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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창립된 Amplitude는 모바일 및 웹 기반 비즈니스들의 유저 행동 이해를 돕는 프로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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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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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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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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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유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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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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저 리텐션
CHAPTER 05

챕터 1~4를 통해 여러분은 핵심 이벤트와 제품 사용 주기를 결정하고,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와 각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코호트를 구성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행동 페르소나 및 다양한 제품 분석 방법을 통해 리텐션을 살펴보는 법도 학습했습니다.

이제 리텐션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를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챕터에서는 현재 유저 리텐션을 다루겠습니다.

제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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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현재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 액티브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유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유저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유저들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텐션에 관한 많은 글과 발표 자료들은 신규 유저 리텐션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챕터 3에서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현재 유저와 
복귀 유저 리텐션도 신규 유저 리텐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현재 유저 리텐션을 먼저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품 사용 양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제품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얻고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유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유저의 재방문을 유도할 뿐 아니라 휴면 유저를 재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저들로 하여금 제품에 인게이지하고 반복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게 만드는 유인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유저들을 '현재 유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는 작업은 비즈니스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에도 핵심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리텐션 곡선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평평해지는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신규 유저가 
계속 유입된다 하더라도, 리텐션이 낮을 경우 전체적인 성장은 
정체되고 심각하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Current User Timeline

active active

Current IntervalPrevious Interval

5. 현재 유저 리텐션

핵심 용어

현재 유저 (Current User)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제품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본 플레이북상에서 현재 유저란, 과거의 
특정 기간에 액티브 유저였으며 측정하는 현재 
시점에서도 액티브 유저인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사용 주기가 일주일 단위라면 현재 
유저는 지난 주와 이번 주에 모두 액티브 상태인 
유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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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즈음 파란 곡선이 평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7일간은 리텐션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잔존하는 유저 기반이 존재하며 이들을 
제품의 현재 유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리텐션 곡선이 
특정 지점 이후 평평해진다면, 본 플레이북에서 제시하는 
전략들을 적용해볼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유저 기반이 확보된 
것입니다.

현재 유저 리텐션 분석의 목표는, 이 베이스라인을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녹색 곡선의 경우 리텐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유저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리텐션 곡선이 녹색 곡선처럼 
평평해지지 않고 0을 향해 수렴한다면, 제품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리텐션 
최적화를 고민하기 이전에 제품의 핵심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1) Source: http://www.nirandfar.com/2012/04/hooking-users-in-3-ste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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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유저 리텐션

PRO TIP

니르 이얄의 5%의 법칙과 습관 테스트

니르 이얄은 저서 "훅(Hooked)"에서, '습관 테스트
(Habit Testing)'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습관 테스트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1), 본 
플레이북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와도 일맥상통합니다. 

• 확인(Identify): 제품을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유저 찾기

• 명시(Codify): 이러한 유저들의 공통점 이해하기

• 개선(Modify):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저 
플로우 조정하기

여기서 제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란 본 
플레이북에서 말하는 현재 유저와 동일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기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로, 니르 이얄은 습관 테스트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습관적 또는 현재 유저의 수는 경험적으로 볼 
때 전체 유저의 5% 정도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5%의 유저들은 여러분의 의도대로 제품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충분한 가치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5%의 유저가 아직 없다면, 습관 
테스트에 착수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제품이 제공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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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

현재 유저 리텐션 분석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유저들로 하여금 제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현재 유저로 전환시키기

• 현재 유저를 핵심 유저로, 핵심 유저를 파워 유저로 만들기

이번 챕터에서는, 타 유저들과 현재 유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저 
행동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또한 이 유저들의 
리텐션을 강화하는 다음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현재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

• 현재 유저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액션 파악하기

• 신규 또는 복귀 유저가 제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현재 유저가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5.1  현재 유저 진단하기 
5.2  현재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 탐색하기 
5.3  습관 형성 요인 발견하기 
5.4  수동 > 핵심 > 파워 페르소나 전환 요인 발견하기 
5.5  Take Action

5.1  현재 유저 진단하기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현재 
유저는 바로 직전 주기와 측정 시점 기준 현재 주기에 액티브 
상태인 유저입니다. 

먼저, 현재 유저 코호트를 생성하고(섹션 3.3 참고) 현재 
유저의 베이스라인 리텐션을 표시하세요.

N-Day 리텐션 또는 Unbounded 리텐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섹션 3.1 참고). 

다음 페이지에서 현재 유저 코호트를 나타내는 리텐션 곡선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속성을 파악하고 리텐션 곡선을 세분화하세요. 
현재 유저 코호트를 생성한 뒤, 유저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유저 속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저 속성들을 
분해하여 주요 속성들을 측정하면, 집중해야 할 트렌드와 유저 
그룹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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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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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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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byFirst event 

N-Day Retention..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A

Any Event

..then the return event 

B

1

Select user property…where

또한 주요 유저 속성(플랫폼, 위치, 어트리뷰션 소스 등)에 
따라 리텐션 곡선을 세분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목해야 할 
차이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저 속성에 따른 세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다룬 섹션 4.3.2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5.2  현재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 탐색하기

챕터 4에서 행동 페르소나 개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각각의 페르소나는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나타냅니다.

현재 유저의 페르소나를 찾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유저들이 얻는 가치 
이해하기

• 주목할 만한 활용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향후 리텐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턴이나 행동 파악하기

이번 섹션에서 행동 페르소나의 예시들을 살펴보고, 집중해야 
할 페르소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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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한 모바일 게임에 적용 가능한 페르소나

스마트폰용 모바일 소셜 게임을 운영하는 고객사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를 실시간 매칭해 주고, 이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유저를 분석했을 때, 행동 패턴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리텐션을 보여준 세 가지의 핵심 페르소나를 

발견했습니다.

• 소셜 기능 헤비 유저: 소셜 기능을 활발하게 사용하지만 게임은 많이 

하지 않는 유저

• 게임 플레이 헤비 유저: 게임 플레이를 주로 하고, 소셜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유저

• 게임 플레이 + 소셜 기능 헤비 유저: 두 기능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유저

하단의 리텐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페르소나들 모두 현재 

유저의 베이스라인에 비해 매우 높은 리텐션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 플레이 + 소셜 기능 헤비 유저 페르소나가 가장 높은 리텐션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데이터를 살펴보면 게임 플레이와 소셜 기능 모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의 리텐션이 가장 높았지만, 게임 플레이만 열심히 하거나 

소셜 기능만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유저들도 베이스라인에 있는 유저들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리텐션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고객사가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해 게임 플레이나 소셜 기능 

중 하나에만 집중해도 훌륭한 리텐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MPLE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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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앱의 핵심 페르소나

마음챙김 모바일 앱 고객사를 또다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명상 코스 서비스와, 차분한 사운드가 담긴 배경 장면(scenes)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의 프로덕트 팀은 Amplitude의 Personas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페르소나를 정의했습니다.

• 청취 유저: 주로 다양한 scenes을 바꿔가며 청취하는 유저

• 명상 유저: 평균치보다 많은 명상 코스를 완료한 유저

• 리마인더 수신 유저: 명상 일일 리마인더 수신 기능을 켜놓는 유저로, 

매주 평균적으로 2-3개 이상의 명상 코스를 완료하는 유저

이들 중 '리마인더 수신 유저' 페르소나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자세히 뒤져봐야만 리마인더 설정 기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능을 켠 유저들은 전체의 약 1%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유저들은 다른 유저 그룹에 비해 매우 높은 리텐션을 

보여줍니다. 

파워/핵심/수동 유저 페르소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이 앱의 청취 

유저를 수동 유저로, 명상 유저를 핵심 유저로, 리마인더 수신 유저를 파워 

기능을 사용하는 '파워 유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Starred Events

  All Clusters
215,775 Users

  

4 Set Alert

2 Session Started

1 Session Completed

3 Scenes Swiped

9.12

8.75

2.89

0.13

0.88

0.52
 

9.51

0.11

10.98

10.23

2.76

0.98

Listeners
107,396 Users

Alert Savers
321 Users

 
 

    

Meditators
108,058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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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4.21

3.19

0.11

EXAMPLE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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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페르소나의 리텐션 곡선 비교

청취 유저와 명상 유저의 리텐션 곡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취 유저 

리텐션이 명상 유저 리텐션에 비해 약간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두 페르소나 모두 첫 사용 이후 30일차 N-Day 리텐션이 비슷하게 

높습니다. 

장기 리텐션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 24주 동안의 주간 리텐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리마인더 수신 유저, 명상 유저, 청취 유저 순으로 높은 

장기 리텐션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사점: '청취 유저'는 비교적 액티브한 수동 페르소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명상 유저에 비해 리텐션이 낮았습니다. 또한 명상을 하기 

위해 일일 리마인더를 설정한 '리마인더 수신 유저'들은 24주차 기준 장기 

리텐션이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  

이 고객사는 청취 유저를 명상 유저로 전환시키고, 명상 유저로 하여금 

일일 리마인더를 설정하게 하고 리마인더 수신 유저로 전환시키기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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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파헤치기

현재 유저 페르소나를 정의한 뒤, 어떻게 현재 유저들이 
행동하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저 
워크시트에서 분석한 내용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선의 여지를 포착하고 현재 유저 리텐션을 증진시킬 
잠재적인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챕터 4의 제품 분석 Toolki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이벤트 밀착도(Stickiness)

핵심 이벤트에 대한 밀착도 또한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래 밀착도 그래프는 유저가 제품상의 핵심 이벤트를 수행한 
일수를 측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수업 예약 앱 고객사의 핵심 이벤트는 
바로 유저가 수업을 예약하는 순간이며, 따라서 예약 이벤트의 
밀착도는 다른 일반적인 유저 행동 이벤트의 밀착도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지표입니다.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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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도표를 보면, 수업 예약 이벤트의 밀착도가 일반적인 
유저 행동 밀착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즉, 각 
페르소나별로 다수의 유저가 앱을 열고 수업 검색, 일정 확인 
등의 활동을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예약하는 유저 비율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수업 예약 이벤트의 밀착도를 살펴보는 것은, 페르소나를 보다 
잘 분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표를 통해 페르소나 2와 
3이 페르소나 1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밀착도를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2와 3의 유저 중 약 30%는 한 달에 적어도 
3일 이상 수업을 예약하는데 반해, 페르소나 1의 경우 약 19%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사점:  이 고객사의 제품 팀은 페르소나 2와 3이 페르소나 
1보다 더 가치있으며, 보다 집중해야 하는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더 많은 유저들을 페르소나 2와 3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들 페르소나의 제품 경험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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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습관 형성 요인 파악하기

현재 유저들은 제품 사용에 있어서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유저는 제품을 최초로 사용한 후, 이어지는 재방문을 통해 
현재 유저가 되기까지 아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온보딩 
2. 가치 발견 

3. 습관 형성 

유저가 습관 형성 단계를 완료했다면, 신규 유저에서 현재 
유저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저들은 제품 사용에 있어서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규 유저들을 성공적으로 온보딩시켰고, 
그들에게 제품을 사용할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 
유저들은 주기적으로 재방문하는 현재 유저가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유저들의 이러한 습관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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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ing

Value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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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저 리텐션 연구를 통해, 습관 형성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더 많은 신규 유저 또는 복귀 
유저들의 습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도록, 습관 형성으로 연결되는 
행동 촉진 요소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신규 유저를 현재 유저가 되게끔 만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을 발생시키는 유저 행동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유저가 다음 단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행동 요인은, 제품 
리텐션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개념인 '아하 모먼트(Aha 
Moment)'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아하 모먼트란, 유저가 
잔존할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제품 경험 초기에 
수행하게 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도 
Facebook의 사례일 것입니다. Facebook은 가입 후 최초 10
일 이내에 적어도 7명 이상의 친구를 추가한 유저가 잔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하 모먼트는 신규 
유저 뿐 아니라 유저 라이프사이클 중 어떤 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습관 형성으로 이어지는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를 구분짓는 특정한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들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활용하여, 습관 형성 요인 후보군을 
정의해보세요. 

• 이 액션을 완수하는 대부분의 유저는 습관을 형성하고 
현재 유저가 됨

• 이 액션을 완수하지 않는 대부분의 유저는 현재 유저가 
되기 전에 이탈함

Behavioral 
Driver

Formed
Habit

Took
Action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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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형성 요인을 찾는 방법

이번 섹션에서는 유저들이 습관 형성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만드는 행동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5단계 절차를 활용해보세요. 그 다음, Amplitude
를 통해 훨씬 쉽고 빠르게 같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습관 형성 단계에 잔존한 유저의 베이스  코호트(base 
cohort) 생성하기 
*하단의 표는 제품 사용 주기에 기반한 습관 형성 기간을 
보여줍니다.  

100%

75%

50%

25%

0%

Phases of Current User Retention

New User 
Retention Analysis

Current User 
Retention Analysis

Onboarding

Habit Formation

Current User

Value Discovery

Daily Days 4-6

Weekly Days 8-14

Biweekly Days 15-28

Monthly Days 31-60

Habit Formation    
Period

Product Usage    
Intervals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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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습관 형성 단계의 바로 다음 주기에 재방문한 유저를 
대상으로 잔존 유저 코호트(retained cohort) 생성하기

Step 3: 베이스 코호트에 속한 유저 중, 바로 다음 주기에 
재방문하지 않은 유저를 대상으로 휴면 유저 코호트(dormant 
cohort) 생성하기 

Step 4: 잔존 유저 코호트와 휴면 유저 코호트를 비교하여, 
잔존 유저 코호트에서는 나타나지만 휴면 유저 코호트에는 
나타나지 않는 행동 찾아보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보세요.

