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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창

데이터로 바라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지표 + E스포츠



지표 e스포츠
다양한 지표를 개발한 경험 데이터 시각으로 조명하는 e스포츠

오늘 나눌 주제 두 가지



상품 퀴즈

MAU를 8배 성장시킨 지표는?



첫 번째 이야기

지표



왜 지표를 만들기 시작했을까?

객관적 강약점 분석이
필요하다 느낌

사내 롤 동호회 운영 중



대표적 지표 소개



가장 먼저 만든 지표

인분
“아 진짜 내가 혼자 10인분 해서 이겼네!”



인분의 단순 정렬이지만 반응이 좋았던 지표

등수
“내가 MVP다! 너는 몇 등이야?”



커뮤니티에서 한탄하는 글을 보고 만든 지표

팀운
“와 와 와와와 와와 팀운 극악와와와 .”



실용성을 극대화 시킨 지표

예상 승률
“와와 와와와와와 승률 93% 예상.“



유료 상품인 PLAYREPORT에 들어간 지표

티어 예측
“와와 와와와 100게임 후 골드와와와 .”



초기에 겪은 시행착오

시행착오

정확도가 낮음

특정 조건에서만 유효함

사용자 감성에 부합하지 않음



지표 개발 프로세스 구축



지표 개발 프로세스

발견 연구 구현 테스트UX

“어제 팀운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나 혼자 5인분 했어“

“너는 고점은 높은데 저점도 많이 낮은 것 같아“

“쵸비가 아무래도 캐리력이 있지”



지표 개발 프로세스

발견 연구 구현 테스트UX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탐색적 테스트 Exploratory Testing



지표 개발 프로세스

발견 연구 구현 테스트UX

제품 코드로 변환 Porting

실시간 계산 Real-Time Computing

대용량 처리 Storage Engineering



지표 개발 프로세스

발견 연구 구현 테스트UX

중학생이 보고 즉시 이해하기

표현 설계 예) 0.4748 -> 라인전 6:4

스토리텔링 예) 10분까지 2킬 못하면 골드 못 가요, 왜냐하면…



지표 개발 프로세스

발견 연구 구현 테스트UX

철저하게 사용자의 시각으로 조명

항상 예상보다 많은 이슈가 생김



분석 지표의 특징

단순 지표 분석 지표
현상을 표현

킬, 어시스트, CS

복잡한 현상을 압축
미래를 예측
과거를 판단

인분, 승률 예측, 라인 추정

VS
성질

예



정답 유무에 따른 구분

정답 제시 정답 있음
수학적 모델링으로 접근
우리가 볼 때 유효한가?

팀운, 라인전

머신 러닝으로 접근
얼마나 정확히 맞추나?

승률 예측, 티어 예측

VS
접근 방법
평가 방법

예



분포의 모양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정규 분포 멱법칙 분포VS

예) “당신의 능력은 상위 N%입니다” 같은 서비스 시 왼쪽 분포가 변별력이 있어 사용자 경험이 좋음



The Innovation Stack



스퀘어 짐 메켈비의 경험

각각의 새로운 것들은
다른 새로운 것들에 영향을 주었고
모두 연쇄적으로 나란히 진화했다.

스퀘어 창업자 짐 메켈비



옛 지표가 새로운 지표에 영향을 주며 진화

라인 추정

분석의 시작

인분

라인전

팀운 등수

고점 저점

캐리력 기복

파생 지표

…

지표간 상호 작용

승률 예측학습 데이터

첫 개발 지표



의도치 않은 경쟁력 확보

지표 해자 (Moats)

승부 예측을 잘 하려면, 인분/라인전이 필요
인분/라인전을 잘 만들려면, 정확한 라인 추정이 필요



두 번째 이야기

e스포츠



e스포츠

데이터 미신



데이터로 승리한 만화 같은 이야기

1. MLB 오클랜드 단장 빌리 빈 이야기
2. 통계/데이터 기반 야구를 널리 알림
3. OPS = 출루율 + 장타율

영화 머니볼



데이터 미신을 퍼트림

1. 데이터는 일종의 마법이다.
2. 우리도 OPS 같은 것만 찾으면 승리다.
마법 같은 무엇이 정말 존재할까?

머니볼이 만든 오해



은총알이란?

마법 같은 만병통치약을 뜻함

은총알 효과



은총알이 업계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누군가는 은총알을 찾고
누군가는 위협을 느낌



No Silver Bullet

1. 프레드 브룩스가 1986년에 쓴 논문
2. 35년이 지난 현재도 받아들여지고 있음

“어떤 방법 하나로 본질적 복잡함을 해결할 수 없다.”

은총알은 없다



e스포츠에서는 은총알이 있을까?

1. 무조건 우세한 밴픽을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2. 큰 경쟁력이지만 이것 만으로 매번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3. 플레이, 선발, 전략, 계약 등이 잘 되어야 승리 가능
“e스포츠에서의 승리도 본질적으로 복잡한 일이다.”



미신을 넘어 활용으로



스티브의 직업 맞추기 실험

1. 미국인 스티브는 매우 수줍고 내성적이다.
2. 남을 돕기 좋아하지만 현실 세계에 큰 관심은 없다.
3. 온순하며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고 꼼꼼하다.
“스티브는 사서일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농부일 확률이 높을
까?”

스티브의 직업은 무엇일까?



경험적 판단은 편향에 취약

1.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사서일 확률이 크다고 답했다.
2. 미국에 사서보다 농부가 20배 더 많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3.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사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경험적 판단은 편향에 취약하다.

출처)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저)

실험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 판단 편향 줄이기

직관 데이터+

Cross Validation



데이터를 활용하는 두가지 방법

Data
Driven

Data
Informed

VS



Data Driven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1. 데이터가 적어 편향이 생길 수 있음
2. 업계의 성숙도가 부족함

3. 아직은 전문가의 직관이 데이터를 뛰어 넘기도 함



Data Informed 활용 예시

1. 견해가 있다면 - (보조) 생각이 맞는지 확인
2. 견해가 없다면 - (학습) 데이터를 통해 관점을 형성

3. 충돌이 난다면 – (재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Data Informed를 활용한

51-52-53 전략

데이터를 활용하는 현실적 접근



51-52-53 전략: 예1) 유망주 탐색

나이 필터

필터링으로
시간 낭비 줄임

분석 리포트

리플레이를 덜 보고
주요 특징 파악

낮은 티어

다른 영역에서
선제적 접근

머니볼 전략과 유사 자동화 효율화



51-52-53 전략: 예2) 밴픽 정량화

밴픽 데이터로만 승률을 예측할 수 있음. 이를 활용해,
1) 매 게임의 밴픽 전략을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
2) 매 게임의 밴픽 예상 승률을 평균 내면 곧 팀의 밴픽 역
량

예시2. 밴픽



EVIL GENIUSES 소개

1. 코치만큼 많은 분석가와 엔지니어가 있음
2. 선수 교체 등 직관에 의존하는 부분에 데이터 적용
3. 좋은 선수를 데이터로 규명하려 정량적 분석을 시도

We want data, not money,
to determine success in esports



첫 번째 이야기 지표

지표는 기술 기반 콘텐츠이다.



두 번째 이야기 e스포츠

데이터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정답 공개
정답 맞추신 분 중 선착순 20명

솔로랭크 분석 가능한 PLAYREPORT 쿠폰 증정

PLAYREPORT
정가 1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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