요 행동 페르소나에 대한 밀착도 차트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반적인 제품 사용에 대한 
밀착도를 측정한 것으로, 유저가 해당 앱을 실행한 일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EXAMPLE

보시는 것과 같이 페르소나 4의 밀착도가 가장 높습니다. 
해당 코호트 유저의 거의 75%가 1주 중 7일이나 해당 
앱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의 경우, 페르소나 4 유저들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인 원인이 무엇일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행동을 다른 유저들로 하여금 
수행하게끔 독려함으로써 유저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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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세션 메트릭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세션 메트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누군가가 해당 제품 내에서 보내는 시간의 길이가 반드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서비스에 적합할 때에만 세션 
메트릭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디맨드 배달 서비스 
또는 운동 수업 예약 앱의 경우, 해당 제품에서 유저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문 
또는 예약을 완료하는 프로세스를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면, 소셜 게임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앱에서 보내는 시간이 유저의 
인게이지먼트 정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DO IT IN AMPLITUDE
Se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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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400k

300k

200k

100k

0k

500k

0 secs 3-10 secs 30-60 secs 30-60 mins3-10 mins

Session Length Distribution

Amplitude의 세션 메트릭

세션을 정의하는 Amplitude의 기본값이 있지만(5), 이 
정의를 여러분의 제품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서비스의 경우, 해당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더라도 음악이 재생되고 
있다면 세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핵심 세션 메트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분포: 히스토그램 등으로 나타나는 모든 유저의 세션 
길이 분포

평균 길이: 유저당 평균 세션 길이

유저 당 평균: 유저당 일일 세션 수

세션 길이 분포를 보여주는 아래 도표를 통해, 10-30분 
사이에 분포한 세션이 가장 많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Source: https://amplitude.zendesk.com/hc/en-us/
articles/20645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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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이제 우리는 행동 페르소나를 찾아내고 이러한 다양한 
제품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H 5~7을 통해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제품 분석 Toolkit

아래 도표는 라이프스타일 앱에서의 각 행동 페르소나에 대한 평균 세션 길이를 보여줍니다. 
파워 유저(파란색)는 평균 세션 길이가 약 30분으로, 대략 16분을 보내는 수동 유저(녹색)와 
현재 유저 전체(주황색)보다 더 긴 시간을 앱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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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석 Toolkit
본 Toolkit은 모든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걸친 유저 행동과 리텐션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컨셉 및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본 플레이북의 챕터 5~7을 먼저 확인한 후 이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행동 페르소나

행동 페르소나는 제품을 사용하는 특정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제품의 페르소나를 파악함으로써, 
서로 다른 유형의 유저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질적 측면 
유저 인터뷰와 유저 테스트를 통해, 제품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맥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적 측면 
서로 다른 유저 및 이벤트 속성에 따른 구분, 핵심 이벤트 수행 빈도에 따른 구분,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유사 행동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유저 구분

개별 코호트 및 페르소나에 따른 베이스라인 리텐션 비교

서로 다른 행동 페르소나의 리텐션 커브를 비교하는 것은 더 많은 유저를 특정 “파워” 페르소나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떤 페르소나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Day 리텐션, Unbounded 리텐션, 또는 맞춤형 Bracket 리텐션 중 제품에 가장 적합한 
리텐션 분석 방법을 선택하세요. 

Unbounded 리텐션 
Unbounded 리텐션은 특정 날짜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Unbounded 리텐션은 이탈율의 반대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7일차 Unbounded 리텐션 = 첫 사용 이후 7일차 
혹은 그 이후에 재방문한 유저 비율

N-Day 리텐션 
N-Day 리텐션은 첫 방문 후 특정 일자에만 재방문한 
유저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 7일차 N-day 리텐션 = 첫 사용 이후 정확히 7
일차에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

Bracket 리텐션 
Bracket 리텐션은 설정한 특정 기간을 기반으로 
재방문을 측정합니다.  일/주/월 단위 혹은 다양한 
기간을 커스텀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Amplitude는 
각 구간별 재방문 유저 비율을 측정해줍니다.

예) 첫 방문 일자(= 1st bracket)를 Day 0,  
2nd bracket 구간을 Day 1~ 7,  
3rd bracket을 Day 8~14로 설정

4. 제품 분석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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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속성에 따른 세분화

핵심 유저 속성을 세분화하여 측정하세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유저 
그룹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 속성의 일반적인 예시는 국적, 사용 언어, 
플랫폼, 유료/무료 회원 여부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주요 
속성을 정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베이스라인 리텐션 커브를 서로 다른 속성들을 기반으로 구분하여 리텐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세요. 

행동 코호트 분석

행동 코호트는 정의된 기간 중 특정 액션을 수행, 혹은 수행하지 않는 유저 그룹을 가리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한 코호트를 구성하고, 유저들의 리텐션을 측정하여 그 행동이 
리텐션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세요.

행동 코호트는 퍼널 전환율이나 이 플레이북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분석에 적용가능합니다. 

핵심 경로 퍼널

핵심 경로 퍼널은 핵심 이벤트를 완료하기까지 예상되는 일련의 유저 액션을 의미합니다. 
전환율을 행동 페르소나에 따라, 그리고 다른 유저 속성에 따라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명확하게 파악해보세요.

4. 제품 분석 Toolkit

일반 유저 플로우

잘 짜여진 행동 시퀀스에서는 퍼널 분석이 수월하지만, 실제 유저 행동은 생각보다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액션이 일어나기 전 또는 후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를 살펴보고, 행동 
페르소나 및 코호트의 경로와 비교해 보세요.

밀착도

밀착도란 유저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를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중 며칠이나 유저가 활동 
또는 특정 이벤트를 수행했는지 측정합니다.

세션 메트릭

측정 가능한 핵심 세션 메트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분포: 히스토그램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유저의 세션 길이 분포

평균 길이: 유저 당 평균 세션 길이

유저 당 평균: 유저 당 일일 평균 세션 수



‘리텐션 마스터하기’ 플레이북은 Part 1(Ch 1~4)과 Part 2(Ch 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mplitude Product Analytics Playbook 시리즈 더 알아보기

Mastering Retention(Eng) https://amplitude.com/mastering-retention 
Mastering Engagement(Eng) https://amplitude.com/user-engagement 
문의: playbook@amplitude.com 

AB180 더 알아보기

https://www.ab180.co 
https://www.ab180.co/solutions/amplitude 
문의: contact@ab18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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