•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활동들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잔존 유저 코호트와 휴면 유저 코호트 
각각 해당 활동을 수행한 유저 비율 측정하기

• 두 코호트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한 정성적 데이터 
확보하기

• 두 코호트 유저들의 행동 시퀀스 살펴보기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앱 제품의 경우, '음악 재생,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좋아하는 노래 모아 듣기' 등의 유저 
행동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잔존 
유저 코호트와 휴면 유저 코호트 각각에서 이 중요 활동들이 
반복되는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Step 5: 습관 형성 요인이 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면, 실제로 그 활동을 하는 유저와 하지 않는 유저 간의 
리텐션 차이 측정하기 
*이를 통해 이 활동이 리텐션 증대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그래프를 통해, 최소한 1개 이상의 
노래를 좋아요한 유저들이 그렇지 않은 유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리텐션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 촉진 요인 혹은 아하 모먼트를 발견하는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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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적용해봅시다. 더 많은 유저들이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현재 유저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품만의 습관 형성의 요인을 발견했다면, 신규 유저가 
현재 유저가 되어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확률을 높이려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단계를 거치게 해야할 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다 많은 
유저들이 초기에 이 단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논의한 게임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 게임 내에서 유저의 친구가 접속하여 액티브 상태가 될 때 
푸시 알림을 보내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독려

• 게임 내 소셜 기능을 특정 횟수 이상 수행했을 때 배지나 
게임 내 화폐 등의 보상을 유저에게 제공

다양한 시도를 통해, 유저들이 습관 형성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습관 형성 요인들은 온보딩 경험과는 구분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보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습관 형성은 이미 유저가 성공적으로 
온보딩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5.4  수동 > 핵심 > 파워 페르소나 전환 요인 
파악하기

챕터 4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행동 페르소나를 수동, 핵심, 
파워 유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 챕터 초반부에서 현재 유저 
페르소나를 정의할 때, 여러분은 보다 액티브하고 가치있는 
페르소나들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챙김 앱의 사례를 떠올려보세요. 이 앱에서는 수동 
페르소나를 갖는 청취 유저와, 핵심 페르소나를 갖는 명상 
유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의 핵심적인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앱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유저 그룹인 
청취 유저를 명상 유저로 보다 많이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동 유저를 핵심 유저로, 혹은 핵심 유저를 파워 
유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습관 형성 요인을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저들을 핵심 유저 또는 파워 유저가 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섹션 5.3에서 살펴본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보세요.

5.5  Take Action

여러분은 현재 유저 리텐션 분석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아래 핵심 질문들을 참고하여 테스트 진행을 위한 가설을 
세워봅시다.

핵심 질문:

• 습관 형성의 요인으로 정의내린 핵심 액션은 무엇인가요? 
보다 많은 신규 유저가 습관 형성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 여러분의 수동 유저, 핵심 유저, 그리고 파워 유저는 
누구이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유저들을 
어떻게 파워 유저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 행동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예상치 못했거나 중요할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활용 사례를 발견하셨나요? 해당 
유저들의 경험을 어떻게 개선 혹은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 수익과 같은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목표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페르소나가 있나요?

• 보다 많은 유저를 핵심 또는 파워 유저 페르소나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리텐션이 높지 않은 유저 그룹을 
타겟팅하여, 그들이 파워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의 액션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보세요.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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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개선 사항 트래킹하기

현재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시작하신다면, 실제로 작동하는 가설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가설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지표를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표를 설정할 때, 현재 유저 리텐션이 목표하는 바를 
떠올리세요. 

• 신규 유저가 습관을 형성하고 현재 유저가 되도록 
유도하세요.

• 현재 유저가 핵심 유저가 되고, 핵심 유저가 파워 유저가 
되도록 유도하세요.

성과 측정을 위해 다음의 지표들을 트래킹할 것을 추천합니다. 

•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유저의 수 및 비율

• 모든 현재 유저 및 각 행동 페르소나별 시간에 따른 
리텐션 수치

• 중요한 행동 페르소나의 규모 및 비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 페르소나 그룹이 되고 있나요?)

• 시간에 따른 핵심 이벤트 밀착도 (현재 유저의 활성화 
정도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파악하세요.)

• 시간에 따른 핵심 경로 퍼널 단계별 전환율

읽기 자료

Hooking Users in 3 Steps: An Intro to Habit 

Testing  
By Nir Eyal, author of Hooked 
http://www.nirandfar.com/2012/04/hooking-

users-in-3-steps.html 

Why You Need Cohorts to Improve Your 

Retention  
Alicia Shiu, Amplitude Blog 
https://amplitude.com/blog/2015/11/24/

cohorts-to-improve-your-retention/ 

This Is How You Find Your App's Aha! 

Moment  
Kendrick Wang, Apptimize Blog 
https://apptimize.com/blog/2016/02/this-is-
how-you-find-your-apps-aha-moment/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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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저 진단 체크리스트
현재 유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아래의 과정을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챕터 4를 참조하세요. 

• 현재 유저 코호트 생성

• 현재 유저의 베이스라인 리텐션 곡선 표현

• 유저 속성에 따른 리텐션 곡선 세분화

• 핵심 경로 퍼널별 전환 측정

• 일반적인 유저 플로우 정의

• 핵심 이벤트의 밀착도 측정

• 세션 메트릭 측정

 
현재 유저 행동 페르소나 
현재 유저의 모든 행동 페르소나를 정의하여 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Persona Nickname Description & Key Behaviors % of Current Users Retention Metric (choose 1 for your time frame)

Ex. Meditators  Ex. Complete at least 3 meditation  Ex. 32%   Ex. 72% Week 2 retention
   sessions per week

Current User Timeline

active active

Current IntervalPrevious Interval

5. 현재 유저 리텐션

현재 유저 리텐션
현재 유저는 측정 시점 기준 직전 주기와 현재 주기에 모두 활성화되었던 사람을 나타냅니다. 현재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유저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유저들이기 때문입니다. 액티브 유저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지속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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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driver    Ideas

Ex. Meditate at least 3  Ex. Motivate users with an extra feature that gets unlocked 
times within 1st week after 3 sessions; experiment with push noti�cations as reminders 

Behavioral driver            Passive � Core   Ideas
                or Core � Power  

Ex. Meditate at least                   Ex. Core � Power  Ex. Prompt users to set a daily reminder after their �rst
times within 1st week    meditation session 

5. 현재 유저 리텐션

습관 형성 요인

섹션 5.3를 참고하여, 습관 형성의 행동 요인을 정의하고 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어떻게 보다 많은 유저들이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생각해보세요.

수동 페르소나를 핵심 페르소나로, 핵심 페르소나를 파워 페르소나로 
변화시키는 요인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수동 유저를 핵심 유저로, 핵심 유저를 파워 유저로 변화시키는 요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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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ction: 가설 및 Next Steps

가설 및 실험 아이디어를 수립할 때, 스스로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 습관 형성의 요인으로 정의한 핵심 액션은 무엇인가요? 보다 많은 신규 유저가 습관 형성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 여러분의 수동 유저, 핵심 유저, 그리고 파워 유저는 누구이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유저들을 어떻게 파워 유저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 행동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예상치 못했거나 중요할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활용 사례를 
발견하셨나요? 해당 유저들의 경험을 어떻게 개선 혹은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 수익과 같은 핵심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페르소나가 있나요?

• 보다 많은 유저를 핵심 또는 파워 유저 페르소나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리텐션이 
높지 않은 유저 그룹을 타겟팅하여, 그들이 파워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의 액션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보세요. 

    Notes

시간에 따른 개선 사항 트래킹을 위한 지표

현재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시작하신다면, 실제로 
작동하는 가설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가설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지표를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표를 설정할 때, 현재 유저 리텐션이 목표하는 바를 떠올리세요. 

• 신규 유저가 습관을 형성하고 현재 유저가 되도록 유도하세요.

• 현재 유저가 핵심 유저가 되고, 핵심 유저가 파워 유저가 되도록 유도하세요.

성과 측정을 위해 다음의 지표들을 트래킹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유저의 수 및 비율

• 모든 현재 유저 및 각 행동 페르소나별 시간에 따른 리텐션 수치

• 중요한 행동 페르소나의 규모 및 비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 페르소나 그룹이 되고 
있나요?)

• 시간에 따른 핵심 이벤트 밀착도 (현재 유저의 활성화 정도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파악하세요.)

• 시간에 따른 핵심 경로 퍼널 단계별 전환율

5. 현재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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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저 리텐션
CHAPTER 06

챕터5에서 현재 유저의 리텐션 및 행동을 분석했다면,  이제 라이프사이클의 다음 단계인 신규 유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지난 챕터에서 다룬 신규 유저 코호트와 관련한 몇 가지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새로운 개념들의 소개와 함께 신규 유저 리텐션 단계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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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신규 유저 리텐션은 아마도 리텐션 유형 중 가장 흔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되는 유형일 것입니다. 오늘날 유저 리텐션 증대를 
위해 가용한 자원의 대부분은, 어떻게 신규 유저를 지속적으로 
잔존시킬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저들의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억 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된 iOS 및 Android 앱을 
연구한 결과, N-day 리텐션 측정 기준 평균적으로 14%의 
유저만이 앱 설치 후 7일차에 재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N-day 리텐션보다 유저 활동 양상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Bracket 리텐션 수치도 살펴보았습니다.  

Bracket 리텐션 분석 결과, 1~7일 차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34%의 유저들이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66%의 신규 유저들은 앱 설치 후 1주 이내에 해당 앱을 
재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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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는 모바일 앱 (Android 및 iOS) 설치 후 초반 90일 간의 평균 리텐션을 
보여줍니다. 

• Bracket 리텐션: 0일, 1-7, 8-14, 15-30, 31-60, 61-90일에 유저가 재방문한 비율

• N-Day 리텐션: 0, 1, 3, 7, 14, 30, 60, 90일 차에 유저가 재방문한 비율

아래 리텐션 그래프를 통해, 초기에는 급격한 리텐션 하락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규 유저 경험은 
제품에 대해 어떤 첫인상을 갖게 되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전반적인 리텐션 향상 및 기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규 유저를 최대한 신속하게 온보딩시키고 
그들에게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유저들은 두 번 다시 
여러분의 앱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6. 신규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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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플레이북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텐션 커브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브를 
위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커브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규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면, 유저 경험의 초기에 
발생하는 리텐션 하락 폭이 감소하여 리텐션 커브가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

신규 유저 리텐션 분석은, 신규 유저들이 어떻게 제품에 
온보딩하고 가치를 발견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적인 신규 유저 리텐션을 위해 유저의 
첫 세션에서 제품의 모든 기능들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데이트에 비유하면, 첫 번째 데이트의 
목표는 두 번째 데이트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당장 결혼을 
목표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초기 경험에서 
유저가 재방문하여 다음 세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벌써부터 장기 
리텐션을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신규 유저 리텐션의 종합적인 목표는, 신규 유저들을 
여러분의 제품에 성공적으로 온보딩시키는 것, 즉 '두 번째 
데이트'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New User Timeline

active: 1st time

Current Interval

신규 유저 (New User) 

해당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 플레이북에서, 신규 유저란 측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앱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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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저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음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유저를 잔존시키거나, 혹은 떠나가게 만드는 
행동이나 요인들

• 신규 유저들을 효과적으로 온보딩시키는 방법들

• 초기 경험에서 신규 유저들에게 빠르게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 

 
6.1  신규 유저 진단하기

6.2  신규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 탐색하기

6.3  온보딩 퍼널 이해하기

6.4  신규 유저 리텐션 단계: 온보딩 및 가치 발견  

6.5  온보딩 성공 요인 정의하기

6.6  가치 발견 성공 요인 정의하기

6.7  Take action 

6.1  신규 유저 진단하기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신규 
유저란 측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당 앱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먼저, 섹션 3.3에서 생성한 신규 유저 코호트를 기반으로 신규 
유저 베이스라인 리텐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섹션 3.1에서 다루었듯, N-day, Bracket, Unbounded 리텐션 
중 적절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세요. 

유저 속성 탐색 및 리텐션 커브 세분화하기 

신규 유저 코호트를 생성하였다면, 이들 유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저 속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핵심 유저 속성을 
쪼개어 분석함으로써, 트렌드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탐색해야 할 
유저 그룹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유저 속성(예:플랫폼, 장소, 어트리뷰션 소스 등)별로 
리텐션 커브를 구분하여 차이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6. 신규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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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규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 탐색하기

이제 해당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유저들의 페르소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각 행동 
페르소나는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챕터 5에서 현재 유저 
페르소나를 파악했다면, 본 챕터에서는 신규 유저의 독특한 
행동들을 살펴봅니다. 일부는 현재 유저 페르소나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행동 페르소나의 배경이나 그 중요성과 관련한 
내용은 앞서 챕터 4에서 다루었습니다.  

신규 유저의 페르소나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측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유저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해 보는 이유

• 신규 유저의 출신 지역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향후 리텐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턴이나 행동 파악하기

챕터 4에서 다루었듯이, 행동 페르소나는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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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신규 유저들의 출신 지역 구성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신규 유저 리텐션을 세분화해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리텐션 

커브가 그려지지만, 이 안에서 중요한 차이점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일차 리텐션의 경우, 인도 유저가 브라질 유저에 비해 9.6%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한 차이점을 토대로, 이들 국가의 유저 경험을 보다 깊게 분석하여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및 다른 국가 유저들의 리텐션을 인도 유저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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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SaaS 기업의 신규 유저 페르소나

마케터나 다른 직군의 유저가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보유한 B2B SaaS 기업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기업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신규 유저 페르소나를 살펴본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신규 유저들을 그룹화하는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정을 만든 신규 유저 vs. 계정을 만들지 않은 신규 유저

계정을 생성한 유저는 대부분 비디오 '프로듀서'인 반면, 계정을 생성하지 

않은 유저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단순히 비디오 콘텐츠를 보는 데 그치는 

비디오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각 유저 

그룹의 속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전에, 계정 생성 여부로 유저를 두 

그룹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기에 

앞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사용하여 유저들을 그룹화한 좋은 

사례입니다.

 

Amplitude의  Personas 기능을 이용해 신규 유저 페르소나 발견하기

Amplitude에서 '신규 유저-계정 있음' 과 '신규 유저-계정 없음', 이 두 

가지 행동 코호트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는 

유저들의 클러스터를 찾기 위해 각 코호트를 대상으로 Personas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Personas 기능의 작동 원리는 챕터 4를 참고하세요.

 

‘신규 유저-계정 있음’ 코호트의 대부분의 유저들은 비디오 생성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프로듀서'들로 나타났습니다. Personas 기능을 통해  

'프로듀서' 유저들을 다음의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 프로듀서-헤비 에셋 유저: 동영상 제작 툴을 실행하여 영상에 많은 

에셋(오브젝트 또는 컴포넌트)을 추가한 유저들입니다.

• 프로듀서-로우 에셋 유저: 마찬가지로 동영상 제작 툴을 

실행하였으나, 많은 에셋을 활용하지는 않는 유저들입니다.

‘헤비’ 에셋 유저와 ‘로우’ 에셋 유저의 리텐션을 살펴본 결과, 헤비 에셋 

유저들이 훨씬 더 높은 리텐션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프 

참조)  

유저들이 동영상 제작 초기 경험에서 에셋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며, 나아가 리텐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규 유저-계정 없음’에 해당하는 유저들에서도 흥미로운 페르소나가 

발견되었습니다.

