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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게임 산업이 격히 성장함에 따라 경제  이득을 목 으로 한 악성 행 가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게임 내 악성 행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게임  탐지를 한 

모티베이션 기반 ERG 이론을 용한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에 연구된 행  기반 탐지 기

법들이 특정 행 들을 특성치로 선정하여 분석하 다면, 본 논문에서는 모티베이션 이론을 

용하여 행  분석을 수행하 다. 실제 MMORPG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본 결과,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정상 사용자는 실제 세계와 마찬가지로 모티베이션과 련된 ERG 이론이 잘 용되

는 것을 확인하 다. 반면에, 게임 은 정상 사용자와 다르게 특정 목 을 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티베이션 이론을 용하여 탐지할 경우 정상 사용자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 다. 이를 통해 ERG 이론을 용한  탐지 방법을 국내 7 의 규모의 게

임에 용하여  제재 리스트와 교차 분석한 결과, 99.74% 의 정확도로 정상 사용자와 을 

분류할 수 있었다.

ABSTRACT

As the online game industry has been growing rapidly, more and more malicious activities 

to gain economic benefits have been reported as well. Game bot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online game industry. So we proposed a bot detection method based on the 

ERG theory of motivation for the first tim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behavior-based detection by monitoring patterns of the specific actions.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motivation theory to analyze user behaviors on a real game 

dataset. The result shows that normal users in the game followed the ERG theory of 

motivation in the same way as it works in real world. But in the case of game bots, the 

theory could not be applied because the game bot has specific reasons, unlike normal game 

users. We applied the ERG theory to users to distinguish game bot users from normal 

users. We detected the game bot with high accuracy of 99.78% by applying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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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이며, 그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는 56.1%의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재화는 실의 재산상 가치를 지닌 재화로 인정되

고 있어서 경제  이득을 목 으로 [Fig. 1]과 같

이 게임 이나 로그램의 취약  공격 등의 부

정행 가 증가되고 있다[1]. 온라인 게임 부정행  

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게임 은 인공지능 

이를 통해 반복 인 사냥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이다.

[Fig. 1] Total of banned users in Aion(NCsoft)

(2008. 12 ∼ 2012. 04)

불법 행 자들은 게임 을 통해서 정상 이

어보다 빠른 성장부터 재화 획득, 게임  제공, 

여러 의 PC를 이용한 작업장 운  등 많은 경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일부 시각에서는 게임  

사용자도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과도한 게임 

 제재는 회사의 업 이익을 낮출 수 있다고 

단하고  탐지에 소극 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탐지에 한 필요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지만, 장기  측면에서 부정행 의 증가는 

게임의 균형을 괴하고 게임 콘텐츠를 빠르게 소

비하기 때문에 상  박탈감 증가와 게임의 수명

을 단축시킨다. 한 게임 을 운용하기 해 계

정 도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2], 사용자 

정보를 통한 2차 융피해도 발생되고 있다[3]. 부

정행 로 획득한 경제  이득은 돈세탁이나 탈세 

등과 같은 범죄 활동과 연 되고 있다[4].

온라인 게임 회사는 게임 을 탐지하기 해서 

사람에 의한 게임 내 유 들의 행  모니터링, 데

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서버 로그 분석, GameGuard 

등 같은 보안 솔루션 배포를 통해 게임 을 방

하고 탐지를 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 다. 하

지만 모니터링이나 보안 솔루션 등과 같은 방법은 

게임  제작자가 업데이트를 통한 우회를 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과 인력을 소모한다. 한 MMO 

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게임  하나인 ‘아키에이지’ 의 경우 게임 

내 감옥 수감 시스템을 만들어  유 는 일정 시

간 동안 이를 못하게 하는 데, 이와 같은 게임 

내의 기획을 통한 탐지와 제재 방법이 있다. 하지

만 기획을 통한 게임  탐지도 탐지 정보가 유출

되면 쉽게 우회할 수 있다. 기존의 GameGuard, 

Hackshield와 같은 솔루션에 의존한 보안 책은 

사용자의 이용성을 크게 낮추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낮은 탐지 비용과 사용자의 이용성을 높이는 

사용자 행  기반의 탐지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 세계의 모티베이션 기반 

ERG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theory) 이

론을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용하고, 이를 이용한 

게임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기존의 

학문 연구를 검토하고 기존 방법의 문제와 한계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사용자 행  분석을 기반으로 

사용자 모티베이션 이론을 용한 분석 방법론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실제 게임 로그 데이터를 사

용하여 제안한 방법을 평가한다.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설명한다.

