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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게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 사건은 유저들의 이탈을 부르며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여러 가지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서 대처도 다르고 유저의 반응도 다르다. 본 논문에

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분석하고 유저의 동향을 파악하여 게임 운영과 관련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여 유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유저들이 다시 게

임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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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운영에 관련된 사건사고는 가끔 발생한다. 

이런 운영에 관련된 사건사고는 가벼운 해프닝부터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운영 사건까지 존재한다. 2021년은 연초부터 

게임업계 연쇄 파동이라고 불릴 만한 큰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여러 대처방안이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운영과 관련된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의 

대처방안에 대해 유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저들이 원하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사례분석을 위한 사건 개요

먼저 본 논문의 사례 분석을 위해 선정한 두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후 설문 분석을 실시한다. 설문 조사는 2001년 4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였으며, 던전앤파이터는 49명, 메이플스토리는 39명이 응답하

였다. 

1) 던전 앤 파이터 직원 권한 남용 사건

던전 앤 파이터의 직원 권한 남용(속칭 궁댕이맨단) 사건은 2020년 

9월 9일에 발생하였다. 이 게임의 운영자중 한 명이 오랫동안 게임을 

조작하여 아이템을 생성하고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고, 교환이 불가능

한 최종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하여 장착하고 아이템에 높은 강화를 

적용하여 높은 스펙을 유지하는 등 게임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조작하

여 유저를 우롱하던 것이 유저에게 꼬리가 밟혀 드러난 사건이다[1].

2)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메이플스토리 속칭 환생의 불꽃 확률조작 사건은 2021년 2월 

18일 테스트서버에 신규 패치를 진행하면서 나온 패치공지에 환생의 

불꽃을 동일한 확률로 추가옵션이 부여되도록 수정한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어 유저들 사이에서 “무작위”의 뜻에 대한 대립이 벌어지

던 도중, 다른 확률성 콘텐츠인 “어빌리티”에서 특정 조합으로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패치 이후 아이템에 환생의 

불꽃을 사용해본 유저들이 기존 등장하던 추가 옵션보다 더 높은 

추가옵션이 등장하기 훨씬 쉽게 바뀌었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옵션이 나오지 않게 조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게임 내 확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유저들이 반발하여 점화된 사건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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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던전 앤 파이터 사건에 대한 설문 분석

1) 사건 대응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던전 앤 파이터 사건의 대처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다. 만족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약간 불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유저의 비율이 43%로 50% 보다 낮게 나와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해결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범인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지 않아서 완벽히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았으므로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으로 보이기도 한다. 

Fig. 1. Users' Satisfaction with the Incident.

2) 게임사의 대응중 긍정적인 부분

게임사의 대응에 만족하는 부분은 사건 보상이 가장 크고 재빠른 

대처가 뒤를 이었다. 사건 보상은 속칭 “스타터팩”이라고 불릴 정도의 

캐릭터 육성 지원 보상이었기 때문에, 기존 유저의 부캐릭터 육성과 

신규 유저 유치에 모두 도움이 되며, 게임 내 경제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지 않아서 좋은 사건 보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Fig. 2. User Satisfaction with Company’s Response

재빠른 대처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10일 0시 28분경에 

첫 글이 올라왔고 바로 그날 23시 58분경 빠르게 발생한 피해를 

정리하고 대책을 작성하여 공지하는 등의 빠른 대처가 이루어졌으며 

11일에 추가 안내와 상황 정리가 이루어 졌고, 1주일 뒤인 17일 

보상안과 네오플 대표이사의 사과문과 더불어 빠른 징계와 수사기관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3) 게임사의 대응중 부정적인 부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사건에 관련된 정보 공개와 

소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만족 

요소 설문에서 소통은 낮았지만, 사건에 관련된 정보 공개는 낮지 

않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건이 진행중이던 시기에는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행적도 투명하게 공개하였지만, 

사건발생 이후 2021년에는 사건에 관한 정보가 단 하나도 유저에게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3. User Complaints about Company’s Response

이는 소통의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에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후속상

황을 유저는 알 수 없고 고객센터 문의로도 답변을 해주지 않아 

“불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보통 큰 사건의 소송 진행에

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회사에서는 알릴 내용이 없어 답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4) 게임사의 대응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던전 앤 파이터 유저들이 사건에 대한 대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재빠른 대처와 사건에 관련된 정보 공개가 상당히 

높다. 두개가 각각 가장 잘한 부분과 가장 못한 부분인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Fig. 4. Most Important Part of Responding to an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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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이플스토리 사건에 대한 설문 분석

1) 사건 대응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메이플 스토리 사건의 반응은 불만족이 과반수를 넘으며 약간 

불만족과 불만족을 합치면 64.1%가 나온다.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치치면 18%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는 의견

이 많았다.

