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021 게임업계 연쇄 파동으로 사용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1] 연쇄 파동의 시작이었던 넷

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한국 서버 근하신년

스타트 대시 캠페인' 중단은 트럭 시위를 발생시켰

고,[2] NC소프트의 '리니지M 문양 시스템 롤백 사

건'과 리지니M을 답습하는 트릭스터M과 블레이드

앤 소울2는 소위 '린저씨'라 불리던 충성층마저 이

탈시키며 주가의 폭락을 불러일으켰다.[3] 이로 인해

게임사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대응

하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업계 연쇄 파동 중 큰

논란이 되었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에 대해 게임 커뮤니티인 인벤의 메이플스토리 인벤

자유게시판의 게시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사용

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게시글 수집과 전처리

분석 대상으로는 2021 게임업계 연쇄 파동의 사건

중 현금성 아이템의 확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정식으로 인정하여 논란이 되었던 메이플스토리 확

률 조작 사건을 선정하였다.[4] 또 데이터 수집을 위

해 와플보드 기준 게임 커뮤니티 중 사용자 수가 가

장 많은 인벤을 선정하였다.[5] 게시글 수집에는 파

이썬의 패키지인 뷰티플수프를 사용하였고 인벤 자

유게시판의 게시글을 사건의 발단이 된 메이플스토

리 테스트 월드 업데이트 내용이 업로드된 2021년 2

월 18일 17시를 기준으로 10만 개 수집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해 한글을 제외한 문자

를 전부 제외하고 자음만 존재하는 경우나 아무 의

미가 없는 단어들과 한 글자만 존재하는 경우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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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서 나타난 사용자들의 반응을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의 발단이 된 메이플스토리 테스트 월드 업데이트 내용이 업로드된 2021년 2월 18일

17시를 기점으로 국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중 하나인 인벤의 자유게시판에서 총 10만 개의 게시물

을 수집하고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도출된 주제별 주요 단어를 10개씩 확인하여 주제

를 정의했다. 각 토픽을 비교하며 관련성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확

률 조작으로 인한 보상으로 환불을 원하고 있다는 것과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에 대한 사용

자들의 분노, 디렉터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문과 사용자와의 소통 요구, 또 다른 게임으로의 이탈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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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였으며, 명사인 키워드만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

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의 한국어 정보 처리

를 위한 패키지인 KoNLPy의 Mecab을 사용하였고

‘확률’, ‘큐브‘, 등의 유의미한 키워드들을 얻을 수 있

었다. 또 상위 빈도 키워드를 확인했는데 결과는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상위 빈도 워드 클라우드

2.2 LDA

게시글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토픽모델링

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 방법은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사용하였다.[6] LDA는 2003

년에 제안된 코퍼스의 생성 확률론적 모델로 문서는

주제의 분포에 대한 무작위 혼합으로 표현되고 각

주제는 단어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여러 하위 분포가 섞인 혼합 모델이 만들어

지고 이 혼합 모델은 디리클레 분포를 따른다. 이후

단어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고 이 주제에 기반하여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단어의 수만큼 반복하여 수

행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의 Gensim 패키지를 사용했

고, 주제 내의 단어들의 유사성이 높은 것이 사용자

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일관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론

적 일관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토픽 개수를 선정했다.

3. 토픽모델링 결과 및 분석

2개부터 15개까지의 토픽 개수에 대한 일관성 점

수를 계산하였고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일관성 점

수가 가장 높았던 7개를 토픽의 개수로 선정하여 토

픽모델링을 실시했고 토픽 별로 10개의 주요 단어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후 주요 단어

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의하였다. 각 토픽 간 주요

단어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가 있었다.

(그림 2) 일관성 점수 그래프

<표 1> 주제별 주요 단어

먼저 ’확률‘ 토픽과 ’환불/불매‘토픽에서는 ’확률‘, ’

조작‘, ’보상‘과 ’환불‘이 등장하며 확률 조작으로 인

한 보상으로 ’환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확률형 아이템‘ 토픽과 ’문제/기만‘ 토픽

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와 이 확률을 결정하

는 ’로직‘, ’기만‘, ’트럭‘이 등장하며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사용자들이 큰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

보여졌다. ’환불/불매‘ 토픽과 ’디렉터/간담회‘ 토픽의

경우는 총괄 디렉터인 ’강원기‘, ’사과문‘, ’간담회‘라

는 단어를 포함하며 디렉터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문

과 사용자와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보상‘ 토픽과 ’게임/운영‘ 토픽에서는 ’로아‘,

’이벤트‘, ’추천‘, ’메이플‘, ’운영‘이 등장하며 메이플스

토리의 운영에 불만이 생긴 사용자들이 로스트아크

라는 게임으로 옮겨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추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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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일관성 점

수를 계산하여 토픽의 개수를 7개로 선택하였고 토

픽들의 주요 단어를 확인하여 ’확률‘, ’확률형 아이템

‘, 환불/불매’, ‘보상’, ‘게임/운영’, ‘디렉터/간담회‘, ’문

제/기만‘이라는 주제들로 분류하였다. 이후 토픽들을

서로 비교하며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

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확률 조작으로 인한 보

상으로 환불을 원하고 있다는 것과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들의 분노, 디렉터 본

인의 직접적인 사과문과 사용자와의 소통 요구, 또

다른 게임으로의 이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사건의 기점부터 10만 개의 게

시글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진 사용자들

의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

서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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