2. 련 연구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을 탐지하기 해 보안 

소 트웨어를 이용한 탐지, 게임 기획을 통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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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트래픽 측정을 통한 탐지, 블랙리스트 IP 

주소를 이용한 탐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재 사용되는 방법들은 로그램 충돌, 게

임  업데이트로 인한 우회, 네트워크 부하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5]. 이러한 단 을 극

복하기 해 게임 내 로그를 서버에서 통계 분석,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해 게임 유 의 행 를 분

석하는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행  기반으로 게

임 유 의 행 를 분석한 연구는 크게  행  기

반, 정상 사용자 행  기반으로 나  수 있다.  

사용자의 행  기반 탐지는 정상 사용자가 할 수 

없는 오차 없는 정확한 좌표 클릭, 단순 반복 인 

범  사냥 등 특정 행 들에 집 하 다. Kim 등

[6] 은 이어에 의해 생성된 도우 이벤트 시

스 분석하 고 Gianvecchio 등[7]은 마우스 커

서의 치, 움직임 없음과 같은 사용자의 입력 행

동 분석을 통해 이 하는 행 를 분류하 다. 

Mitterhofer 등[8], Thawonmas 등[9]는 좌표 분

표의 랜덤성을 측정을 통한 분석이나 반복되는 이

동 패턴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할 수 없는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을 탐지하 다. 

정상 사용자의 행  기반 탐지는  사용자와는 

다르게 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정상 사용자만이 

하는 행 를 분석하여 탐지한다[4]. Golle 등[10], 

Yampolskiy[11]은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은 해결하기 어려운 CAPTCHA 기반 방법을 제

안하 다. Kang 등[5]은 티 이(party play)로

그 분석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의 행

와 의 행 를 비교하고 분류하 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동 패턴[8,9,12], 사냥[13] 등

과 같이 사용자들의 하나의 행동을 특성치로 지정

하고 분석하거나 더 나아가  거래, 사회 활동

[14], 티 안의 이[5] 등 티원 등 소셜 네트

워크를 이용한 분석에 집 하 다. 한 가지의 행

가 다른 행 에 미치는 요인, 혹은 행 가 발생하

면서 유발시키는  다른 행  등 한 가지의 행

가 미치는 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 실제 

MMORPG 게임 데이터를 이용한 행  분석을 통

해 MMORPG 게임 내에서도 모티베이션 이론이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하고, 이를  탐지에 

용하는 연구는 없었다.

3. Key terms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해서 설명하 다. 

길드(guild) : 게임 내 사용자  목 을 해 

모인 규모 커뮤니티(community)로서 친구, 티

와는 다르게 체계 인 활동이 가능하다.

벨(level) : MMORPG에서 캐릭터의 등 이나 

강함, 숙련치 등을 나타낸다. 캐릭터, 몬스터와의 

투, 채집 활동 등에서 경험치를 획득하고 특정 값에 

도달하면 벨이 상승한다. 보편 으로 벨이 상승

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치를 배울 수 있다.

퀘스트(quest) : 캐릭터가 NPC (Non Player 

Character)로부터 받은 임무를 나타낸다. 주로 몬

스터를 사냥하거나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

친구 계(friendship) : 게임에서도 실 세계와 

같은 친구 계로 설정하여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

들 수 있으며, 속하 는지 여부와 메시지, 메일

을 보낼 수 있다.