Fig. 5. Users' Satisfaction with the Incident

2) 게임사의 대응중 긍정적인 부분

게임사의 대응에 만족하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긍정적 평가가 높은 부분은 사건에 관련된 정보 공개항목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개를 

요청했던 정보였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사과문과 함께 공개하고 추가적인 부분도 이 후 2021년 

3웛 5일에 공개를 진행하는 등 유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나마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 같다.

Fig. 6. User Satisfaction with Company’s Response 

3) 게임사의 대응중 부정적인 부분

게임사의 대응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만큼 

불만족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불만족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과문과 

재빠르게 보상으로 덮어 은폐하려 했으며 간담회도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11일에 진행되는 등 전체적으로 대처가 

늦어져서 유저들의 불만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진실성 있는 사과 

항목은 사과문이 사건을 덮기 위해 디렉터를 방패로 쓴 사과문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Fig. 7. User Complaints about Company’s Response

사건 보상은 사건 보상이 게임 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거기에 더해서 기간제 보상, 부캐릭터를 키우기 힘든 게임 특성상 

하드유저는 사용할 방법이 없는 보상, 확률조작 의혹이 있는 사용한 

재화는 일정기간(2년)에 사용한 10%만 보상하는 등 유저들의 화만 

돋구는 보상이었다. 유저와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미루며 

유저의 목소리에 크게 답하지 않아서 높은 불만족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건에 관련된 정보 공개는 확률표는 공개했지만, 그 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소통과 연달아 높은 불만족을 

받은 것 같다.

4) 게임사의 대응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메이플 스토리 유저들의 사건 대처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재빠른 대처와 진실성 있는 사과로 불만족하는 부분 1 ,2등으로 

집계되었다.

Fig. 8. Most Important Part of Responding to an Incident

2.4 사건 발생 시 유저의 동향

사건이 발생과 대처 상황에 따른 유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PC방 사용 시간을 이용하여 파악을 진행한다[3].

1) 던전&파이터 사례

던전 앤 파이터는 사건이 발생한 주에 사용시간이 급격하게 떨어지

며 사건발생 다음 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보상 지급으로 사건 

발생 전 급의 사용 시간으로 복귀하였다. 그 뒤 상승세를 보이다 

10월 이후로는 콘텐츠의 부족이나 게임에 적응하지 못한 유저의 

이탈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행한 1월부터 다시 

사건발생 전의 사용 시간을 복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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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C Cafe Usage Time Change after the Dungeon & 

Fighter Incident

이를 분석하면 사건의 빠른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조치로 

게임의 내실을 튼튼히 하여 유저를 잡지 않으면 다시 유저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메이플 스토리 사례

Fig. 10. PC Cafe Usage Time Change after the MapleStory Incident

메이플 스토리의 PC방 사용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사건 이후 쭉 

하락세를 지나다가 2월 3주차에 보상 지급할 때 잠깐 반짝하고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건을 초기 진압하지 못하여 

유저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메이플 스토리 사용시간 변화의 가장 큰 이슈는 로스트 아크로 

유저가 이주한 것으로, 이는 메이플스토리 사건 이후 로스트 아크의 

큰 반등과 유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게임에 대한 유저 인식이 나빠지면 타게임에 정착한 유저들

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두 게임 유저가 생각하는 사건 대처 시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 비교

두 게임 유저가 생각하는 사건 대처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던전&파이터 메이플스토리

1 재빠른 대처 재빠른 대처

2 사건 관련 정보공개 진실성 있는 사과

3 진실성 있는 사과 사건 관련 정보공개

Fig. 11. Important factors in dealing with an incident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2순위와 3순위의 순서만 제외하면 모두 

같은데 이는 각각 2순위가 사건 대처 중 가장 악평을 받은 부분을 

좀 더 많이 선택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유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요소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저들은 재빠른 

대처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며 동시에 유저에게 정보를 투명하

게 공개하여 사건 진행에 대해 알려주고, 진실성 있는 사과를 통해 

유저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직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게임의 이미지에 크게 

손해가 없도록 빠르고 투명한 사건처리와 게임사를 믿는 유저들을 

안심시켜주는 진실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외에도 보상이나 소통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빠른 사건에 관련된 정보 공개를 통해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게임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 

양측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안이 가장 베스트이며, 유저들이 소중하

게 생각하는 아이템의 가치훼손이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보상안이 

가장 나쁘다고 볼 수 있겠다.

III. Conclusions

게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게임사의 

빠른 대처로 유저를 안심시켜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여 유저 이탈을 막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유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게임을 

개선하는 패치를 진행하면 조금 더 유저의 이탈을 막고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례로 든 게임 말고도 다양한 게임과 유저가 존재하며 

각각의 장르도 다르고 사건마다 사건의 발생 원인도 다르며 유저들의 

마음도 천차만별이니 이 논문의 내용이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게임내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처방안을 작성한다면 유저들에게 조금 더 나은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 논문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적어 응답이 약간 편향될 수 있어 좀 더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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