• 소비자: 동영상을 주로 시청하는 유저들입니다. 향후 프로듀서와 

소비자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 잠재적 리드(Lead):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에 방문해 플랫폼의 

잠재적 소비자와 일치하는 행동들을 수행하는 유저들입니다. 이들은 

가격 정책 페이지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다른 페르소나 유저들과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시사점: 결론적으로, 페르소나에 따라 제품 경험 및 메시징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Amplitude의 Personas 

기능을 활용하면 페르소나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잠재적 리드’ 페르소나에 대해 보다 깊게 탐색함으로써, 현재 웹사이트 

상의 유저 행동과 무료 체험 신청 전환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이 페르소나 유저들의 웹사이트 사용 경험을 

최적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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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페르소나에 대한 유저 리텐션을 측정함으로써, 
리텐션이 높은 유저 클러스터와 리텐션이 낮은 유저 
클러스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리텐션이 높은 그룹이 
신규 유저 단계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그들의 높은 리텐션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3  온보딩 퍼널 이해하기

첫인상의 중요성  
신규 유저 리텐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보딩 
퍼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온보딩 경험이 좋지 않은 경우 
신규 유저 리텐션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온보딩은 신규 유저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성공적으로 온보딩하는 
유저의 수를 늘리게 되면 리텐션 커브 전체가 상향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온보딩 퍼널 정의하기 
많은 앱들이 앱 최초 경험에서 유저가 이동하게 되는 
시퀀스들을 잘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온보딩 퍼널을 매우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중요 이벤트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앱의 퍼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초 사용자 경험이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편이라면, 
유저들이 해당 제품에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핵심 
이벤트들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Amplitude의 Pathfinder
를 통해 이벤트 시퀀스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섹션 
4.3.5를 참조하세요.)

 
온보딩 플로우가 리텐션에 미치는 영향 측정하기  
앞선 사례의 SaaS 기업처럼 여러분 제품의 온보딩 플로우 
또는 튜토리얼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이제 온보딩이 리텐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합니다. 

 

 
온보딩 플로우를 마친 유저들이 그렇지 않은 유저들에 비해 더  
높은 리텐션을 보여줄까요? 유저들로 하여금 튜토리얼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할까요?  

EXAMPLE

B2B SaaS 기업의 온보딩 퍼널

직전 예시에서 다룬 B2B SaaS 기업은 온보딩 프로세스에 

자사 플랫폼을 소개하는 튜토리얼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에서부터 튜토리얼 완료에 이르는 온보딩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퍼널을 구성했습니다. 

퍼널의 각 단계에서, 이전 단계에서 몇 퍼센트의 유저가 넘어왔는지와 

퍼널에서 빠져나가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유저들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가장 많이 이탈하는 지점에 주목하기 

퍼널을 진단할 때, 가장 이탈률이 큰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예시의 경우, ‘튜토리얼 시작’과 ‘튜토리얼 완료’ 단계 

사이에서 유저 이탈이 가장 많습니다. 튜토리얼을 시작한 유저 중 1/3

만이 튜토리얼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기업은 튜토리얼 내에서 유저들이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지점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유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재설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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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튜토리얼이 리텐션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유저들이 상품들을 팔고 살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앱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저가 앱을 처음 열면 앱의 핵심 기능들을 보여주는 

튜토리얼 플로우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 유저가 원한다면 튜토리얼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 퍼널 차트를 보면, 이 앱의 온보딩 플로우 시작 지점에서부터 

종료 지점까지의 전환율은 26% 입니다. 단 26%의 유저만이 온보딩 

튜토리얼을 마친 셈입니다.

이 기업은 튜토리얼 플로우를 완료한 신규 유저와 그렇지 않은 신규 유저에 

대한 행동 코호트를 각각 생성하였습니다. Amplitude의 Microscope 

기능을 활용하면 모든 차트에서 즉시 코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초기 30일동안 이 두 코호트의 리텐션을 비교한 결과, 온보딩을 완료한 

유저들이 그렇지 않은 유저들에 비해 5% 높은 (Unbounded) 리텐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사점:  이 5%가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치가 점차 더 커질 수 있고,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을 잔존시킬 수 있게 됩니다. 

Amplitude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유저들이 온보딩 플로우를 완료했을 때 얻는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이 유저들이 이전에 사용하던 특정한 기능이 있는가? 

• 온보딩 플로우를 건너 뛴 유저들에게도 해당 가치를 다시 제공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는가? 

• 74%의 유저들이 온보딩 플로우를 포기한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플로우 완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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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플로우 이탈 유저들은 대신 어떤 활동을 수행하나요? 

경로 분석은 앞서 살펴본 온보딩 플로우와 같은 퍼널을 이탈한 
유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데 유용합니다. 이들 
유저들이 완전히 앱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대신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앞서 소개한,  74%의 신규 유저들이 온보딩 튜토리얼 중 
이탈했던 마켓플레이스 앱의 Pathfinder 차트를 살펴봅시다. 
이들 유저들은 튜토리얼 대신 어떤 다른 활동들을 했을까요?

차트를 통해 온보딩 플로우에서 이탈한 유저 중 5%만이 
즉시 앱을 종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84%가 제품 리스트나 제품 상세 정보, 또는 

다른 제품 리스트를 살펴보고, 다른 제품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시사점: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온보딩 플로우를 완료하지 
않은 유저들의 대부분이 앱 개발사가 기대하는 바대로 앱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앱의 사용 방법이 
구조화된 온보딩 튜토리얼 없이 앱 탐색만으로도 잘 이해될 
만큼 충분히 직관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Amplitude는 다음의 전략들을 추천하며, 이들이 리텐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를 권장합니다.

• 온보딩 플로우를 간소화하여 완료율 높이기

• 온보딩 플로우를 제거하고, 유저들이 곧바로 앱에 들어가 
서비스 곳곳에서 툴 팁을 통해 기능들을 이해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6.4  신규 유저 리텐션 단계: 온보딩 및 가치 발견 

신규 유저 리텐션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상식은, 본 챕터 
초반에서 살펴본 모바일 앱 리텐션 그래프와 같이 임의로 
설정한 날짜(예: 1일차, 7일차, 30일차, 90일차)에서의 N-day 
리텐션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품마다 기대되는 
사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 및 음식 배달 앱과, 모바일 게임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대되는 사용 빈도수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제품마다 기대되는 사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설정한 ‘N일차’ 리텐션을 벤치마킹하여 리텐션을 살펴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Amplitude는 사용 패턴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한 
신규 유저 리텐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유저가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온보딩 > 가치 발견 > 습관 
형성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않는 유저들은 '휴면 유저'로 분류합니다. 

Onboarding start 100%
Onboarding abandon 74%

Onboarding complete 23%

Product list 84%

View Product 50%

Product list 40%

Product detail visit  22%

Search complete 5%
Search start 6%

Product detail visit 19%

Auth scree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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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신규 유저는 온보딩 프로세스를 경험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유저들이 가능한 
빨리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 발견 : 온보딩 이후, 신규 유저에게 제품의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 시간동안 
유저들이 제품의 핵심 가치를 가능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무엇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습관 형성: 유저가 여러분 제품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도록 확실한 습관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신규 유저가 현재 유저로 전환되는 습관 형성 과정은 앞서 섹션 
5.3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에서의 유저의 단계별 
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저들을 다음 단계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에서의 타임프레임 정의하기 

어떠한 제품이든, 온보딩 단계는 0일차, 즉 유저가 앱을 
처음으로 오픈한 날에 시작됩니다. 이에 반해 가치 발견 단계는 
챕터 2에서 계산한 제품 사용 주기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위의 표는 서로 다른 상품 주기를 가진 제품들에 대한 대략적인 
단계별 타임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타임프레임을 설정했다면, 해당 타임프레임동안 
재방문하는 신규 유저의 코호트를 생성하세요. 유저들의 
단계별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 이 코호트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100%

75%

50%

25%

0%

Phases of New User Retention: Onboarding & Value Discovery

New User 
Retention Analysis

Current User 
Retention Analysis

Onboarding

Habit Formation

Current User

Value Discovery

Day 4-6Day 1-3

Habit 
Formation

Value 
Discovery

Day 0

Onboarding

Daily

Usage 
Interval

Weekly Day 0 Day 1-7 Day 8-14

Bi-weekly

Monthly

Day 0

Day 0 Day 1-30

Day 1-14 Day 15-28

Day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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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를 활용하여 온보딩 및 가치 발견을 
위한 코호트를 생성하는 방법

Amplitude의 Custom Bracket 리텐션을 사용해 신규 유저 리텐션의 각 

단계에 대한 코호트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텐션 뷰 모드 설정에서 Custom Bracket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각 
bracket에 해당하는 날짜 수를 입력합니다. 사용 간격이 주 단위인 제품의 
경우, 각 단계별 기간은 온보딩 1일, 가치 발견 7일, 그리고 습관 형성이 7
일입니다. 

이러한 bracket을 리텐션 차트에 적용하면,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에 
대한 리텐션 곡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단 6%의 
유저만이 성공적으로 온보딩을 완료하고 가치 발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코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포인트를 클릭하여 
‘Create Cohort’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7일 차 데이터 
포인트를 클릭하여 가치 발견 코호트를 만들 수 있으며, 이들은 0일차에 
처음 앱을 실행한 다음 1~7일차 기간 내 재방문한 유저들입니다.

..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Bracket

N-Day Retention

Unbounded Retention

Day 0/ 1-7 /8-14

Custom...

N-Day Retention

DO IT IN AMPLITUDE

100%

75%

50%

25%

0%

Day 0 Day 1-7 Day 8-14

New Users

Users

All Users

..performed byFirst event 

Day 0 / 1-7 / 8-14..measured by Retentionshown as

A

Any Event

..then the return event 

B

1

Onboarding

Value Discovery

Custom Bracket

1st Bracket 1

2nd Bracket 7

3rd Bracket 7

4th Bracket

Bracke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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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Day 0

Day 1-7

Day 8-14

Cance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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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온보딩 성공 요인 정의하기

앞서 섹션 5.3에서, 습관 형성 완료를 유도하는 행동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 
신규 유저를 성공적으로 온보딩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탐색할 
것입니다. 

해당 요인들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Step 1: 제품 사용 주기 내 신규 유저에 대한 베이스 코호트
(Base Cohort) 생성하기

Step 2: 베이스 코호트 유저 중 가치 발견 단계까지 잔존한 
유저에 대한 잔존 유저 코호트(Retained Cohort) 생성하기

Step 3: 베이스 코호트 유저 중 가치 발견 단계까지 잔존하지 
않은 유저에 대한 휴면 유저 코호트(Dormant Cohort) 
생성하기

Step 4: 잔존 유저 코호트와 휴면 유저 코호트를 비교하여, 
잔존 유저 코호트에서는 나타나지만 휴면 유저 코호트에는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찾아보기

Step 5: 유저가 잔존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행동들에 대한 가설들을 수립했다면,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유저와 수행하지 않는 유저들 간의 리텐션 차이 측정하기

또는, Compass 기능 사용하기 

Compass 메뉴에서 신규 유저 및 가치 발견 코호트를 
적용하면 성공적인 온보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유저 
행동들을 찾아 리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Compass의 자세한 
작동 원리는 섹션 5.3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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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0%

25%

0%

Phases of New User Retention: Onboarding

New User 
Retention Analysis

Current User 
Retention Analysis

Onboarding

Habit Formation

Current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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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앱의 온보딩 성공 요인 

마음챙김 앱의 Compass 리포트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이나 ‘세션 종료’와 같은 일반적인 이벤트들도 있지만, 리스트 두 

번째에 위치한 ‘명상 세션 완료’ 와 같은 구체적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EXAMPLE

0.40.30.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
um

be
r o

f E
ve

nt
s

Correlation For New Users, how well does performing 
‘Meditatioin Session Completed’ within 1 day of rst 
use predict being in: Value Discovery?

Moderately 
Predictive

0.338

> 1

22.6%

Correlation score
(Margin of error: > 0.0031)

Number of time this 
action was performed

Users who did this
(86,358 of 382,922)

Create Cohort

Days Since First Use

3 7 14 21 28

Pe
rc

en
ta

ge
 o

f U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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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t
ur

ni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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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

Compare Retention Rates

This Behavioral Cohort New User Retention

[Amplitude] End Session

Meditation Session Completed

Application: Launched

[Amplitude] Start Session

Meditation Session Began

Showing: Within:Correlation 1 Day

0.21
( >     )3

0.19
( >     )1

0.19
( >     )1

0.17
( >     )6

0.2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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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 세션 완료’ 이벤트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봅시다. Compass 

리포트로부터, 첫 사용 1일 내에 1회 이상 해당 이벤트를 완료한 경우 

성공적인 온보딩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Compare Retention Rates’ 그래프 역시 첫 날 명상 세션을 완료한 

유저들이 전체 신규 유저들에 비해 더 높은 리텐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Compass 리포트는, 신규 유저가 초기 24시간 이내에 한 개의 명상 

세션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성공적인 온보딩 완료를 예견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는 인사이트를 줍니다.

시사점:  이 기업은 유저들이 앱에 들어가 첫 번째 세션 내에 명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저의 초기 경험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6  가치 발견 성공 요인 정의하기

이제 가치 발견에서  습관 형성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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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마음챙김 앱 사례를 떠올려봅시다. 이제 Compass에서 ‘가치 

발견’ 코호트를 베이스 코호트로 설정하고, ‘습관 형성’ 코호트를 목표 예측 

코호트로 설정합니다.

Compass 리포트에서, 첫 7일 이내 명상 세션을 완료하는 것이 유저들이 

가치 발견 단계에서 습관 형성 단계로 전환하는 데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적인 가치 발견을 예견하기에 가장 

적합한 변수는 첫 주에 적어도 3개의 명상 세션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사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은 1-7일 사이에 

유저들이 2개의 명상 세션을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첫 주 안에 총 

3개의 명상 세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들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MPLE

Meditation Session Completed

[Amplitude] End Session

Meditation Session Began

[Amplitude] Start Session

Application: Launched

Landing_Button_Tapped

Pro le: Landed

Showing: Within:Correlation 1 Day 2 Days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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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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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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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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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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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더 많은 유저들이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를 
경험하도록 만들기

여러분의 제품에 맞는 온보딩 및 가치 발견 요인들을 
발견했다면, 이제 유저들이 잔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유저들로 하여금 어떤 주요 단계를 거치도록 만들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 모두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요인들의 경우, 하나의 시기에 집중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수업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Amplitude 고객사 앱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온보딩 단계와 가치 발견 단계 
모두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이벤트는 1개의 수업을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Amplitude는 온보딩 단계에 
제한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기보다, 가치 발견 단계에 수업 
예약을 유도하는 것에 주목하기를 추천했습니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보다 많은 유저들이 이러한 주요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보세요. 리텐션 
커브를 상향 이동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리텐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앱의 사례를 기반으로, 단계에 따라 다음 
전략들을 추천합니다.