아이템 옵션 부여(items options) : 캐릭터의 무

기에 마법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마법 효과는 

공격 시 일정 확률로 발동된다. 마비, 침묵, 실명, 

속성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아이템 추가 속성(items property) : 동 의 장

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사냥뿐만 아

니라 PvP에서 캐릭터의 강함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이템 외형 변경(items appearance change) : 

아이템의 능력은 그 로 유지하며, 아이템의 모양만

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즉, 아이템의 모양을 마음에 

드는 다른 아이템의 외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캐릭터의 이름 변경(characters renaming) :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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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의 이름은 게임 내에서 사용자를 구분하는 고

유의 값이며 한번 설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데, 게

임사에서 매하는 아이템을 통해 캐릭터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아이템 염색(items dyeing) : 염색 기능은 아이

템을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부 아이템은 염색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결투(duel) : 온라인 게임에서 상 방을 죽이거

나 쓰러트리는 것을 말한다. 1:1 개인 투, 1:N, 

공성 투 등이 존재한다.

4. 모티베이션 이론을 용한 분석 방법론

4.1 ERG 이론

MMORPG 게임의 캐릭터를 인간의 동기와 그

에 따른 행동, 만족감을 총체 으로 유발하는 ‘욕

구’와 연결하 다. 생명을 유지하는 아이템 사용부

터 투를 통한 명성 획득, 길드 가입을 통한 사교

활동 등 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욕구가 표 된다. 여러 심리학자들의 인간

욕구와 련된 이론 에서는 Maslow(1954)의 ‘욕

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이 재까

지도 인간의 욕구와 동기에 한 이론에서 가장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욕구단계이론은 인간욕구가 개념 으로 가장 낮

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Fig. 2]와 같이 5단계

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15].

욕구는 크게 부족해서 생기는 하  욕구(deficie

ncy needs)와 성장을 해 발생되는 상  욕구

(growth needs)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상호의존

이며 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1) 생리  욕구(physiological needs)

욕구단계의 가장 하 에 치하며 기 이고 생

존을 해 필수 인 욕구이다. 비교  상호 독립

이며 육체의 특정 부 와 연 되고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특징이 존재한다. 

[Fig. 2] Maslow’s hierarchy of needs 

(2) 안 의 욕구(safety needs)

물리 인 생존뿐만 아니라 심리 , 감정 인 안

도 포함되는 을 회피하려는 욕구이다. 

(3) 소속과 애정 욕구(love/belonging needs)

동료집단에 속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우정이나 애정을 나 기를 원하는 욕구이다.

(4)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

며, 동시에 자신에 한 스스로의 평가 역시 높기

를 원하는 욕구이다. 

(5) 자아실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자아실 욕구 단계는 자기완성을 향한 갈망이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상 의 단계이다. 자신

의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인식하고 실 하려는 욕

구이다[16].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은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될 수 없으며, 가장 결핍되어 있

는 한 가지 욕구만이 발생된다고 설계하 지만 실

제론 다양한 욕구가 발생되며, 충족된 욕구를 더 

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실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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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erfer(1969)가 문제 해결을 해 Maslow의 5

단계로 구성된 욕구단계이론을 확장한 ERG이론을 

사용하 다.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존욕구

(existence needs), 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 3단계로 정리하 고 기본 

원리는 [Fig. 3]과 같다.

(1) 욕구좌 (needs frustration)

고차원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차원 욕구를 

더 많이 원하게 된다.

(2) 욕구 요성(needs strength)

차원 욕구가 충족될수록 고차원 욕구에 한 

바람이 커진다.

(3) 욕구만족(needs satisfaction)

각 수 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욕구에 

한 바람은 더욱 커진다.

