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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이용자끼리 실력을 겨루는 형태의 경쟁적인 온라인 게임들에서 이용되

어지고 있는 게임 핵의 종류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온라인 게임 핵에 대

해서 알아보고 해당 핵이 어떤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 되는지 설명하고, 유저들이 핵으로 인하여 개발사, 대회 주관사 등의 

여러 기관에서 입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 개발사들의 조치 방안 및 유저 커뮤니티의 의견 

등을 통해 실태에 대해서 연구한다. 결론으로는 위의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현재 성행하고 있는 게임 핵사용을 

방지하고 차단하는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개발 및 운영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제시한다.

키워드: Online-Game, Game Hack, Cheating

I. Introduction

최근 온라인 게임 산업은 세계적인 단일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추세로 여러 국가들의 게임 순위에 동일한 게임들이 올라가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덕에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들 중에서

도 그 중심에는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두 게임의 공통점

은 이용자끼리 실력을 겨루는 경쟁적인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인 형태의 게임의 특징은 현재 한국 게임 산업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인 Pay to Win 방식의 게임과 같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아이템의 능력치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 이용자들끼리 게임 내 규칙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고 실력에 따라 서로 공평하게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온라인 게임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게임 핵이다. 대전방식의 온라인 게임에서 

핵 사용자로 인한 게임사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기존 

사용자의 게임 이탈 현상이나 신규 유저의 유입 방해 그리고 게임 

본연의 재미를 해친다는 점도 있다. 더욱이 경쟁적인 형태의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e스포츠 산업이 점차 커져가면서 많은 게임 회사들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게 되면서 개발 초기부터 e스포츠를 

겨냥한 형태로 개발을 시작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에도 많은 장르의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핵으로 인한 

문제로 열병을 앓았으니 이는 비단 경쟁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모든  

게임 산업에 해당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저 대전 방식의 온라인 게임에서의 핵 사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이용자가 핵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 어떤 형태의 

핵이 존재하는지 알아본 뒤 게임 핵에 대처하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핵의 종류

우선 실태 조사에 앞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핵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핵들을 종류 별로 소개하고 그에 

따른 특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63

2.1.1 ESP Hack

Fig. 1. Using ESP Hack in Game

ESP(Extra Sensory Perception)는 일반적으로는 1인칭/3인칭 

슈팅 게임에서 유저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의 핵이다. 벽을 뚫고 상대방의 위치를 보여주는 Wall Hack이나 

상대방의 남은 체력을 보여주는 핵 등이 ESP Hack 으로 분류 되며 

핵  사용이 숙달된 플레이어가 사용하면 적발하기가 힘들다.

2.1.2 Aim Bot

Fig. 2. Using Aim Bot in Game

1인칭/3인칭 슈팅 게임에서 ESP Hack과 더불어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핵이다. 해당 핵을 사용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도 

적 캐릭터를 원하는 대로 조준하거나 자동으로 발사까지 해주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버워치>에서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해당 정보에 맞춰서 조준해주는 Image Hack 그리고 메모리

를 변조하여 사용하는 Memory Hack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1.3 Nuking Hack

Nuking은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대상에게 데미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게임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Nuking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핵의 기능은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DDoS 공격과 비슷한 형태로 

네트워크에 처리하기 힘들 정도의 데이터를 보내 핑을 증가시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없게 만들거나 다른 사용자의 아이피를 바꿔버려

서 게임을 강제 종료 혹은 튕기게 만드는 형태의 핵이다. 다른 핵에 

비해서 사용법이 간단하며 Anti-Cheat 프로그램에 잘 걸리지 않는다

고 한다.

2.1.4 Speed Hack

과거에 유행했던 방식의 핵으로 사용자 캐릭터의 이동속도, 공격속

도 등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만들어 주는 형태의 핵이다. 레이싱 

게임, MMORPG 등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 장르에서 다방면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핵이다. 

위에 설명한 대표적인 핵 외에도 핵 사용자 캐릭터의 위치를 변경하

는 텔레포트 핵, 지도를 전부 보여주는 방식으로 RTS 장르에서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맵 핵, 게임에서 패배 할 것 같으면 초기 

상태로 돌려버리는 초기화 핵, 게임 내 아이템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노딜레이 핵 등등이 있으며 게임 핵은 장르를 불문한 거의 모든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2.2 핵으로 인한 피해사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핵이 개발 되고 사용되어 지면서 유저들의 

무분별한 핵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핵 유저와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유저들이

다. 상대팀에 핵 유저가 있는 경우는 핵을 이용한 강력한 기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이며, 같은 팀에 핵 유저가 있는 경우 

또한 게임의 재미를 망가트리는 경우로 피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인 실력의 지표를 나타내주는 경쟁전 혹은 랭크 게임이 

존재하는 <CS:GO>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의 경우에는 

아군에 핵 유저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해당 

핵 사용자를 옹호하며 같이 즐기는 플레이어, 핵 사용자가 승리하지 

못하게 강제탈퇴 투표 혹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방해하는 경우 등등이 

존재한다.