온보딩 단계(Onboarding phase)

• 온보딩에 짧은 명상 세션을 포함시켜 유저가 즉각적으로 
앱의 핵심 가치를 얻도록 하기

• 첫 세션에서 유저가 명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명상 세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리마인더를 설정할 것인지 
묻는 푸시 알림 보내기

가치 발견 단계(Value Discovery phase)

• 2일차에 유저가 아직 명상 세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시 명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푸시 알림 보내기 

• 1주차에 3개의 세션을 완료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됨을 유저에게 
알려주기 

• 명상 '이어 가기' 개념 도입하기 - 유저가 2일 연속으로 
명상을 수행한 경우, 3일차에 알림을 보내 지속적으로 
명상 루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여러 방법들을 테스트함으로써 신규 유저 리텐션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치 발견 다음 단계는, 앞서 섹션 5.3에서 자세히 
다룬 습관 형성 단계입니다. 

아래 도표에서 더 많은 Amplitude 고객사들의 사례를 
확인하세요.

IdeasPhaseDriverProduct

Music app

Marketplace app

Casual social game

B2B SaaS video 
platform

Lifestyle app for 
booking 
appointments

Since sharing is a major use case of the 
app, include sharing a song as a step in the 
onboarding ow for new users

Share 1 song

Send 1 message to a 
seller

Play 6 games

Saved video 1 time

Book 1 appointment

Onboarding (Day 0)

Onboarding (Day 0)

Onboarding (Day 0)

Value Discovery 
(Days 1-7)

Value Discovery 
(Days 1-7)

On-demand delivery 
app

Place 1 order Value Discovery 
(Days 1-30)

During a rst-time experience, encourage
users to send a message to a seller on an 
item they're interested in 

Encourage users to play more games on 
their rst day. Can do this by pushing more 
people to keep playing games once they've 
started, or by using push noti cations 
after they've left the app

Once users have opened the video maker 
and played around a bit, prompt them to 
save their progress

Optimize their browsing process and 
potentially recommend some classes 
nearby to make it easier for someone to 
book their class

If a user doesn't place an order on their 
rst day, stay top of mind with a few 

targeted emails over the course of the rst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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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Take action

정리하면, 신규 유저 리텐션 분석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유저의 중요한 유저 속성 및 행동 페르소나 파악하기 

• 온보딩 퍼널 진단하기 

• 신규 유저들이 온보딩 단계 및 가치 발견 단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동 요인 파악하기 

• 리텐션 방해 요인 기억하기 

신규 유저 리텐션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테스트를 진행할 가설들을 수립해보세요. 
본 챕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신규 유저 리텐션 워크시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RO TIP

리텐션 방해 요인 기억하기 

본 플레이북은 리텐션과의 긍정적 상관요인에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리텐션을 개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더 많은 유저들이 

수행하게끔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텐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리텐션 방해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진정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 품질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기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 및 성능은 리텐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그나 비정상적인 종료, 긴 로딩 시간 등은 리텐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명백한 요인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앱을 

통해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도, 만약 앱의 실제 성능이 

신뢰도가 낮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저들은 바로 그 앱을 

버리고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능 측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리텐션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투자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분석 데이터를 통해 방해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

• 유저 애널리틱스에 로깅된 데이터가 있다면, 버그나 비정상 

종료 이벤트들을 찾으세요.

• 리텐션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이벤트들을 찾으세요. 

Amplitude의 Compass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트렌드를 발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저 속성별로 휴면 

유저들을 세분화하세요. 예를 들어,  Android 디바이스에서의 

리텐션이 갑자기 하락한 사실이나, 최신 릴리즈 버전에서 

발생한 버그를 발견하게될 수 있습니다. 

• Amplitude의 Personas 기능 (또는 유사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리텐션이 낮은 유저 그룹을 찾아내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이벤트나 공통된 속성을 

알아보세요.

잠재적인 방해 요인 리스트가 준비되었다면,  각 요소가 리텐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세요.

6. 신규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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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New data shows losing 80% of mobile 
users is normal, and why the best apps 
do better 
Andrew Chen 
https://andrewchen.com/new-data-shows-
why-losing-80-of-your-mobile-users-is-
normal-and-that-the-best-apps-do-much-

better/

Onboarding Teardowns from 
UserOnboard 
Great for inspiration and best practices: 
this site has lots of review of user 
onboarding experiences from popular 
apps and websites 
https://www.useronboard.com/onboarding-
teardowns/

핵심 질문:

• 신규 유저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 페르소나 
또는 주요 유저 속성은 무엇인가요? 주목해야 할 특정한 
페르소나가 존재하나요?

• 왜 특정 행동 페르소나의 유저가 다른 행동 페르소나에 비해 
더 잘 잔존하나요? 리텐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정한 행동이 존재하나요?

• 첫 번째 온보딩 경험이 이후 리텐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개선될 수 있는 단계들이 존재하나요? 튜토리얼 
또는 구조화된 온보딩 플로우가 제품에 유익한가요?

• 신규 유저 리텐션의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촉진하는 핵심 행동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유저들이 이같은 주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나요?

• 리텐션 방해 요인이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를 
개선할 것인가요?

• 신규 유저 리텐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액션, 또는 
일련의 액션들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실험을 
수행할 수 있나요? 

 
시간에 따른 지표 개선 트래킹하기 

가설을 테스트하고 신규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시도할 때, 유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유저 리텐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규 유저를 현재 
유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규 유저 리텐션을 위한 지표나 KPI를 
설정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지표들을 트래킹하여 시간에 따른 성과를 측정해보세요.

• 신규 유저 중 현재 유저가 된 비율 

• 신규 유저 및 중요 행동 페르소나의 리텐션 추이 

• 특히, 신규 유입 >  온보딩 > 가치 발견 > 습관 형성 단계에 
따른 Bracket 리텐션 곡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개선의 여지가 큰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커브상에서 먼저 
개선해 볼 특정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온보딩 퍼널에서의 전환율 추이

6. 신규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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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User Timeline

active: 1st time

Current Interval

Persona Nickname      Description &  % of New           Retention Metric 
        Key Behaviors  Users               (choose 1 for your time frame)

Ex. Social users                           Ex. Participate in at least Ex. 36%                   Ex. 82% Week 1 retention 
                              5 chats in the �rst 3 days

신규 유저 행동 페르소나  
신규 유저들의 행동 페르소나를 파악하세요. 

신규 유저 진단 체크리스트  
신규 유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아래의 과정을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챕터 4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유저 코호트 생성

• 신규 유저의 베이스라인 리텐션 곡선 표현

• 유저 속성에 따른 리텐션 곡선 세분화

• 핵심 경로 퍼널별 전환 측정

• 일반적인 유저 플로우 정의

• 핵심 이벤트의 밀착도 측정

• 세션 메트릭 측정

6. 신규 유저 리텐션

신규 유저 리텐션
신규 유저란 측정 시점에서의 현재 주기에 해당 앱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신규 유저 리텐션 분석을 통해, 어떻게 신규 유저들이 제품에 온보딩하고 가치를 발견하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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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퍼널 정의 & 측정 
온보딩 퍼널의 단계들을 정리하세요. 퍼널 단계별 전환율을 비교하여 이탈률이 가장 큰 
단계가 어디인지 파악합니다. (퍼널의 개수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유저 속성 및 페르소나별로 퍼널 세분화하기  
발견한 인사이트를 적어보세요.

 
 
추가적으로, 다음 과정을 진행하세요.

• 온보딩 플로우 완료가 리텐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세요. (섹션 6.3)

• 이탈 유저들이 대신 어떠한 활동들을 수행하는지 관찰하세요. (섹션 6.3)

Funnel Step Name      Conversion Rate          Overall Conversion Rate
        from Previous Step          (from Step 1)

1)

2)

3)

4)

5)

6)

6. 신규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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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driver      Phase   Ideas

Ex. Meditate at least 1 time       Onboarding  Ex. Include a short, easy meditation session in the   
on �rst day     onboarding �ow to demonstrate value

온보딩 및 가치 발견 행동 요인
섹션 6.4~6.6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신규 유저 리텐션의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에서의 행동 요인들을 파악합니다.
더 많은 유저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함께 생각해보세요. 

Take action: 가설 및 Next Steps 
가설 및 실험 아이디어를 수립할 때, 스스로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 신규 유저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의 행동 페르소나 또는 주요 유저 속성은 무엇인가? 
주목해야 할 특정한 페르소나가 존재하는가?

• 왜 특정 행동 페르소나의 유저가 다른 행동 페르소나에 비해 더 잘 잔존하는가? 리텐션에 
긍정적(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정한 행동이 존재하는가?

• 첫 번째 온보딩 경험이 이후 리텐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개선될 수 있는 단계들이 
존재하는가? 튜토리얼 또는 구조화된 온보딩 플로우가 제품에 유익한가?

• 신규 유저 리텐션의 온보딩 및 가치 발견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촉진하는 핵심 행동 
요인들은 무엇인가? 유저들이 이같은 주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가?

• 리텐션 방해 요인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를 개선할 것인가? 

• 신규 유저 리텐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액션, 또는 일련의 액션들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가? 

 
   Notes

6. 신규 유저 리텐션



46

   

시간에 따른 지표 개선 트래킹하기

가설을 테스트하고 신규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시도할 때, 유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유저 리텐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규 유저를 현재 유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규 유저 리텐션을 위한 지표나 KPI를 설정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트래킹할 수 있는 지표들의 예시를 소개합니다.

• 신규 유저 중 현재 유저가 된 비율 

• 신규 유저 및 중요 행동 페르소나의 리텐션 추이  
*특히, 신규 유입 >  온보딩 > 가치 발견 > 습관 형성 단계에 따른 Bracket 리텐션 곡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개선의 여지가 큰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커브상에서 먼저 개선해 볼 특정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온보딩 퍼널에서의 전환율 추이

6. 신규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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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유저 리텐션
CHAPTER 07

챕터 5와 6을 통해 현재 유저와 신규 유저에 대해 알아보고,  
각 단계별 전환을 유도하는 주요한 유저 행동들을 정의했습니다.  
또한, 핵심 페르소나와 파워 페르소나를 파악했습니다. 

이제는 리텐션 라이프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복귀 유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앞에서 다룬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복귀 유저와 현재&신규 유저의 행동 간 차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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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유저 리텐션이 중요한 이유

복귀 유저는 일정 기간 비활성화 또는 휴면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제품에 재방문한 사람들입니다. 리텐션 전략에 대해 
논의할 때 복귀 유저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복귀 
유저들은 전반적인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고 활성 유저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제품 내 휴면 상태인 
모든 유저들은 복귀 유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이 휴면 유저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추가로, 휴면 유저들은 이미 한 차례 획득한 바 있는 
유저들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여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기존의 유저들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이 
보다 용이합니다. 또한 휴면 유저 복귀가 신규 유저 획득보다 
광고 비용 및 시간적 자원을 덜 필요로 합니다. 

비활성화된 유저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은 리텐션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활성 유저의 베이스라인을 높여줍니다. 
(Evernote의 '스마일 곡선' 사례처럼, 심지어는 리텐션 곡선이 
위로 들어올려지기도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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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urce: https://techcrunch.com/2012/11/04/should-your-startup-go-fre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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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가 복귀하는 시점에 좋은 유저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복귀 유저의 유저 경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비활성화 기간 
이후 제품을 재방문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화면이 텅 비어 있고 그들이 상호작용할 만한 요소도 없다면, 
앱을 종료하고 다시는 재방문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저에게 보여줄 내역이 비어 있는 상태(empty state)의 예시 
2가지를 살펴봅시다. 왼쪽의 스크린샷에서는 단순히 메시지가 
없다는 문구 이외에는 유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 여행 앱 스크린샷은 아직 '최근 
방문 및 즐겨찾기(Recents and favourites)'에 등록된 항목이 
없지만, '여행 계획하기(Plan a journey)'와 같이 유저의 
활동을 촉구하는 버튼을 눈에 띄게 배치하여 이를 통해 유저가 
활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관된 프로모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상태'를 유저를 

인게이지시킬 기회로 삼아, 그들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예를 들어, 왼쪽 스크린샷의 
경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화면 
구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Words with Friends
는 Zynga가 제공하는 인기 게임으로, 스크래블 방식의 게임을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비활성화된 유저들은 당장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없을 테고, 따라서 그들이 재방문했을 때 앱에 즉시 
인게이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Words with Friends 팀은 만족스럽지 못한 유저 경험 
때문에 대다수의 복귀 유저들이 앱에 리인게이지하지 않고, 
결국 재방문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저가 복귀하면 그 유저의 친구들에게 푸시 메시지를 보내 
복귀 유저를 게임에 초대하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휴면 유저가 앱에 재방문했을 때 게임 초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기 시작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복귀 유저에게 풍부한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을 
제품에 리인게이지하도록 유도하여 현재 유저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보다 많은 
유저들을 복귀시키고 이들의 리텐션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Previous Interval

Resurrected User Timeline

activeformerly active

Current Interval

inactive

복귀 유저 (Resurrected User) 

복귀 유저는 비활성화되거나 휴면 상태가 되었다가, 

일정 기간을 지나 제품에 재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귀 유저의 정의는 현재 주기에 활성화된 

상태지만 이전 주기에는 비활성화 상태였으며 이전 

과거에 활성화된 적이 있었던 유저입니다. 

예를 들어, 챕터 2에서 살펴본 사용 주기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어떤 제품의 사용 주기를 1개월로 정의한 경우, 

복귀 유저를 이번 달에 활성화 상태지만 지난 달에는 

비활성화 상태였고, 지난 달 이전 어느 지점에선가 

활성화된 적이 있는 유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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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

복귀 유저 리텐션 분석의 전반적인 목표는 (1)휴면 유저를 “복귀” 
또는 재활성화시키고, (2)이들을 현재 유저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귀 유저가 여러분의 제품 성장을 위한 좋은 원천이 될 지 
알아보고 싶으실 겁니다.

본 챕터에서 복귀 유저 리텐션 분석을 진행하면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 현재 유저와 차별화되는 복귀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가 있는가?

• 복귀의 트리거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가? 이 트리거를 경험한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 간의 리텐션 및 전환율 수치에 차이가 
있는가?