[Fig. 3] Alderfer's ERG theory 

생존욕구는 욕구단계이론의 생리  욕구와 물리

 측면의 안 욕구를 포함한다. 계욕구는 타인

과의 인 계, 가족 등과의 계와 련된 모든 

욕구를 포 하여 욕구단계이론에서 안 욕구와 사

회  욕구 그리고 존경욕구의 일부를 포함한다. 성

장욕구는 개인의 생산 이고 창의 인 공헌에 의해

서 충족되는 욕구로 욕구단계이론에서 자아실  욕

구와 존경욕구를 포함한다. 욕구를 단계 인 계층

 개념이 아닌 욕구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분류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용

자들이 서로 다른 욕구 계층을 가질 수 있고, 게임

의 목 이나 종류에 따라 다른 욕구패턴을 보일 

수 있다[17].

4.2 ERG 이론을 이용한 행  분류

[Fig. 4]의 MMORPG에서 캐릭터 행 의 각 항

목을 ERG이론에 연결하 는데 이와 련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연구자가 각 단계를 나 는 기

을 정의하고 분류하 다. 게임 내의 데이터는 실제 

인간의 행동이 다르며 활동의 다양성 때문에 하나

의 항목이 여러 욕구와 응될 수 있다. 따라서 해

석 가능한 모든 욕구와 연결할 경우 분석이 불가

능해지므로 가장 표할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연결하 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motivation and ERG Needs 

MMORPG에서 캐릭터의 벨은 항목 간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상  욕구로 분류한 항목들 역

시 벨에 비례하여 욕구를 표 하게 된다. 따라서 

물질 이며 가장 기본 인 욕구에 속하는 벨

(characters level), 캐릭터의 벨 변경(characters 

change level)과 게임 상에서 필수 인 상  아이

템 구매(buy things at stores), 퀘스트 시작(quest 

start), 퀘스트 완료(quest finish), 퀘스트 보상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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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umber of counts for each level (sampling period : 30 days)

득(quest reward)을 1단계 존재욕구로 연결하 다. 

게임 내에서도 실 세계의 계욕구와 흡사한 

사회 계를 유지하는 길드, 친구와 련된 항목인 

길드 가입(guild join), 길드 탈퇴(guild leave), 길

드 (guild invitation), 친구 차단 설정  해제

(friend register and remove), 친구 등록  삭제

(friend block and remove)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

당 항목들을 계욕구로 연결하 다. 

성장 욕구는 개인의 창조와 성장과 련된 모든 

욕구이므로 캐릭터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하기 한 

아이템 옵션 부여(items options), 아이템 강화

(items strengthening), 아이템 추가 속성(items 

property addition and remove), 캐릭터의 이름 

변경(characters renaming)과 일부 존경욕구 항목

인 길드 창설(guild creation), 길드 이름 변경

(guild Renaming), 아이템 외형 변경(items appea

rance change), 아이템 염색(items dyeing), 결투 

신청(duel challenge), 결투 수락(duel accept)항목

들을 성장욕구와 연결하 다.

ERG이론을 용하여 욕구단계를 만들고 정상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욕구단계 차이를 분석하

여 을 탐지에 사용하 다.

5. 실험  평가

본 실험에서는 31개의 서버를 운 하고 있고 약 

240,000명의 동시 속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7

 규모 MMORPG의 실제 로그를 사용하 다. 

 사용자를 탐지하기 해 게임 액션 로그를 

분석하 다. 게임 액션 로그를 ERG이론에 해당하

는 항목별로 분류하고  사용자와 정상 사용자 

간의 차이  이용하여  사용자를 탐지하 다. 

게임 액션 로그는 움직임, 사냥, 티 등 기본

인 게임 행 부터 비행, 주사  등 특정 게임에 특

화된 액션 로그도 존재한다. ERG이론을 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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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류 가능한 15개의 항목을 [Fig.4]와 같이 

선택하여 사용하 다.

게임 내 캐릭터는 [Fig.5]와 같이 욕구들이나 게

임의 기본 물리  환경이 벨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벨을 존재 욕구로 선택하 다.

3개월 간 생성된 약 962,000,000개의 로그 에서 

성장 욕구, 계욕구로 분류한 항목들을 존재욕구에 

해당하는 벨과 상 계를 비교하 는데, [Fig. 5]

와 같이 벨이 충족되는 사용자가 더 많이 성장 

욕구, 계욕구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용하 다.

