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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에 게임 산업 시장이 다소 침체기에 접어든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현재 게임 시장의 특징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시장에

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문제점들을 유발시키는 캐시아이템의 관해 조사하고 분석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 유저들이 

온라인 게임 캐시아이템에 불만을 가지는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유저들이 만족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과금 시스템의 문제점과 앞으로 변화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Online Game, Cash Item, Billing

I. Introduction

2016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4조 규모의 수익을 거두었고 2017년

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대형 IT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1].

Fig. 1. World Game Market Ranking in 2016 [1]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있는 것은 PC로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다.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게임 업체들은 회사의 수익을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로 이용자에게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과금요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려

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대다수의 과금 시스템은 과도한 

과금 유도와 이중 과금, 캐시아이템의 밸런스파괴, 불투명한 확률 

아이템 판매 등 문제 시 되는 과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이 출시되고 과도한 과금 정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들은 

돈을 보고 게임을 만든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졌고 돈을 벌기 위해 

게임내의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캐시아이템을 출시하고 이로 인해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게임성을 망가뜨리면서 이용자들은 더 

이상 밸런스가 파괴 되거나 게임성이 망가진 게임에 흥미를 잃고 

떠나고 국내 게임 업체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캐시아이템의 불만요소와 유저들이 

원하는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하려고 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국내 게임 현재 상황

국내 온라인 게임 매거진 사이트의 국내 온라인 게임순위를 보면 

외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가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2]. 이 두 게임의 과금요소에는 공통점이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는 부분유료화 게임이지만 게임에 능력치나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캐시아이템이 없고, 오버워치는 패키지 구입으로 한 번 사면 

계속해서 플레이 할 수 있으며, 오버워치는 추가적으로 과금을 해서 

좀 더 멋진 외형의 스킨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두 게임에서 나타난 과금요소의 

특징은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캐시 아이템이 없었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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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위 두 게임과는 다르게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대다수는 캐시 아이템이 게임플레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

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3] 이러한 이유로 유저들의 불만을 초래한 게임 내 캐시 아이템의 

부적절한 과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2.2 부적절한 과금 사례

2.2.1 밸런스 파괴 사례

그림 2는 첫 번째 사례로는 던전 앤 파이터에서 이벤트로 출시한 

캐시 아이템을 사례로 제시한다.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 에서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의 강화를 실패 할 경우 파괴된다. 위 아이템은 

그 것을 막아주는 캐시 아이템으로 대표적인 게임 밸런스 파괴 사례로 

인식 되고 있다[4].

그림 2의 캐시 아이템이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 아이템이 구매 

개수에 제한이 없고 이용자 간의 거래가 가능 하도록 판매하면서 

위 캐시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현실에서의 부유층은 캐시 아이템을 

구매해서 돈만 있으면 강해질 수 있게 되었고, 게임 내 부유층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캐시아이템을 사재기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양 

쪽 모두 캐시아이템을 이용해 오버스펙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게임 내에서는 게임 경제 밸런스가 망가지고 게임 난이도 하락으

로 게임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망가졌고 많은 이용자들이 위 캐시 

아이템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아이템을 구매 할 수 없는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많이 구매한 이용자와의 게임 내에서도 빈부격차를 

느끼면서 많은 이용자가 회의감을 느끼고 게임을 떠나게 됐다.

Fig. 2. Cache Items Case of Dungeon & Fighter [4]

2.2.2 과도한 현금결제 유도

그림 3는 두 번째 사례로 2009년 국내 온라인 게임 로한에서 

판매한 현금가 78만원 이라는 고가의 캐시 아이템을 사례로 제시한다

[5]. 위 사례는 도저히 게임 아이템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의 고가의 

가격과 엄청난 능력치를 부여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노골적으로 돈을 

노린 캐시아이템 판매라는 불만을 나타냈다.