• 핵심 행동과 매출 측면에서 복귀 유저와 신규&현재 유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신규 유저를 유치하는 것에 비교하여, 기존 유저를 복귀시키는 것의 
ROI는 얼마나 되는가?

7.1  복귀 유저 진단하기

7.2  복귀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 탐색하기

7.3  복귀 촉진 요인 정의하기

7.4  복귀 유저의 행동과 신규&현재 유저의 행동 비교하기

7.5  Tak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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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복귀 유저 진단하기

복귀 유저는 현재 주기에 활성화되어 있지만 직전 주기에는 
비활성화 상태였으며, 그보다 이전 시점에 활성화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규 및 현재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섹션 
3.3에서 작성했던 복귀 유저 코호트를 이용하여 복귀 유저에 
대한 베이스라인 리텐션 곡선을 그려보세요. 

적어도 제품 사용 주기 1-2배 길이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귀 유저가 잔존하는 방식은 다른 유저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복귀 유저 리텐션 곡선을 현재 유저 및 신규 유저 리텐션 
곡선과 비교해 봅시다. 이를 통해 복귀 유저들은 다른 두 그룹의 
유저들과 비교해 현재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75%

50%

25%

0%

Retention for Resurrected Users

Pe
rc

en
ta

ge
 o

f U
se

rs
 R

et
ur

ni
ng

Resurrected Users

W
eek 0

W
eek 1

W
eek 2

W
eek 3

W
eek 4

W
eek 5

W
eek 6

 W
eek 7

W
eek 8

W
eek 9

W
eek 1

0

W
eek 1

1

W
eek 1

2

7. 복귀 유저 리텐션



52

Amplitude의 고객사 중 하나인 온디맨드 배달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복귀 유저 리텐션 차트에 현재 유저 

및 신규 유저 리텐션 곡선을 추가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기간 내 복귀 유저들은 현재 유저보다는 리텐션이 낮지만 신규 

유저에 비해서는 높은 리텐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텐션을 살펴볼 때, 단순히 '활성화' 상태일 뿐 제품 내에서 

가치있는 활동은 하지 않는 유저가 아닌 핵심 이벤트를 

수행하는 유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차트는 동일 기간에 대해 이 기업의 핵심 

이벤트이자 재방문 이벤트로 정의된 '결제(Checkout)' 행동 

이벤트를 수행한 유저들의 리텐션을 보여줍니다. 이 차트를 

통해 재방문 및 주문 측면에서 복귀 유저가 신규 유저에 비해 

동일기간 월등히 높은 리텐션을 보여주며, 복귀 시점 이후에도 

이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이 예시에서, 복귀 유저의 리텐션(재방문 및 주문)

이 신규 유저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이를 통해 복귀 유저가 

현재 유저의 수를 늘리고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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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서 소개한 사례와 달리 복귀 유저 리텐션이 신규 유저보다도 

매우 낮은 제품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제품이 복귀 유저에게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그들이 복귀 후 재활성화되지 

못하고 앱을 떠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좋은 소식은 이 제품의 현재 유저 리텐션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복귀 유저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 

보고, 그 노력 대비 예상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한된 시간 및 자원을 가진 작은 팀들에게는 단기적인 신규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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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유저에 대한 기회의 규모 파악

여러분은 앞에서 복귀 유저 리텐션 베이스라인과, 현재 및 

신규 유저에 비교한 이들의 리텐션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복귀 

유저들이 여러분 제품 성장의 좋은 원천이 될 수 있을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계산 방법을 통해 기회의 규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액티브 유저 중 복귀 유저 비율

• 잠재적 복귀 유저 수

 

액티브 유저 중 복귀 유저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측정 시점 기준 현재 주기의 액티브 유저를 세분화하여 

계산하세요. Amplitude의 Lifecycle 기능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섹션 3.3 참조). 하단의 표에서 가상의 예시를 

살펴봅시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해당 주 액티브 유저의 73%가 지속적으로 
앱을 이용하고 있는 현재 유저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 제품이 
건강한 유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유저들의 빠른 이탈을 신규 
유저 유입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액티브 유저 수치를 높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 복귀 유저들은 액티브 유저의 14%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신규 유저 수치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미 
이 제품은 오가닉하게든 타겟팅 기반의 마케팅 노력을 통해서든 
성공적으로 유저들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반적인 리텐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적인 복귀 유저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잠재적인 복귀 유저의 규모를 살펴봅시다. 과거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분석 시점 기준 현재 주기에는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은 잠재적인 복귀 유저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전 6개월 간 제품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서 
현재 주기에는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종류과 사용 주기, 그리고 시즈널리티에 따라 
조금 더 길거나 짧은 기간을 살펴봐야 할 수도 있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은 나쁘지 않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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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에서는 행동 코호트 정의에 따라 유저 그룹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6년 7월 3~9일 한 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 6개월 내에 활성화된 적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는 비활성화 상태인 유저의 코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보면, 이 제품은 약 130만 명의 잠재적 복귀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유저 획득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 6개월 내에 앱을 설치했으나 현재에는 비활성화된 
상태인 유저가 130만 명인 것입니다. 이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푸시 알림 또는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며, 많은 비용을 들여 유치해야 하는 잠재적인 신규 
유저에 비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7.2  복귀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 탐색하기

신규 및 현재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와 같이, 복귀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를 조사하세요. 행동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왜 유저들이 재방문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복귀를 
촉진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동 페르소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챕터 4를 참조하세요.

The Users who.. ..had been

any time

active

since Jan 3, 2016

And not who ..had been
any time

active
during July 3, 2016 - July 9, 2016

Users active in the last 6 months, but not active in the current week

Behavioral Cohort

 590,084

13%76,167

73%429,394

14%84,523

Current Users

New Users

Resurrected 
Users

-1,304,242*Potential* 
Resurrected 
Users

# of Users % of Total Active

Total Activ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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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배달 앱의 복귀 유저 페르소나

Amplitude의 Personas 기능을 이용해 복귀 유저 코호트 내 유저 

그룹을 구분한 온디맨드 배달 앱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앱의 

흥미로운 페르소나 몇 가지를 우측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두 가지 페르소나(People who know what they want, 

Browsers who order)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 두 페르소나에 속한 

사람들은 앱에 재방문할 때마다 주문을 하고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2개월 뒤에도 제품에 잔존했습니다. 이 두 페르소나는 제품을 기대되는 

바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합쳐서 복귀 유저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Just browsers와 Discount redeemers 페르소나도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Browsers 

Just browsers 페르소나는 상당히 많은 유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귀 유저 코호트의 21%를 차지). 이들은 Browsers who order 

페르소나와 비슷한 정도의 검색 행동을 보여주지만, 당일에 주문까지 

완료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2개월 리텐션 수치는 74.52%로 상당히 

높으며, 주문을 당일에 완료하진 않지만 이후에 높은 확률로 재방문할 

것입니다. 

시사점: 21%의 복귀 유저들이 검색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문 완료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볼 때, 검색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복귀 유저 

리텐션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더 많은 

Just browsers를 Browsers who order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복귀한 날 주문을 통해 매출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장기 

리텐션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개월 리텐션 97%)

 

 

 

Discount redeemers 

Discount redeemers 페르소나는 이메일로 발송된 '다음 번 주문시 할인 

제공 쿠폰'과 관련된 여러 행동 이벤트를 수행했습니다.  

할인의 효과를 살펴보고 싶다면, 할인 쿠폰이 유저들의 주문을 얼마나 

유도하였는지 뿐 아니라, 그들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EXAMPLE

These people did not have many events related to 
browsing di erent vendors or items, but instead 
found exactly what they want and placed an order

11%People who know 
what they want

Browsers who order

Just browsers

% Resurrected 
Users

Discount redeemers

Open and leave

These people did place an order eventually, but did a 
lot of browsing of di erent vendors before making 
their decision

Like the previous persona, these people also did a lot 
of browsing, but ended up not completing an order

This group of people all did an event called 'redeem 
discount'. This was a discount emailed to a subset of 
users for a few dollars o  a delivery

People who just opened the app

99%

97%

75%

90%

35%

2 Month 
Retention

9%

21%

5%

37%

Description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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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복귀 촉진 요인 정의하기

다음 단계는 측정 가능한 복귀 트리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일정 기간 동안 비활성화되었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복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유저에게 보내는 푸시 알림이나 이메일이 복귀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제품에 소셜 
미디어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면, 이러한 알림들을 
유저의 친구들 또는 네트워크의 활동에 기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Twitter에서 멘션을 당하면 
알림을 받는 것)

휴일이나 스포츠 이벤트, 날씨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따른 트리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디맨드 
배달 앱의 경우 평소보다 눈이 많이 오는 날에 더 많은 
유저들이 주문을 한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데이터상 
급격한 사용 증가 또는 감소를 발견했을 때, 이러한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귀 유저들을 제품으로 돌아오게 만든 외부 트리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세요. 해당 트리거들이 유저들의 
리인게이지먼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고, 
나아가 이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PRO TIP

내부 트리거 vs. 외부 트리거

니르 이얄은 본인의 저서 훅(Hooked)에서 두 종류의 트리거 

(내부 트리거 및 외부 트리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 트리거는 푸시 알림, 이메일, 광고 등 유저들과 잠재 

유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모바일 

앱들이 푸시 알림을 통해 유저들의 앱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 트리거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니르 이얄에 따르면 내부 트리거는 '제품이 생각, 감정, 기존의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2) 예를 들어, 

우리는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 즉 감정적인 신호에 의해 

Facebook 앱을 오픈합니다.

유저들이 습관을 잘 형성하는 제품은 처음에는 외부 트리거를 

통해 유저의 관심을 끌어 그들을 학습시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데 이런 외부 

트리거는 필요하지 않고, 대신 내부 트리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2) Source: http://www.nirandfar.com/2012/04/billion-dollar-mind-tric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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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트리거들을 찾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웹사이트 또는 웹 앱이 있다면, 이메일 캠페인이나 광고 
등의 일반적인 소스를 찾기 위해 세션 UTM 파라미터와 
리퍼럴 데이터를 살펴보세요. 

• 만약 Amplitude의 Personas 기능 등을 통해 클러스터 
분석을 진행하여 행동 페르소나를 결정한다면, 각 
클러스터별로 유저의 복귀를 촉진한 이벤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Amplitude의 Pathfinder 기능 등을 통해 복귀 유저의 
경로를 분석 및 시각화하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재적 트리거를 정의했다면, 핵심 퍼널 전환율 또는 트리거에 
노출된 유저의 장기 리텐션 등의 다운스트림 메트릭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의도했던 효과가 제대로 
발생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메시지(푸시 알림 및 이메일) 발송과 관련한 데이터와 
제품 분석 플랫폼 내의 어트리뷰션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캠페인이 제품 내 활동에 미친 영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저 행동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싶다면, 메시지 관련 
데이터와 어트리뷰션 데이터 모두를 제품 분석 플랫폼에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Amplitude는 이와 관련한 업계 최고의 
솔루션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Amplitude 내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3)

(3) Source: https://amplitude.com/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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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코드 안내 이메일의 영향력

이전 섹션에서 온디맨드 배달 기업의 Discount redeemer 페르소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비활성화된 상태(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인 유저의 일부에게 이메일을 통해 할인 코드를 

보냈습니다.

특별 할인 코드를 받은 복귀 유저의 행동 코호트를 생성하였고, 전체 복귀 

유저의 22%가 이 할인 코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별 할인 코드를 받은 복귀 유저와 받지 않은 유저의 핵심 퍼널 전환율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 코드를 받은 복귀 

유저의 94.5%가 주문을 완료한 데 반해, 받지 못한 복귀 유저의 26.5%

만이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즉, 할인 코드를 받고 앱에 재방문한 거의 모든 유저가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할인 코드를 받는 단계부터 앱을 켜는 단계까지의 

전환율을 살펴본 결과, 할인 코드를 받은 유저들 중 58%가 7일 이내에 

앱을 오픈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MPLE

100%

75%

50%

25%

0%

       App Launched Select Restaurant Add Item Complete Order

Critical Funnel: App Launched >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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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rrected Users - Discount Received Resurrected Users - No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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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은 할인 코드가 유저들의 재방문 및 주문 완료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확인했으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저들이 
할인 때문에 일회성으로 재방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문을 할까요?

재방문의 핵심 이벤트를 '주문 완료'로 정의하고 월간 
리텐션을 살펴보면, 할인 코드를 받은 유저의 리텐션이 
받지 않은 유저의 리텐션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사점: 장기적으로 유저들의 구매를 늘리는 데에 할인 
프로모션이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온디맨드 배달 기업은 더 많은 휴면 유저를 복귀 
시키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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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5%

0%

Monthly Retention for the Critical Event: 'Complet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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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같은 알림은 효과가 없습니다.

휴면 유저에게 푸시 알림이나 이메일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유저들을 화나게 하여 알림 수신을 중단하게 만들거나 영영 
떠나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푸시 알림과 같은 외부 트리거는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유저의 내부 트리거와 기존 행동 양상을 잘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푸시 알림은 
제품에 대해 유저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감정이나 행동을 
재촉진시킬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유저가 설정한 선호 
항목이나 기존에 수행했던 활동과 같이, 수집된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푸시 알림을 개인화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4  복귀 유저의 행동과 신규&현재 유저의 행동 
비교하기

트리거 및 행동 페르소나에 대한 정의를 마쳤다면, 복귀 
유저와 현재 및 신규 유저들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리텐션 및 핵심 퍼널 전환율을 살펴보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매출을 측정하거나 챕터 4에서 다루었던 제품 분석 Toolkit
의 방법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는 현재 유저들이 다른 유저 
그룹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가치있는지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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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리텐션 및 핵심 퍼널 전환율 비교

지난 섹션에 이어 온디맨드 배달 기업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복귀 유저를 재활성화 캠페인 이메일을 받지 않은 Organic 

유저와 재활성화 캠페인 이메일을 받은 Non-organic 유저 두 가지 

주요 페르소나로 구분했습니다. 그 이후, 이 두 복귀 유저 페르소나의 

리텐션과 현재 및 신규 유저 리텐션을 비교하였습니다.

하단은 주간 리텐션 차트로, 핵심 이벤트인 주문 완료를 재방문의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Organic 복귀 유저는 신규 유저에 비해 약 65% 높은 

리텐션을 보여주는 반면, Non-organic 복귀 유저는 신규 유저에 비해 

260%나 높은 리텐션을 보여줍니다. 리텐션에 미치는 이 영향력은 이후 24

주까지도 장기적으로 지속됩니다. 