<그림 3>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자랑하고 있는 한 네이버 

카페에서 핵에 관련된 내용으로 게시글을 검색 했을 때 나온 글들을 

캡쳐한 화면이다. 핵 사용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유저들이 핵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해당 유저가 핵 사용자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Fig. 3. Users talk about Hack in Game Community

하지만 핵 사용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피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게임을 통해서 유저의 실력을 경쟁적으로 겨루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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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들은 오늘날 e스포츠 종목으로 활용 되어 지고 있는데 프로게이머

로 활동 하는 선수들이 핵 사용을 의심 받거나 적발 되는 사례가 

있다.

Fig. 4. Game Webzine <Inven> reported that 

programmer used game hack

<그림 4>는 2016년 6월 1일, 한국의 게임 웹진 사이트 <Inven> 

에세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라이엇 게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활동했었던 프로게이머 ‘Bokgu’ 정재우 선수가 

핵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되어 계정 사용을 영구히 정지 

당하고 20개월 동안 관련 대회 및 이벤트에 출전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1]. 또한, 해외에서는 미국의 유명 유저 커뮤니티인 <Reddit>의 

CSGO 게시판에 항상 핵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유저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현재 e스포츠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핵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 또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일반 유저들뿐만이 아닌 프로게이머 

조차 핵을 사용하여 제재를 받는 등 무분별한 핵 사용이 이어지자 

기존 사용자들은 핵에 점차 무관심해지며 게임 내에서 핵 사용자를 

만났을 경우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임을 더 이상 플레이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몇 몇 

고수 플레이어 들은 놀라운 플레이를 하는 경우 핵 사용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2.3 핵에 대처하는 개발사의 운영방식

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사레를 막기 위해 현재 많은 

게임 운영사 들은 핵 유저를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찾아낸 핵 

유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핵사용을 근절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Fig. 5. Game Webzine <PCGamer> reported hack 

users banned  in <Overwatch>

<그림 5>는 그중에서도 특히 <오버워치>를 서비스하고 있는 블리

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핵에 대한 대응이 눈에 띄는데 2017년 2월 

2일, 해외 유명 게임 잡지 <PCGamer>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오버워치 플레이어 22,865명이 블리자드에 의해서 밴(계정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처리 되었다고 보도했다[2].

기사의 내용은 한국의 PC방에서는 오버워치를 구매하지 않아도 

플레이 할 수 있게 지원 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로써 여러 

개의 배틀넷 계정을 생성하여 핵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이에 해당 국가 라이센스로 구매하지 않은 계정을 

국내 PC방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국내 PC방에

서는 국내 계정으로만 무료로 오버워치를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였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핵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대응 또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측에 의하여 지탄을 

받았는데 2016년 7월 5일, 게임 웹진 <Inven>의 보도에 의하면 

핵을 제작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던 독일의 회사 ‘Bossland 

GMBH’를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고발하여 재판으로 몰고 갔으며, 

2017년 1월 재고소를 거쳐 2017년 4월 5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해 법원은 보스랜

드에 850만 달러(한화 약 95억)의 손해 배상금을 블리자드에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의 핵 프로그램 배포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3].

Fig. 6. Bad Users Blocked Notice In <Overwatch>

또한, 지속적으로 게임의 업데이트 내용과 함께 공지사항을 통해 

불량 이용자 차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함께 어떤 

이용자들이 총 몇 명 차단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유저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멀티 핵 프로그램, 일명 ‘롤 헬퍼’ 라고 불리는 프로그램과의 

싸움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8월 30일 패치를 통해서 데마시아라고 

불리는 신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운영자인 ‘Riot룬테라’는 이 사실을 커뮤니티에 밝히며 “부정행위 

프로그램과의 전쟁은 계속된다. 이제 운영 싸움으로 돌입했으며, 

라이엇은 추호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4].

하지만, 이러한 게임사의 운영 방식들이 강화 될수록 소수의 무고한 

피해자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게임사들의 핵 대처 방식의 

취약점이다. Anti-Cheat 프로그램의 보안성이 강화 될수록 프로그램

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한 예로 <오버워치>의 경우 유저들이 직접 네이버에 

‘블리자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블진요)’ 라는 이름의 카페를 

생성하여 운영사의 강화된 보안 솔루션으로 인해 핵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이용자가 되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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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고 있다. ‘블진요’에 

가입된 이용자 수는 2017년 4월 10일 현재 총 1,118명 이며 현재 

카페 내에서는 블리자드 코리아에게 오버워치 사용에 관한 무고를 

증명하기 위한 소송 절차가 준비 중에 있으며 언론을 통해 기사화시키

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5].

III. Conclusions

결론으로 각 게임 운영사는 게임 핵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종류 및 가이드를 제공하며 게임 핵 전담반을 운영하여 

부정행위 사용자에 대한 스캐닝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지속적인 

스캐닝을 통해 핵 사용자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핵 판매 및 대리 게임에 관련된 웹사이트 

등을 찾아내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다른 해커들이 손을 댈 수 없게 해야 한다.

현재 여러 게임에서 일반 사용자의 핵 사용자 신고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동기 부여하기 위해 핵 사용자 발견 시 신고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또한, 다른 유저의 

핵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저들에게 보상을 제공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핵 사용자 발견 시 핵의 종류에 다른 신고 방식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여 핵의 종류를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용자는 

관련 동영상 및 스크린샷과 함께 사건에 관한 분석이 원활히 가능하도

록 자세한 진술을 게임 운영 팀에 제출하여 핵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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