[Fig. 6] Number of the account for each type

차원 계욕구와 고차원 성장욕구의 계를 

확인하기 해 30일 단 로 분류하 다. [Fig. 6]과 

같이 1-90일 사이의 로그  30-60일 간의 로그에

서 계욕구(길드 가입, 탈퇴, , 친구 등록, 삭

제, 차단, 해제)가 나타난 12,931개의 계정을 이용

하 다.

[Fig. 7]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relatedness 

61-90일 사이에 성장욕구(컴퓨터 이름 변경, 아

이템 추가 속성 부여, 아이템 강화 성공, 실패, 아

이템 옵션 부여, 제거)가 나타난 12,370개의 계정

과 앞서 추출한 12,931개의 계정을 [Fig. 7]과 같

이 비교하 다.

[Fig. 7]에서처럼 30-60일 간 계욕구가 있는 

12,931개의 계정 에서 8,683개의 계정이 (약 

70.19%) 성장욕구도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의 게임에 장되는 로그 항목이 220

여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항목을 다른 

단계의 욕구로 확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계의 연결성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ype # of player

Bot 23

User 8.660

Total 8,683

Accuracy 99.74%

[Table 1] Number of the players extracted from 

growth and relatedness

계욕구와 성장욕구가 일어나는 계정 8,683개에 

하여 실제  제재 리스트와 교차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99.74%로 정상 사용자와  사

용자를 구분하여 검출할 수 있었다.

Type Accuracy

Party Log (7 day) 95.92% [5] 

Collection Log (1 day) 54.18% [5]

Chatting Log(9 day) 67.56% [5] 

Trade Log(30 day) 38.97% [5]

[Table 2] Accuracy of the previous works

기존의 연구  동일한 게임 로그에 높은 정확

도를 보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탐지 방

법과 비교하 다[5].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탐지 방법은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해 

티 이를 이용하여 차트, 통계학  분석하

다. rule-base와 임계값을 설정하고 제재 계정 목

록을 비교했을 때, [Table 2]와 같이 최  95.92%

의 탐지 정확도를 보 다[5]. 

모티베이션 이론을 사용한  탐지 시 단일 행

동으로 분석하 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티

이 로그보다 정확도가 4.07%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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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티베이션 기반의 ERG이론을 

이용하여 정상 사용자와  사용자를 구분하여  

탐지에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정상 사용자

와  사용자 간의 모티베이션 분석을 통한 결과

를  탐지에 사용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단순히 rule-base으로 더욱 많은 항목을 둔다면 

과 합 문제가 발생되며, 일반화를 해 특정 게임

에 특화되어 있는 항목도 제외하여 욕구 항목을 

선택  분류하 다. 제시한 ERG이론을 30일 간

의 로그에 용시켰을 때, 정상 사용자의 약 

70.19% (8,683명)가 이론에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존재욕구와 계욕구 그리고 성장욕구를 

따르는 8,683명의 사용자   사용자 비율은 약 

0.23%로 매우 낮게 나왔으며, 실제  사용자 제

재 리스트에 용시킨 결과  사용자이지만 ERG

이론을 따르는 경우는 약 0.011%로 매우 낮게 나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 회사에서는 많은 

을 탐지하는 것보다 확실한 을 탐지하는 것이 

훨씬 더 요하기 때문에 제안한 ERG이론을 통해 

기존의 다양한  탐지 시스템에서 탐지한 리스트

에서 정상을 으로 탐지하는 비율(false positive)

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정상 

사용자이면서 을 사용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다면 정확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티베이션 이론을 

용하고 욕구항목을 분류하고 실험 결과를 포함할 

정이다.  사용자는 정상 사용자와 다른 독특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모티베이션 이론을 용시켰

을 경우 다른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생 

요인과 동기요인으로 구분하는 F. Herzberg의 2요

인 이론[18]과 같은 다른 모티베이션 이론들도 

용하여 정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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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베이션 이론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내 부정행  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