핵심 퍼널 전환율 비교 

복귀 유저와 신규 및 현재 유저의 핵심 퍼널 전환율을 비교함으로써, 복귀 

유저가 현재 비즈니스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귀 유저 리텐션이 크게 감소하는 주요 지점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탈하는 사용자들이 현재 유저로 전환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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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핵심 퍼널 차트는 현재 주기에서 동일한 유저 그룹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앱 오픈부터 주문 완료에 이르는 단계별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n-organic 복귀 유저는 94.6%의 높은 전환율을 

보여주었습니다. Organic 복귀 유저는 신규 유저에 비해 약간 낮은 

28.2%, 신규 유저는 33.2%의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시사점: 이 기업의 경우 재활성 이메일 캠페인이 현재 주기의 전환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향후 24주에 걸쳐 리텐션과 주문 반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캠페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휴면 유저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덧붙여서, 복귀 유저(특히 Non-organic)가 전체적으로 신규 유저에 비해 

장기적으로 높은 전환율을 가지며 더 많은 주문을 한다는 점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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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벤트 및 핵심 속성 측정

핵심 이벤트는 유저의 실제 제품 사용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저 
행동이며, 유저들이 그를 통해 가치를 얻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예: 게임 플레이 완료, 주문, 음악 재생).

복귀 유저를 분석할 때, 단순한 재방문이 아닌 핵심 이벤트를 
얼마나 많이 수행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이벤트 및 이벤트 속성을 비교함으로써, 복귀 유저가 현재 
유저와 비교하여 상이한 행동 패턴을 보이거나 핵심 이벤트를 
다른 주기로 수행하지는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내용을 파악해보세요.

• 리텐션 또는 매출 측면에서, 더 많은 휴면 유저를 
복귀시키는데 노력을 쏟는 것이 유의미한가

• 복귀 유저의 재방문 경험을 개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복귀 유저들만의 고유한 행동이 있는가

핵심 이벤트 인게이지먼트 비교

다른 유저 코호트 간의 핵심 이벤트 인게이지먼트를 비교하기 
위해, 각 코호트별로 해당 이벤트를 수행한 유저의 비율을 
측정하세요. 복귀 유저에 대해 여러분이 정의한 특정한 
페르소나가 있다면 그래프로 표현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7. 복귀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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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 관련 제품의 핵심 이벤트

핵심 이벤트가 예약 완료인 라이프 스타일 관련 제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단의 차트를 보면, 이 핵심 이벤트를 각 코호트(현재, 

신규, 복귀 유저)의 액티브 유저 비율에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 복귀 유저들은 신규 및 현재 유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예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를 분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유저가 핵심 이벤트를 

수행한 횟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복귀 유저의 평균 예약 건수가 신규 및 현재 유저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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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벤트 속성 비교

유저의 예약 횟수가 이 기업에게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최종 목표는 

매출, 즉 실질적으로 유저가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예약 이벤트의 속성 중 하나인 '장바구니 총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저 그룹별 평균 장바구니 총액을 도표로 표현했을 때, 거래당 결제 

금액은 평균적으로 복귀 유저들이 신규 유저보다 더 높았습니다.

시사점:  총 예약 건수가 적더라도 복귀 유저의 결제당 지불  금액이 다른 

그룹보다 더 크고, 이 기업의 잠재적인 복귀 유저 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저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에 리소스를 집중할 것을 추천합니다. 

7. 복귀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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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도와 세션 메트릭 비교

핵심 이벤트 패턴 및 속성을 살펴봤다면, 이제 밀착도와 세션 
메트릭을 통해 복귀 유저 인게이지먼트의 또다른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트릭들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챕터 4를 참조하세요. 

밀착도와 세션 메트릭을 통해 복귀 유저의 인게이지먼트와 
현재 유저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차이점을 
기반으로 복귀 유저만이 가진 특성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고, 나아가 복귀 유저들이 보다 현재 유저들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분석하기를 추천합니다.

• 복귀, 신규, 현재 유저의 핵심 이벤트 밀착도 비교

• 만약 세션 길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일 
경우, 복귀, 신규, 현재 유저의 세션 길이 분포 및 평균 세션 
길이 비교

세션 메트릭

만약 세션 길이가 제품 인게이지먼트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라면, 복귀 유저의 세션 길이 분포를 도표로 만들어 
이를 현재 유저의 사용 양상과 비교해보세요. 분포의 형태가 
유사하다면 복귀 유저가 현재 유저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 복귀 유저들을 장기적으로 현재 유저로 
전환시키기 용이한 유저로 볼 수 있습니다. 

7. 복귀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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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예시로 살펴본 마음챙김 앱의 경우, 세션 길이가 유저 

인게이지먼트의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앱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제품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어가게 

됩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면, 이 앱의 평균 세션 길이는 현재 유저가 복귀 

유저보다 깁니다. 

복귀 유저의 세션 길이 분포를 살펴보면, 세션 길이가 30초 미만인 

유저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유저가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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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저의 경우, 세션 길이가 10분 이상인 유저의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시사점: 현재 유저가 복귀 유저보다 앱 내에서 더 시간을 오래 

보내며, 보다 유의미한 세션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귀 유저의 리인게이지먼트를 높이고 싶다면, 

그들이 현재 유저와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유저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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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현재, 신규 유저 매출 비교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비즈니스의 핵심은 매출입니다. 복귀 유저
(그리고 다른 주요 페르소나들)와 현재 및 신규 유저의 매출을 
비교함으로써 유저를 복귀시키는 것이 유의미한 전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신규 유저 유치보다 휴면 유저 복귀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복귀 유저와 신규 유저의 잠재적 수익을 
비교함으로써 ROI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한 다음 메트릭을 비교해보세요.

•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유저당 평균 매출 

• ARPPU(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  
유료 유저당 평균 매출

7. 복귀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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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U 그래프를 살펴보면, 복귀 유저는 동일 기간 내 신규 

유저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현재 유저와는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ARPPU의 경우 금액 차이는 ARPU에 비해 적지만, 여전히 복귀 

유저는 신규 유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현재 유저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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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Take action

복귀 유저 리텐션 분석의 전반적인 목표는, 어떻게 휴면 유저를 
복귀 또는 재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복귀 유저를 현재 
유저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복귀 
유저의 잠재적 가치를 이해하고, 더 많은 유저를 복귀시키는 데 
(특히 신규 유저 유치와 비교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다수의 고객사들의 경우 복귀 유저가 
신규 유저에 비해 전환율 및 리텐션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한 번 획득한 유저이기 때문에, 푸시 알림, 이메일, 
특별 할인가 제공 등을 통해 신규 유저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실제로 
적용될 것인가는 자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숨겨진 
성장의 원천일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기를 추천합니다. 

아래의 질문들을 기반으로 가설을 세워보세요.

• 현재 액티브 유저의 몇 퍼센트가 복귀 유저입니까? 복귀 
유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액티브 유저는 잠재적으로 
얼마나 증가합니까?

• 복귀 유저가 재활성화되고 현재 유저로 전환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귀 유저 경험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 더 많은 유저를 복귀시킴으로써 리텐션 및 다른 핵심 
메트릭 수치를 전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휴면 유저를 복귀시키기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트리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챕터 마지막에 첨부된 복귀 유저 리텐션 워크시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지표 개선 트래킹하기

메트릭을 구성할 때 복귀 유저 리텐션의 목표를 기억하세요.

• 휴면 유저가 복귀 유저가 되도록 트리거하기

• 복귀 유저를 현재 유저로 전환시키기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다음의 메트릭을 
추적하세요.
• 액티브 유저 중 복귀 유저의 비율 (Lifecycle 기능 활용 

가능)

• 복귀 유저의 장기 리텐션: 몇 퍼센트의 복귀 유저가 현재 
유저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만을 
위한 전략은 지양하세요.

•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푸시 알림 또는 이메일)의 효과: 
오픈율과 클릭율(CTR), 그리고 각 캠페인별 리텐션 및 
핵심 퍼널 전환율 등 세부적인 메트릭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세요.

• 핵심 이벤트의 밀착도

• 시간에 따른 핵심 퍼널별 전환율

읽기 자료

The Billion Dollar Mind Trick: An Intro 
to Triggers 
Jason Hreha & Nir Eyal, author of 
'Hooked' 
https://www.nirandfar.com/billion-
dollar-mind-trick-2/

The Psychology of Notifications: How 
to Send Triggers that Work  
Ximena Vengoechea & Nir Eyal, author 
of 'Hooked' 
https://www.nirandfar.com/
notifications-that-work/

How to Bring Inactive Users Back From 
the Dead 
Ty Magnin, Appcues Blog 
http://www.appcues.com/blog/how-
to-bring-inactive-users-back-from-the-
dead/

Empty States 
site that collects empty states from all 
kinds of products, great for inspiration 
http://emptystat.es/

7. 복귀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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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유저 진단 체크리스트

복귀 유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아래의 과정을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챕터 4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TIP: 복귀 유저 리텐션과 현재 및 신규 유저 리텐션을 비교하세요. 
이를 통해 복귀 유저 그룹이 다른 두 그룹과 비교하여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복귀 유저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입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 복귀 유저 코호트 생성

• 복귀 유저의 베이스라인 리텐션 곡선 표현

• 유저 속성에 따른 리텐션 곡선 세분화

• 핵심 경로 퍼널별 전환 측정

• 일반적인 유저 플로우 정의

• 핵심 이벤트의 밀착도 측정

• 세션 메트릭 측정

복귀 유저의 기회 규모 정의

복귀 유저가 제품 전반의 리텐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 액티브 유저의 몇 퍼센트가 복귀 유저입니까? (챕터 3의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워크시트 참조)  

• 얼마나 많은 잠재적 복귀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주기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Previous Interval

Resurrected User Timeline

activeformerly active

Current Interval

inactive

      Number of Users         Percent of Active Users

Total Active Users
New Users
Current Users
Resurrected Users
Dormant Users
Potential Resurrected Users
(Used your product in the past 6 months, 
but are not active in the current interval)

7. 복귀 유저 리텐션

복귀 유저 리텐션
복귀 유저는 현재 주기에 활성화되어 있으나 직전 주기에는 비활성화 상태였으며,  
그보다 이전 주기에 활성화 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귀 유저 리텐션 분석을 통해 다음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휴면 유저를 어떻게 복귀 또는 재활성화시킬 것인가? 

(2) 이들을 어떻게 현재 유저로 만들 수 있는가?

WORKSHEET



73

Persona Nickname      Description &  % of Res-           Retention Metric 
        Key Behaviors  surected            (choose 1 for your time frame)
      Users

Ex. Discount redeemers     Ex. Redeemed discount Ex. 82%                   Ex. 87% Week 4 retention 
                               after returning to the  
       product

복귀 유저 행동 페르소나 
복귀 유저의 모든 행동 페르소나를 정의해보세요.

복귀 트리거 정의 
복귀에 대한 외부 또는 내부 트리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섹션 7.3).  
아래 방법을 활용해 트리거를 정의해보세요. 

• 이메일 캠페인이나 광고 등의 일반적인 소스를 찾기 위해 세션 UTM 파라미터와 리퍼럴 
데이터를 살펴보세요. 

• 유저의 복귀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는 복귀 유저 행동 페르소나 내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 Amplitude의 Pathfinder 기능 등을 통해 복귀 유저의 경로를 분석 및 시각화하여 유저 
복귀 시 행동 패턴을 파악하세요.

발견한 트리거들을 적어보세요.

7. 복귀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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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ction: 가설 및 Next Steps

가설 및 실험 아이디어를 수립할 때, 스스로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 현재 액티브 유저의 몇 퍼센트가 복귀 유저입니까? 복귀 유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액티브 
유저는 잠재적으로 얼마나 증가합니까?

• 복귀 유저가 재활성화되고 현재 유저로 전환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귀 유저 경험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 더 많은 유저를 복귀시킴으로써 리텐션 및 다른 핵심 메트릭 수치를 전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휴면 유저를 복귀시키기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트리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Notes

시간에 따른 지표 개선 트래킹

테스트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복귀 유저 리텐션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표를 트래킹하여 잘 작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파악하세요. 

메트릭을 구성할 때 복귀 유저 리텐션의 목표를 기억하세요.

• 휴면 유저가 복귀 유저가 되도록 트리거하기

• 복귀 유저를 현재 유저로 전환시키기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다음의 메트릭을 추적하세요.

• 액티브 유저 중 복귀 유저의 비율 (Lifecycle 기능 활용 가능)

• 복귀 유저의 장기 리텐션: 몇 퍼센트의 복귀 유저가 현재 유저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만을 위한 전략은 지양하세요.

•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푸시 알림 또는 이메일)의 효과: 오픈율과 클릭율(CTR), 그리고 각 
캠페인별 리텐션 및 핵심 퍼널 전환율 등 세부적인 메트릭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세요.

• 핵심 이벤트의 밀착도

• 시간에 따른 핵심 퍼널별 전환율

7. 복귀 유저 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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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NEXT
CHAPTER 08

챕터 1~7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듯이, 리텐션은 제품 성장의 핵심입니다. 
상위 퍼널로의 유저 유입에 아무리 노력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유저가 빠져나간다면 진정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리텐션을 높일 수 있는 비법 같은 것은 없지만, 
여러분은 이제 리텐션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와 매우 친숙해졌을 뿐 아니라 
장기 리텐션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한 검증된 개념들 및 프레임워크들을 습득했습니다.  
이제는 본 플레이북에서 익힌 내용을 실제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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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

8.1  요약: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8.2  Next Steps: 리텐션 진단하기

8.3  실험 우선순위 선정하기

8.4  정성적 피드백의 중요성

8.5  플레이북 반복 학습

8.6  Take action

8.1  요약: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본 플레이북에서 소개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핵심 이벤트 정의

단순한 앱 오픈 또는 로그인만으로 해당 유저를 액티브 유저 
또는 잔존 유저로 카운트하면, 유의미한 제품 사용 양상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액티브 유저는 제품의 핵심 가치를 얻는 
방식으로 제품에 인게이지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 제품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텐션 분석을 시작하기 전, 핵심 이벤트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2에서, 핵심 이벤트란 여러분 제품에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유저들이 이를 통해 가치를 얻고 있는 유저 액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이벤트는 여러분의 제품이 무엇인지, 유저는 어떤 
사람들인지, 유저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의됩니다. 챕터 2를 참조하여 여러분 제품의 핵심 이벤트를 
결정해보세요. 

