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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온라인 게임 시장에는 현금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저들의 현금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꾸기도 어려우며 유료아이템은 게임의 콘텐츠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유료아이템을 늘리는 것으로 

인해 유저들에게 불만을 이르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저들이 이용하는 현금거래와 유료아이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현금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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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게임 내 현금 거래란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나 재화를 

가지고 다른 유저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게임 이용자

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금 거래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현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유저들이 원하는 아이템이나 재화를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 하지만 유료 아이템을 늘리게 되면 

게임의 콘텐츠 소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 게임을 장기간으로 즐기는 

유저들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유료 아이템으로 인해 불만이 생기게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유료 아이템과 재화의 구매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분석하고 현금거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현금거래와 유료아이템에 대한 인식 조사

2020년 상반기에 현금 거래에 대한 유저의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3월에 유료아이템에 대한 유저의 인식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평소 게임을 즐겨 하는 유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현금거래는 103명, 유료 아이템은 115명이 

응답하였다.

① 현금거래에 대한 인식

현금거래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 103명의 응답자 중 36.9%의 사람들

은 현금거래를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나, 63.1%의 사람들이 긍정적이

라는 응답이 나왔었다. 부정적으로 대답한 유저들의 22.3%가 합법적

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한 

유저들의 29.1%가 게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 또는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② 게임 내 유료 아이템에 대한 인식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의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3.6%가 

게임 내의 유료 아이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나, 30.4%의 유저들

은 게임 내의 유료 아이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Fig. 1. Positive reasons for Pai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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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의 유료 아이템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중 36%가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22%가 

편리함을 위해, 14%가 게임을 빠르게 즐기고 싶어서, 10%가 게임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Fig. 2. Negative reasons for Paid items

게임 내의 유료 아이템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중 31%가 

과금에 의존하게 되어서, 23%가 게임의 현질이 가챠와 가까워져서, 

24%가 현금이 아까워서, 10%가 현질이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2.2 유료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가챠는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

템이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현질을 해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유저들은 게임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이에 게임사에서는 가챠 시스템을 이용한 횟수가 특정 기준 이상이 

되면 원하는 아이템 하나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현재 이런 가챠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이 많으며, 원하는 아이템을 

뽑기 위해 돈을 쓰는 유저들이 있다. 가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돈을 

사용해서 원하는 아이템을 빠르게 얻지 못해 유저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가챠의 랜덤성 때문에 아이템 확률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어떤 게임에서는 가챠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제시되어 확률을 공개한 후 유저들이 원하는 아이템 옵션의 

확률이 0%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된 사례도 발생했다[2].

2.3 현금 거래애 대한 게임사의 대처 사례

게임사들은 해결되지 않는 현금거래에 의해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SOE(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에버퀘스트2와 

넥슨 재팬(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다른 게임사의 방안과 다른 

점이 있다.

미국 SOE는 2005년도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에버퀘스트2’의 현금

거래 사이트인 ‘스테이션 익스체인지’를 만들겠다고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스테이션 익스체인지’는 기존에 있던 불법 현금거래 사이

트들과 같이 ‘에버퀘스트2’의 아이템, 캐릭터, 계정 등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단, 현금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유저들을 

위해 현금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버와 그렇지 않은 서버를 나누어 

현금거래로 인한 플레이어의 격차를 제한하도록 구성하였다[3].

일본 법인으로 되어있는 넥슨재팬에서도 2006년도 ‘메이플스토리’

에서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인 ‘MTS(메이플 트레이드 스페이

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MTS는 게임 내의 아이템을 ‘NEXON포인

트’라는 넥슨의 유료 재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4].

현금거래의 합법화에 게임사들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두 게임회사에서 현금거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현금거래

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SOE와 넥슨재팬에서는 현금거래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를 받는 유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현금거래를 중개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현금거래를 도입한 것이다.

2.4 분석과 개선 방안

게임 내 유료 아이템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유저들도 충분히 

존재하며, 게임의 지속성을 위해 유료 아이템과 재화를 게임사에서 

제공해주는 방안은 현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하기엔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금거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거래를 완전히 없애 버린다.’가 아닌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분명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 SOE의 

에버퀘스트2와 넥슨재팬의 메이플스토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두 

게임은 현금거래를 공식화하면서 현금거래를 자유롭게 풀어준 것 

뿐만 아니라 통제도 하고 있다. 넥슨재팬의 경우 현금 거래로 얻게 

된 재화는 현금이 아닌 넥슨의 재화를 얻게 되는 것으로 아이템을 

팔아 얻은 재화의 사용 용도를 통제하였으며 에버퀘스트2이 경우 

현금거래 가능 서버와 그렇지 않은 서버를 나누어 유저간의 격차를 

제어하게 되었다. ‘현금거래’ 자체에 대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조금이라도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두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III. Conclusions

게임에서 현질 요소를 늘린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유저도 있을 

수 있으나, 게임의 재미를 현금으로 넘겨버리는 것으로 느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게임사에서는 유저들의 게임을 지속해서 

즐기길 바라기 때문에 재화나 유료 아이템을 유저들이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료 요소를 늘림으로써 현금 거래를 막는 것에 

대해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고 유료 아이템 요소에 대한 유저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을 통해 유저들이 어느 부분에서 유료아이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유료 아이템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과 게임사에서 재화와 유료 아이템을 유저들이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은 게임의 재미를 방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유료 아이템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현금거래를 막는다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막는다는 방향을 

제어한다는 방향으로 바꿔 현금거래를 일부 합법화를 하는 대신 

현금거래에 사용되는 재화나 현금거래를 이용하는 서버를 분리하게 

된다면 기존에 현금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유저와 이용하는 유저 

양쪽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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