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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프리 서버란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아니며 개인이 게임을 변조

하여 배포하고 불법 운영하는 서버를 뜻한다. 게임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만큼 정상적인 게임 운영

을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기존 게임의 서버를 개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 논문은 그러

한 사례 중 K사의 서비스 종료 게임인 ‘그랜드체이스’의 프리서버 현황과 게임사의 대처 상황을 조사하고 

플레이 경험이 있는 유저들을 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프리서버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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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게임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외 게임 시장 성장률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 백서에 따르면, 2019

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5조 5,750억 원이며, 2019년 PC 게임 

부문의 매출액은 4조 8,058억 원으로, PC 게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감소하여 전체 게임 산업에서의 점유율은 30.9%였다[1].

게임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만큼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기존 게임의 서버를 개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 논문은 그러한 피해 사례 중 K사의 서비스 종료 게임인 ‘그랜드체

이스’의 프리 서버 현황과 게임사의 대처 상황을 조사하고 K사 게임의 

플레이 경험이 있는 유저들을 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프리 

서버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사가 프리 

서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프리 서버의 정의

게임의 프리 서버(Free Server)는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공식

으로 제공하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아니며, 개인이 클라이언트를 변조

하여 배포하고 불법 운영하는 서버를 뜻한다[2]. 프리 서버는 사설 

서버, 해적 서버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본 논문에서는 유저들에게 

가장 자주 불리는 ‘프리 서버’로 표기한다.

누군가가 프리 서버를 운영하게 되면 공식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임사는 금전적인 피해와 저작권 침해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저 개인이 별도로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 외에도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의 프리 서버가 다수 존재하며 

다양한 게임들의 프리 서버를 직접 배포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기도 

한다[3].

2.2 프리 서버로 인한 피해와 대처 현황

2.2.1. 프리 서버의 현황

그랜드체이스의 프리 서버에는 아레나, 웨이, 유니버스 서버 등이 

있으며, 한국 유저가 주를 이루는 서버도 있지만, 특히 브라질 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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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하는 해외 프리 서버도 존재한다. 해외 프리 서버는 법적 

대응을 하려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등의 사유로 조치가 힘든 

경우가 있으며, 아직까지도 서버가 유지되고 있다.

아레나 서버는 그랜드체이스 한국 유저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접근성이 제일 쉽고 한국 유저의 수가 많은 상태로 13만 

개 이상의 계정이 생성되어 있다. 아레나 서버는 2017년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베타 테스트를 진행 후, 2017년 8월 19일 오픈하였으며 

기존 게임의 최종 컨텐츠가 구현되어 있는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4].

2018년 10월 8일 한국과 브라질 서버를 통합한다는 공지를 올렸으

나 서버 간 유저 계정 수와 아이템 밸런스 차이가 심하여 취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레나 서버는 10월 18일 오리진 서버로 이름을 변경하였

다. 해외 프리 서버의 개발자들은 기존의 오래된 엔진과 클라이언트에 

한계를 느껴 직접 3D 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통한 신규 클라이언트와 게임으로 DB 마이그레이션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저작권법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 서버의 이름을 체이서 

온라인, 체이서 월드로 변경한 상태다.

키워드 프리 서버 게시물 수 현황

프리 서버 22400

아레나 서버 33700

오리진 서버 16100

체이서 온라인 9820

웨이 서버 10900

Table 1. Status of Free Server Posts with these Keywords

2.2.2. 프리 서버의 후원

프리 서버엔 후원 시스템이 존재한다. 아레나 서버만이 아니라 

타 게임의 여러 프리 서버들 역시 후원 기능이 있다. 프리 서버의 

GM에게 페이팔 이메일을 통해 후원을 하고, GM은 후원 받은 돈으로 

서버를 유지하거나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다. 

기존 게임에는 VP라고 하는 게임 내 유료 재화가 존재했고 이 

VP 시스템은 유저들이 캐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였다. 

아레나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고, 게임을 

일정 시간 접속하거나 이벤트를 통한 지급으로 유저들이 캐시 아이템

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프리 서버의 계정을 처음 

생성하면 VP와 캐시 장비를 무료로 지원하여 유저들이 매우 쉽게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게 했는데, 프리 서버의 운영자들은 

기존 게임에 없던 '다이아'라는 재화를 개발하여 후원 전용 신규 

아이템을 판매했다. 다이아로 획득할 수 있는 코디와 펫의 전투 성능을 

압도적으로 만들어 후원 유도를 하였고, 다이아 펫이 없으면 게임 

플레이가 힘들어지는 컨텐츠가 생겨나 기존 게임에 추억을 느껴서 

유입되었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플레이할 수 없어 옛 게임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유저들이

나 게임을 계속 하려는 수요가 있기에 후원을 통해 프리 서버가 

계속 유지되는데,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이라 할지라도 IP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확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후원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후원자는 알 길이 없고, 결제에 

대한 불투명성 문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2.2.3. 프리 서버의 저작권 침해 실태

프리 서버는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에 해당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아레나 서버는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는 탓에 기존 게임의 로고 이미지를 편집하여 게임 내에 적용하

고, K사의 게임인 엘소드의 레이드 컨텐츠인 '홍염의 요람'과 각종 

캐릭터 아바타 및 펫과 탈것, '그랜드체이스 for kakao'의 몬스터와 

아바타 등을 이용해 신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지속했다. K사의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게임이나 일본 애니메이

션의 캐릭터 의상까지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고 프리 서버에만 있는 신규 캐릭터도 존재한다. 아레나서버에

는 기존 게임에 공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신규 캐릭터인 ‘페리톤’ 

캐릭터를 플레이 할 수 있다. 해외 프리 서버의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캐릭터 일러스트와 모델링, 스킬을 제작하였고, 아레나 서버에도 

도입되어 성우가 캐릭터의 목소리 더빙 녹음을 하고 실제 게임에 

패치까지 되었다.