Fig. 3. Examples of Cache Item Sale at Lohan [5]

2.2.3 과금 정책의 사행성 논란

그림 4의 세 번째 사례는 2014년 10월 서든어택에서 진행된 이벤트

로 6명이 랜덤 사다리 게임을 진행해 꽝에 걸린 단 한 명이 6명개의 

캐시아이템을 구매하게 된다[6]. 이 이벤트는 사행성 논란과 함께 

타 게임업체와 유저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몇 개의 사례를 통해 본 것과 같이 게임업계는 유저들에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유저들 또한 과금에 지쳐있고 

국산 게임업계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닌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만든다는 인식이 강하게 잡혀있다.

Fig. 4. Cache Items Case of Sudden Attack[6]

2.2.4 국내 온라인게임 캐시아이템 만족도 조사

본 논문에서 현재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국산 온라인 게임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121명 게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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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che Item Survey Results

국내 게임의 과금요소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로 이용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과금요소에 대해 매우 나쁨과 나쁨 비율이 

76%라는 높은 비율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과금요소에 대한 유저들의 인식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2.3 캐시 아이템 개선안

그림 6은 확률형 캐시 아이템 개선안으로 확률형 캐시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캐시 

아이템 확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확률을 전부 다 공개하고 

소수점에 머무르는 확률도 삭제함으로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이용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개선안의 목적이다.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확률을 매우 낮게 설정해 이용자들에게 계속해

서 과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을 속일 수 

없도록 확률을 변경 할 경우 변경 될 확률을 선 공개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Fig. 6. Result of Cache Item Improvement Contents

그림 7은 캐시 아이템 가격 개선안으로 높은 가격의 캐시 아이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캐시 아이템 금액에 상한선을 두었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유통되는 게임 대부분이 연령대가 낮은데 캐시 아이템이나 

패키지 가격을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종종 있으며 모바일에서

는 특히 더 심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5]와 같이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높은 금액의 게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오버스펙 

캐시 아이템이 나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시했다.

Fig. 7. Result of Cache Item Price Improvement  

2.4 개선방안 만족도 조사

2.4.1 확률형 캐시 아이템 개선안 만족도 설문조사

우리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 캐시 아이템에 대한 모든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안 했다.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중 56% 

비율이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 결과로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게임 회사의 자율적인 부분에 의지해 왔던 

확률 공개가 유저들에게 얼마나 신뢰가 없었는지 알 수 있다.

Fig. 8. Cache Item Improvement Satisfaction Result

2.4.2 귀속 캐시 아이템 개선안 만족도 설문조사

온라인 게임의 캐시 아이템들은 크게 거래 가능, 거래 불가, 계정 

귀속, 캐릭터 귀속으로 소유권한이 분류가 되어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하나만 구매해도 되는 같은 아이템을 캐릭터 수에 맞게 사야 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 가능과 거래 불가 두 가지로 나누어 금액에 차등을 

두어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같은 아이템을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배제하고 유저에게 

불필요한 과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으며 그 결과로 매우 

좋음과 좋음 의견이 83%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Fig. 9. Under Cache Item Improvement Satisfac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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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캐시 아이템 가격 개선안 만족도 설문조사

위 사례 중 로한의 경우처럼 캐시 아이템의 가격은 상한선이 정해지

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업체 입장에서 캐시 아이템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가격 

일수록 가격만큼의 높은 성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게임내의 

밸런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이런 밸런스 

파괴 아이템은 돈이 많은 이용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캐시 아이템이

고 구매를 유혹 한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 되었기에 우리는 캐시 아이템의 

가격을 일정 한도 내로 고정해서 오버스펙 아이템이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Fig. 10. Cache Item Price Improvement Satisfaction Result

그 결과 121명 중 42% 비율로 매우 좋음과 좋음 의견에 응답 

했고 이것은 매우 나쁨 나쁨의 응답 결과를 합친 14%를 크게 웃도는 

결과로 개선안에 설문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 했다.

III. Conclusions

현재 국내 게임시장 상황과 부적절한 과금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현 게임업계의 과금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고, 설문조사와 

개선안 제안을 통해 이용자들이 현 과금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적정 수준의 제도가 적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불신을 깨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금 시스템 개선과 적정 수준의 제도를 적용해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이용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산 

온라인 게임이 시장에서 예전처럼 이용자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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