핵심 이벤트가 무엇인지 정의했다면, 유저들이 핵심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주기 정의

모든 제품들이 매일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리텐션 
분석을 할 때, 유저들이 앱을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형태
(cadence)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챕터 2에서, 유저들이 얼마나 자주 재방문하고 핵심 
이벤트를 수행하는가를 보여주는 제품 사용 빈도 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앱들은 일간, 주간, 월간 사용 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 단위: 모바일 게임, 소셜 미디어, 메시징 앱

• 주 단위: 명상 또는 음악 스트리밍 앱

• 월 단위: 온디맨드 배달 앱

Music streaming app 
(e.g. Spotify)

Playing a song, creating a 
playlist

Online marketplace           
(e.g. Etsy)

Making a purchase

Messaging app              
(e.g. Slack)

Sending a message

Social media app          
(e.g. Facebook)

Adding friends, posting a 
comment

Example Critical EventsType of Application

8. WHAT TO DO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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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챕터 2에서 제품 사용 주기를 정량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직관 또한 
중요하며, 필요시 이를 제품 사용 주기 결정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유저들이 얼마나 자주 제품에 유의미하게 인게이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

액티브 유저는 다음의 유저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 신규 유저: 앱을 처음 접하거나, 처음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입니다. 주 단위 사용 주기를 갖는 앱의 경우, 신규 
유저는 앱 사용 1주차의 유저들을 뜻합니다.

• 현재 유저: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입니다. 주 단위 사용 주기를 갖는 앱의 경우, 현재 
유저는 지난 주와 이번 주 모두 활성화 상태인 유저입니다.

• 복귀 유저: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비활성화되었다가 다시 활성화된 유저들입니다. 주 
단위 사용 주기를 갖는 앱의 경우, 복귀 유저는 적어도 2
주 전 과거 시점에 활성화되었다가, 지난 주(휴면 기간)에 
비활성화되었지만 이번 주에 다시 활성화된 유저입니다.

 

이처럼, 제품 사용 주기를 통해 제품 유저 기반을 신규, 현재, 
복귀 유저 그룹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Amplitude
의 Lifecycle 기능 활용하여 분류 가능). 이를 통해 액티브 
유저들을 구성하는 유저 그룹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유저는 언제든 이 3가지 유저 그룹을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Dormant
Users

Z
z

New
Users

Power
Users

Current
Users

ch
ur

n

churn churn

resurre
ctio

n

activ
atio

n

acquisition

reactivation

Resurrecte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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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목표는 신규 및 복귀 유저가 현재 유저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유저를 매우 활발하게 인게이지하는 
파워 유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유저가 바로 지속적으로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매출 증대를 가져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 플레이북을 기반으로 리텐션 전략을 수립하고 테스트하기 
전에, 여러분 제품의 현재 유저 리텐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2  Next steps: 리텐션 진단하기

스스로의 리텐션을 벤치마킹하기 
여러분 제품의 리텐션 기준치를 마련하는 데 벤치마킹해야하 
앱 서비스는 딱 하나,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앱 서비스입니다. 
앱 리텐션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측정된다면, 여러분의 
서비스는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리거 
지점을 파악하고 리텐션 전략을 적용하기 전에 현재, 신규, 복귀 
유저의 베이스라인 리텐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이벤트와 제품 사용 주기를 정의한 뒤, 어떤 방식의 
리텐션 계산 방법이 가장 자신의 서비스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챕터 3에서 N-Day 리텐션, Unbounded 리텐션, 
Bracket 리텐션의 세 가지 측정 방법과, 각 방법별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용 주기에 따라 신규, 현재, 복귀 유저 코호트를 
생성하였으며 각 유저 그룹별 리텐션을 곡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지난 3개월 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를 권장합니다. 

리텐션 곡선의 형태를 통해, 각 유저 그룹별로 리텐션이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챕터 1 참조). 먼저 현재 
유저 리텐션 곡선의 형태를 살펴보세요. 0을 향해 직선으로 
수렴하나요? 또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평평해지나요? 특정 
주기에 따라 얼마나 많은 유저가 재방문을 하나요? 곡선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그 다음,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 리텐션 곡선의 형태를 현재 
유저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리텐션 메트릭을 벤치마크하고 문제점 진단을 
마쳤다면, 이제 리텐션 목표를 세울 차례입니다. 

확고한 리텐션 목표 세우기  
Reforge의 CEO이자 Hubspot의 전 그로스 VP였던 브라이언 
발포어는 리텐션을 높여 가는 과정을 기계 건설에 비유합니다.
(1) 만약 제대로 된 프로세스 및 인센티브를 구축한다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텐션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 Source: http://www.coelevate.com/growth-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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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는 Intel이 개발하여 Google이 널리 알린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인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을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리텐션 플랜을 
수립해보세요.

1. 최종 목표를 설정하세요.

2. 기간을 설정하세요. (30~90일 사이)

3. 리텐션과 관련하여 달성하고 싶은 핵심적인 결과 
세 가지를 설정하세요. 각 핵심 결과는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 리텐션 20% 상승, 
2배 상승, 10배 상승)

4. 이 핵심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정해보세요.

발포어는 세 개의 핵심 결과 설정 시 각 결과의 성공 가능성에 
차등을 둘 것을 추천합니다.(2) 첫 번째 핵심 결과를 달성할 
확률은 90%를 넘어야 하며,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10%
의 달성 확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 목표를 달성하여 
사기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나아가 더 높은 그 다음 목표에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리텐션 방법 및 전략이 존재합니다. OKR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리텐션 목표에 대한 강한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트릭 모니터링의 중요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을 트래킹하기 위한 
메트릭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이 메트릭들을 팀 내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야 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팀원 모두에게 각인시켜 방향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의 큰 스크린에 메트릭 대시보드를 띄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핵심 메트릭을 설정하고 이를 트래킹할 때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으며, 메트릭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2배 높았습니다.(3)

(2)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0APJlxMjPw4

(3) Source: https://www.geckoboard.com/blog/us-smbs-who-set-and-track-key-metrics-are-2x-more-likely-to-hit-targets-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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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모바일 게임 기업: '퀘스트(QUEST)' 모드와 광고의 증가 

Amplitude의 고객사 중 모바일 게임 기업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본 플레이북에서 제시하는 과정을 모두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활용해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즉시 도입할 수 있는 변화는 제품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언제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가?

이 기업은 모바일 앱 내 광고를 통해 매출의 일부를 얻고 있습니다. 
신규 및 복귀 유저들이 앱에 방문한 첫 날 광고에 노출되면 리텐션에 악영향이 가지만, 사용 2일차나 3일차에 최초로 광고에 노출되면 이것이 리텐션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규 또는 복귀 유저들에게는 광고가 신경을 분산시키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주지만, 이들이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 후킹된 후에는 광고를 보는 것에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유저 방문 첫날에는 광고를 보여주지 않고, 두 번째 방문일부터 광고를 노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유저가 게임을 6회 수행하도록 만들 것

또한 챕터 6에서 다뤘던 신규 유저 분석을 통해, 온보딩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촉진하는 행동 요인 중 하나가 0일차에 게임을 6번 플레이하는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을 얻기 위해 일련의 게임을 완수하도록 유도하는 '퀘스트' 기반의 시스템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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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 대시보드 생성, 공유, 구독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기업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Amplitude에서는 차트를 
대시보드에 고정하고 이를 팀원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이메일 리포트가 정기적으로 
발송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DO IT IN AMPLITUDE

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

User Sessions

Daily, Last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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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Funnel: Launch > Complete Order

Funnel Analysis

Monthly, Last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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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Launched Select Restaurant Add Item Complete Order

Current Users New Users

Organic  Resurrected Users Non-Organic  Resurrected Users

Add a chart

Email Subscriptions

Add New Subscribers

Meredith Fay Alicia Shiu

Set Updates

atSend email updates UTC 

Include CSV download Cancel Save

Mondays 12:00pm

시간에 따라 어떤 메트릭을 트래킹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춤화된 
메트릭이 가장 좋은 메트릭이며,  Amplitude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혹은 추천 사항을 제안해드릴 수 있습니다.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분해하기 - 라이프사이클 & 펄스(Pulse)
챕터 3에서 논의했듯, 라이프사이클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액티브 유저 구성을 측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펄스(Pulse) 메트릭을 분해하여 구간별로 
도표화하고, 유저 단계별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휴면 유저 증가 또는 현재 유저 감소와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방향성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리텐션 전략을 적용했을 때, 유저 베이스의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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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Amplitude의 Lifecycle  기능을 통해 
다음 4가지 항목의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유저 활성화 > 현재 유저로 전환

• 현재 유저 리텐션

• 휴면 유저 복귀 유도

• 복귀 유저 재활성화 > 현재 유저로 전환 

시간에 따른 리텐션 라이프사이클 메트릭 트래킹하기 
챕터 5~7 마지막 부분에서 각각 현재, 신규, 복귀 유저 리텐션 
개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트래킹하기를 추천하는 메트릭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메트릭들을 아래 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Retention over time of all Current 
Users and key current behavioral 
personas

Retention over time of your New 
Users and key new behavioral 
personas

Retention over time of your 
Resurrected Users and key new 
behavioral pers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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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and percentage breakdown of 
your important behavioral 
personas. Are you getting more 
people into important personas?

Bracket retention curve that follows 
your New > Onboarding > Value 
Discovery > Habit Formation 
phases

New

Downstream metrics from 
reengagement campaigns like 
retention and critical funnel 
conversion rate

Stickiness of critical events Conversion rate through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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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iness of critic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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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ntage of new user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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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실험 우선순위 선정하기

본 플레이북을 통해 여러분은 리텐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을 돕는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부터 시도해 봐야 할지 선뜻 고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품 성장 아이디어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성장을 위한 테스트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훌륭한 
프레임워크는 이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브라이언 발포어
(4)와 GrowthHackers.com의 창업자인 션 엘리스(5)가 만든 
프로세스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회사에 알맞은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 달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정답이나 완벽한 성장 프로세스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를 정하고, 이에 정착하여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 브라이언 발포어

발포어와 엘리스의 프로세스에서 차용한 몇 가지 원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브레인스토밍 & 아이디어 백로그

첫째, 모든 아이디어를 잘 저장해둘 수 있는 메인 백로그 
공간을 확보하세요.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4) Source: http://www.coelevate.com/essays/growth-process-first-tactics-second

(5) Source: http://www.slideshare.net/seanellis/building-a-companywide-growth-culture-saastr-annual-2016/12-12SeanEllis_GrowthHackersBroadParticipationWeeklyCadenceTransparentLearning

(6) Source: https://www.nickoneill.com/sean-ellis-interview/

Create push noti cations for reengagement of dormant users 6 8

Ease

Enable social logins 5

Con dence

5

Add onboarding step encouraging users to set a daily reminder 8

8

6

Impact

9 7

Idea Back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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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순위 결정

어떤 아이디어를 먼저 시도할 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각 
아이디어마다 요소별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션 엘리스가 
도입한 ICE 스코어(6) 는 아래 3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영향력(Impact)

이 테스트의 영향력에 대한 가설은 무엇입니까? 플레이북을 
통해 진행한 분석 및 과거의 테스트를 통해 수집한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고, 유저 피드백을 
통해 수집한 정성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결과 또는 변화가 가져올 가치를 정의함으로써, 
테스트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실제 결과물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발포어는 세운 
가설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가설이 성공적이라면, XX라는 가정(assumptions) 
하에 XX변수(variable)가 XX(impact) 만큼 증가할 
것이다."

영향을 받게 될 유저의 수에 예상되는 리텐션이 증가폭을 곱해 
보면, 전반적인 리텐션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 (Confidence)

가설이 옳다고 얼마나 확신합니까? 초기 시점에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점차 테스트를 더 많이 반복할수록 답을 
하기 쉬워집니다. 

테스트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신뢰도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영감에 기인했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 낮은 
점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난이도 (Ease)

이 테스트를 실제 적용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요? 디자인, 
마케팅,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등 각 팀에서 들여야 할 시간을 
고려해보세요.

3) 실험 진행

영향력, 신뢰도, 난이도 등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의 우선 순위를 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디자인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발포어가 제시한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진행된 테스트 문서의 
템플릿을 참고하세요.(7)  

테스트를 디자인할 때, 발포어는 가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소 가능 테스트(Minimum viable test)'를 진행할 것을 
조언합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샘플 
사이즈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4) 결과 분석 및 공유

각 테스트를 진행한 후, 그 결과와 가설을 비교해보세요. 
얼만큼의 오차가 발생했으며, 리텐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무엇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까요?

테스트를 통해 배운 점과 모든 액션 아이템들은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5) 테스트 리듬(cadence) 유지

엘리스와 발포어 모두 주간 미팅을 통해 테스트 및 그 결과,  
그리고 액션 아이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로, 
테스트의 주기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엘리스는 특히 'High tempo testing', 즉 테스트를 더 많이 
진행할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8) 테스트를 
빠르게 수행할수록 더 빨리 배우고, 수정하고,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일정한 주기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시 목표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7) Source: https://robsobers.com/growth-hacking-trello-template/

(8) Source: http://www.slideshare.net/seanellis/500-startups-high-tempo-testing-ellis-final-3-4766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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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마음 챙김 앱: 리텐션 3배 증가

앞에서 다루었던 마음챙김 앱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5에서 다루었던 현재 유저 리텐션 분석을 수행했을 때, 일일 리마인더(Alert 
Savers)를 설정하는 유저의 리텐션이 그렇지 않은 유저에 비해 약 3배 높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던 시기에 일일 리마인더 기능은 설정화면 맨 밑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유저들은 해당 기능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저의 1%만이 이 리마인더를 설정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미 이 앱에 잘 잔존하고 있던 
파워 유저들이 설정 페이지를 뒤져서 리마인더 기능을 찾아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유저들이 일일 리마인더를 설정하도록 홍보 진행

리마인더 설정이 리텐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발견한 뒤, 이 기업은 이 기능을 설정한 유저들의 리텐션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저가 첫 번째 명상 세션을 완료하면, 즉시 리마인더 설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THE RESULT? 