2.2.4. 게임사의 대처

프리 서버의 상황을 보고 게임사도 대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K사는 2020년 12월 28일 오후 9시 기준으로 한국 서버를 제외한 

해외의 모든 프리 서버를 다운시킨 사례가 있다. 페이스북과 및 홈페이

지 도메인 폐쇄 요청 등의 시도를 했고, 그 외 지속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에 업로드 된 프리 서버 게시물, 영상 게재 중지, 저작권 위반 

신고를 실행했다. 그러나 해외의 프리 서버들은 DB서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닫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 조치한 프리 서버들이 12월 

29일에 모두 복구되었고 정상 운영을 하였다.

2010년 디스이즈게임 기사에 따르면, 브라질은 러시아와 더불어 

가장 많은 프리 서버가 운영되고 있다. K사는 클라이언트 유출을 

막기 위해 규모가 큰 프리 서버의 리스트를 정리한 후 폐쇄시키는 

노력을 하고, 서버 관리자 접근 권한을 게임사 직원들로 한정했다. 

보안을 강화하고 프리 서버를 스스로 처리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5].

2.3. 사용자 인식 조사

프리 서버에 대한 유저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

를 채택했으며,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2주 동안 K사 

게임의 소비자 유저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분석했다.

① 프리 서버 이용 경험 유무

응답자의 수는 총 85명이었으며, 그 중 62%인 53명은 프리 서버의 

플레이 경험이 있고, 32명은 경험하지 않았다. 플레이 경험이 있는 

유저 중 48명(90.6%)은 서비스 종료한 기존 PC판의 추억 때문에 

플레이를 했으며, 27명(50.9%)이 프리 서버의 현재 상황이 기존 

게임에서 느꼈던 추억과는 많이 멀어져 있어 플레이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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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e Server Play Experience

Fig. 2. Why did you quit the free server?

이러한 결과는 유저들의 대부분이 게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자신의 추억이 훼손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② 프리 서버 후원 시스템 이용 경험 유무

응답자 85명 중에 후원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59명, 모르는 사람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후원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명이었다.

Fig. 3. Reason for Sponsoring Free Servers

후원 경험자 중 5명은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 5명은 빠른 성장을 

통해 더 강해지기 위해서, 1명은 게임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여 

후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일정 금액 이상 후원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코디, 펫, VIP 칭호 등으로 자신의 캐릭터가 

순식간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서버 유지를 위해서 후원을 

하기보다는, 후원 시 프리 서버 내 게임 혜택이 목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회성으로 1만원 

혹은 5만원까지만 후원한 사람이 있는 반면 30만원, 40만원(5회), 

50만원 등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후원 경험자 

중 특히 1명은 플레이 기간도 1년 이상으로 길었으며, 프리 서버에 

약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앞에서 언급한 빠른 성장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③ 프리 서버 후원 시스템에 대한 인식

Fig. 4. Recognition of free server sponsorship  

응답자 중 39명이 후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 5명이 긍정적, 2명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 응답의 경우 추억 때문에 이용하

기 시작했으나 운영자들의 후원 유도와 이미 추억과는 멀어진 게임의 

느낌을 받았고, 게임 내 오류가 고쳐지지 않고 운영자의 태도가 무례하

고 불친절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긍정적

으로 느낀 유저의 경우, 후원을 통한 서버 유지로 추억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유지 보수 및 관리 측면의 자발적 후원은 긍정적이

라고 답했다.

④ 게임사의 대응에 대한 인식

Fig. 5. Awareness of the game company's response 

응답자 중 65명이 게임사가 프리 서버를 방치한다고 느끼고, 20명이 

게임사가 대응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 

프리 서버 운영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고 잡아내는 투자 대비 효과 미흡으로 인해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인력 문제와 현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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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 중인 게임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대처가 늦어진다

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다.

2.4. 프리 서버에 대한 대처 방안 제시

프리 서버 운영은 저작권 침해와 게임사의 매출 피해가 일어나는 

불법 행위다[6]. 기본적으로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프리 서버의 

규모가 크고 이에 대해 마땅히 신고할 기관이 없으므로 게임사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신규 개발, 서비스 중인 게임 등의 사유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사가 프리 서버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

록 공동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법 프리 서버에 관한 저작권법 제정이 필요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매체 등의 프리 서버 게시물 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 추가로 별도의 공동대응기구를 통해서 기존 게임을 리뉴얼 

후 서비스를 재개하여 프리 서버 대응을 진행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다.

III. Conclusions

프리 서버란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정상적

인 서비스가 아니며, 개인이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배포하고 불법 

운영하는 서버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랜드체이스 프리 서버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피해 사례인 후원 문제와 저작권 침해 실태, 그리고 게임사는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는지 조사하였다. 동시에 유저들이 

프리 서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을 진행했는데, 유저들은 

게임사가 프리 서버를 방치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전 게임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프리 서버는 불법이므로 강력히 제재해야 하나, 대부분 해외에서 

유지되고 있어 신고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게임사가 이와 같은 프리 

서버로 인한 게임 서비스 문제를 겪지 않도록 관련 대응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 및 신규 

개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게임사가 프리 서버 문제에 

관심을 가져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유저들이 알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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