이 화면을 통해 리마인더 설정을 한 사람들의 리텐션은 기존에 직접 리마인더 기능을 찾아서 사용하던 유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마인더 설정과 리텐션은 단순한 상관 관계가 아닌 인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마인더 설정 유도 화면에 노출된 유저의 40%가 해당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즉 이 새로운 화면이 전반적인 신규 유저 리텐션을 크게 
끌어 올리는 촉진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 고객사는 새로운 리마인더 설정 화면을 노출시키는 대상을 모든 유저로 확장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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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를 통해 테스트 결과 측정하기

Amplitude에서는 테스트 이름, 테스트 그룹과 같은 테스트 
관련 세부 정보를 유저 속성 데이터로 만들어 테스트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Optimizely와 같은 스플릿 테스트 
플랫폼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측에서 대조군(Control)과 실험군 #1(Variant #1)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리텐션 그래프를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Amplitude에서 A/B Test 결과 
분석하기(9) 게시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O IT IN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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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ource: https://amplitude.zendesk.com/hc/en-us/articles/207908967

8. WHAT TO DO NEXT



87

8.4  정성적 피드백의 중요성

리텐션이 강력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관점 모두에서 유저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본 플레이북에서는 주로 정량적인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피드백 또한 분석에 가치를 더해줍니다. 
유저가 제품에 어떻게 인게이지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저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애널리틱스 
인사이트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보세요.

• 유저 인터뷰를 통해 유저가 제품을 이용하는 공통적인 
흐름과 순서를 이해하고, 상이한 행동 페르소나를 정의

•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테스트

• 현재 그리고/또는 휴면 유저에게 피드백 설문 조사 발송

• 핵심 경로 퍼널의 특정 지점에서 이탈한 유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탈 원인 파악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행동 데이터는 당신이 찾고 있는 정성적인 데이터의 종류를 
알려주기도 하고, 정성적인 피드백이 애널리틱스를 통해 
입증될 수도 (혹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플레이북에서 
익힌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시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세요.

EXAMPLE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통해 
Amplitude 2.0 구축하기

2016년 10월, Amplitude 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런칭했습니다. 

디자인 변경의 목표 중 하나는, 선임 데이터 과학자나 
제품 담당자 뿐만 아니라 직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애널리틱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유저들이 왜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지와, 유저들이 Amplitude를 통해 어떻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Amplitude는 정량적/정성적 유저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Amplitude를 사용하는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 Amplitude의 Personas 기능을 사용하여
(챕터 4 참조), Amplitude의 현재 고객사들 간에 존재하는 
행동 페르소나들을 정의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 현장으로 나가 애널리틱스 유저들을 
인터뷰했고, 다음과 같은 열린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던졌습니다.

• 애널리틱스가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어떤 업무를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는가?

• 일반적인 애널리틱스 워크플로우는 무엇인가?

정량적인 방식을 통해, Amplitude의 유저들을 플랫폼 
내 활동에 기반하여 여러 개의 클러스터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정성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각 페르소나에 
정체성과 캐릭터를 부여했습니다. 이 리서치는, 새로운 
Amplitude 2.0 제품 및 디자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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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플레이북 반복 학습

본 플레이북에서 제시한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빈도는, 제품의 성격과 신규 기능 업데이트 및 런칭 빈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본 플레이북에서 언급한 
분석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주요 제품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

• 제품이 시즈널리티가 있는 경우: 여름, 학기 초, 사용이 
최고조에 달하는 중간 지점 등으로 구간을 나누어 진행 
(예: 학기 중에 사용량이 매우 높고 여름 방학 기간에 
사용량이 떨어지는 경우)

• 기존과 매우 다른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 새로운 유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다른 그룹과 리텐션 비교 
(예: 리퍼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트위터에서 광고를 
시작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든 제품 릴리즈에 
맞춰 핵심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고, 플레이북의 분석 프로세스 
빈도수는 낮추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는 기업의 경우 플레이북의 분석 프로세스도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리듬(cadence)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전체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유저들의 최신 행동 
양상을 항상 인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기마다 신규, 현재, 
복귀 유저의 행동 페르소나를 살펴보기를 권장합니다. 

8.6  Take action

이제 여러분은 제품의 리텐션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걸쳐 리텐션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 및 프레임워크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이 플레이북에서 익힌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고 여러분 제품의 리텐션을 개선시켜보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다음 사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챕터에서 소개한 예시를 살펴보고, Amplitude
의 다른 고객사들이 본 플레이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해하세요.

• 각 챕터별 주요 개념을 숙지하세요.

• 각 챕터별 워크시트를 완성하세요.

이제 여러분 제품의 그로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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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상황 리뷰

분석 메트릭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애널리틱스를 통한 트래킹 
및 데이터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반드시 
제대로 진행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애널리틱스 플랫폼으로 
이상적인 이벤트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실제 유저들이 제품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작동 상황을 점검하는 데 먼저 노력을 기울이세요.

이벤트 분류 체계(Taxonomy) 정리

이벤트 기반의 애널리틱스에서, 이벤트라는 용어는 유저에 
의한 모든 활동 혹은 유저와 연관된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앱 
오픈, 결제 완료, 플레이리스트에 노래 추가 등이 모두 유저가 
수행하는 활동 이벤트의 예시이며, 푸시 알림을 받거나 이에 
반응하는 것은 유저의 활동과 연관된 활동의 예시입니다.

이벤트 분류 체계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목표를 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업 형태(버티컬, 비즈니스 모델 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및 메트릭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이벤트 분류 체계를 
점검해보세요.

Q. 트래킹하고 있는 이벤트가 애널리틱스 목표와 일치합니까? 
비즈니스 목표와 연관된 애널리틱스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유저와 주고 받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애널리틱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매출, 리텐션, 전환을 트래킹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고 어떤 퍼널을 구축할 
것입니까? 이러한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한 이벤트를 
트래킹하고 있습니까?

Q. 트래킹하고 있는 이벤트가 무엇이며, 왜 해당 이벤트를 
트래킹하고 있는지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현재 트래킹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맥락과, 언제 
이벤트 발생이 촉발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멤버가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으려면, 현재 
트래킹하고 있는 이벤트의 리스트와 정확한 이벤트 이름 및 
속성이 잘 정리된 이벤트 분류 체계 문서를 중심부(central 
location)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핵심 경로 퍼널에 대응하는 이벤트를 트래킹하고 있습니까?  
제품의 핵심 가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상적인 유저 전환 
경로를 그려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경로를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메트릭을 트래킹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이커머스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다면 유저가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완료하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이벤트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핵심 이벤트 정의하는 방법은 섹션 2.1을, 핵심 경로 
퍼널을 셋팅하는 방법은 섹션 4.3.4를 참조하세요.

부 록

PRO TIP

초기 단계에서는 적정 규모의 데이터로 
시작하세요.

데이터 트래킹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진행 중인 
이벤트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올바른 형태로 수집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본 플레이북에서 소개한 분석 기법들을 
도입하기 전에, 최소한 이전 3개월 간의 데이터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8. WHAT TO DO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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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액티브 유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앱을 오픈한 유저를 '활성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활성화 상태로 인식되기 위해 유저가 
수행해야 하는 특정한 활동이 있습니까? 

데이터 검증

유저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이 애널리틱스 
플랫폼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제품의 유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 온보딩 확인: 앱을 다운로드 받고, 앱을 최초로 사용하는 
유저의 경험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온보딩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고유한 유저 ID를 통해 애널리틱스 플랫폼에서 
자신을 신규 유저로 정의하세요. 그리고 온보딩 이벤트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온보딩 프로세스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그 행동들이 제대로 트래킹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 핵심 경로 확인: '이상적인' 유저 활동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최초 사용 시작부터 전환 
시점까지의 일련의 이벤트들이 정상적으로 트래킹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철저한 에러 테스트: 버그 또는 고장(crashes)은 리텐션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제품 최적화를 

진행하기 전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섹션 6.6 
참조). 에러가 발생할 만한 행동들을 통해 실제로 에러가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이벤트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벤트 분류체계 및 데이터 품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단단한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면,  다소 리소스가 많이 들더라도 이 작업을 사전에 
제대로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RO TIP

이벤트 명명하기

이벤트명을 정의할 때에는,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하세요. 약어 등 알아보기 어려운 
단어로 이벤트를 명명할 경우, 다른 멤버가 데이터를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WHAT TO DO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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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코호트(acquisition cohort): 해당 기간에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신규 유저 그룹. 

액티브 유저(active user): 주어진 기간 동안 제품 내에서 
활동을 한 유저.

행동 코호트(behavioral cohort): 제품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 특정한 활동을 한 (또는 하지 않은) 유저 그룹.

행동 페르소나(behavioral persona): 제품을 사용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는 유저 그룹. 제품 내 행동 페르소나를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의 유저들이 갖는 니즈와 습관을 
충족시키는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브라켓 리텐션(bracket retention): N-Day 리텐션보다 
유연한 리텐션 측정 방식으로, 정의한 기간 내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탈률(churn rate): 제품을 접한 첫 날(Day 0) 제품을 
사용하고 다시 재방문 하지 않은 유저의 비율. 언바운디드 
리텐션(unbounded retention)의 반대 개념.

코호트(cohort): 공통의 특징을 갖는 유저 그룹. 

Compass: 리텐션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저 행동을 정의하는 
Amplitude의 기능.

전환 윈도우(conversion window): 유저가 전환되었다고 
인식되려면, 퍼널에 들어온 시점에서부터 제한 시간(=전환 
윈도우) 내에 퍼널의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유저(core user): 제품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기대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행동 페르소나 중 하나를 나타내는 
유저 집단.

핵심 이벤트(critical event): 제품이 제시하는 핵심 가치와 
합치되는 제품 내 유저 행동. 리텐션 측정시 액티브 유저 또는 
잔존 유저로 인식되려면 이 핵심 이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핵심 경로 퍼널(critical path funnel): 핵심 이벤트를 
완료하기까지 유저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행동. 

현재 유저(current user):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해 온 사람. Amplitude는 바로 직전 주기와 현재 주기에 
제품을 사용한 유저를 현재 유저로 정의합니다.

휴면 유저(dormant user): 과거에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나 비활성화된 유저. Amplitude는 현재 주기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주기에 활성화된 적이 있는 
유저를 휴면 유저로 정의합니다. 휴면 유저는 복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event): 제품 내에서 유저가 취하는 행동. 버튼 
클릭, 일정 레벨에 도달, 결제 등 모든 행동이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속성(event property): 이벤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속성들. 특정 이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트래킹할 이벤트 속성을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결제'라는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 속성은 '총액',  
'아이템 수', '결제 방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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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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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형성 단계(habit formation phase): 습관 형성 
단계는 신규 유저 리텐션의 온보딩 단계와 가치 발견 단계 
이후 따라오는 단계입니다. 유저가 제품 내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그들이 앱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향후 계속 
재방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 형성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유저는 제품의 현재 유저가 됩니다.

Lifecycle: 액티브 유저 베이스를 신규, 현재, 복귀, 휴면 유저 
그룹으로 나눠주는 Amplitude의 기능입니다. 제품 건강을 
측정하고, 신규 유저 유입보다 이탈 유저가 더 많은 것과 같은 
불균형 이슈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N-Day 리텐션:  제품 최초 사용일 이후 특정한 N일차에 활성화 
상태인 유저 비율로 리텐션을 측정하는 방법. 

신규 유저(new user): 제품을 최초로 사용하는 사람. 
Amplitude는 첫 사용 주기에 속한 유저를 신규 유저로 
정의합니다.

온보딩 단계(onboarding phase): 신규 유저 리텐션의 
첫번째 단계로, 본 플레이북에서는 사용 1일차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규 유저는 온보딩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최초로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유저들이 최대한 빨리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 유저(passive user): 의도한 핵심 방법대로 앱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빈도로 재방문하여 활동하는 
사람들. 수동 유저를 행동 페르소나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 분석(path analysis): 유저가 제품 내에서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일련의 이벤트들을 측정하는 방법.

Pathfinder: 특정 이벤트 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유저가 행동하는 경로의 흐름을 보여주는 Amplitude
의 기능. 유저가 지나는 모든 경로를 취합해 주기 때문에 행동 
시퀀스별 유저 비율 및 세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sonas: 유저 행동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유저를 클러스터링하여 묶어주는 Amplitude의 기능. 제품 내 
행동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 유저(power user): 제품을 매우 자주 사용하거나, 
다수의 유저가 활용하지는 않는 '파워'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 
파워 유저를 행동 페르소나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주기(product usage interval):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등 유저가 자연스럽게 제품을 사용하는 주기를 나타낸 
것. 본 플레이북에서는, 유저의 80%가 핵심 이벤트를 두번째로 
수행하는 지점까지의 시간을 제품 사용 주기로 정의했습니다(
챕터 2 참조). 

Pulse: Amplitude의 Lifecycle 기능이 제공하는 차트 
뷰로, 특정 기간 중 떠나는 유저 대비 유입되는 유저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Pulse = (신규 유저 수+복귀 유저 수) / (휴면 유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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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유저(resurrected user): 과거에 액티브 유저였고, 그 
이후 일정 기간동안 휴면 상태가 되었으며, 다시 액티브 상태가 
된 사람. Amplitude에서는, 직전 주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고, 현재 주기에 다시 
활성화 된 유저로 복귀 유저를 정의합니다.

리텐션(retention): 초기 이벤트(일반적으로 최초 사용)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유저가 제품에 재방문하는지 
측정한 것. Bracket 리텐션, N-Day 리텐션, Unbounded 
리텐션 등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리텐션 곡선(retention curve): 유저 리텐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 리텐션 곡선은 최초 유입 이후 
특정 기간동안 제품에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리텐션 라이프사이클(retention lifecycle): 유저 리텐션을 
구성하는 신규, 현재, 복귀 유저 단계를 넘나드는 액티브 유저의 
흐름을 나타낸 것.

세그먼트/세그멘테이션(segment/segmentation): 
세그먼트는 유저 속성과 같은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유저의 
부분 집합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그래프를 구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별로 리텐션 곡선을 
구분하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밀착도(stickiness): 제품 사용 빈도를 측정한 것. 
구체적으로는, 한 주 또는 한 달을 기준으로 유저가 
활성화되거나 특정한 이벤트를 수행한 날짜 수를 측정합니다.

언바운디드 리텐션(unbounded retention): 특정 날짜를 
포함하여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제품을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탈률의 반대 개념입니다.

User Composition: Amplitude가 제공하는 뷰 기능으로, 
특정 유저 그룹의 다양한 유저 속성들을 분해하여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유저 속성(user property): 개인 유저에 종속된 모든 특성들. 
국가, 기기 종류, 나이, 성별, 리퍼럴 소스, 이용권 타입, 업로드한 
사진 수, 게임 화폐의 보유 수량, 게임 내 현재 레벨 등이 모두 
유저 속성의 예입니다.

가치 발견 단계(value discovery phase): 신규 유저 
리텐션에서 온보딩과 습관 형성 사이의 단계. 이 기간 동안 
유저에게 제품의 핵심 가치를 최대한 여러 차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 WHAT TO DO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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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with data by Amplitude 
Translated by AB180

v

⚠ 이 자료는 AB180, Inc.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유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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