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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일부 게임들은 게임을 홍보하는 전략으

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지나치게 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게임 캐릭터들을 홍보에 사용하는 빈도 수도 증가하

였다. 특히 여성 캐릭터의 경우 여자 어린이를 모델로 한 캐릭터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등 현재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성 캐릭터의 소비가 실제 남성 유저들의 성적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장하고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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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내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수많은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전략은 유저들에게 게임을 어필하

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전략이 꼭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온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성적으로 강조한 게임 캐릭터들을 

게임 홍보에 사용하는 빈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캐릭터의 경우 여자 어린이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등, 

지나친 선정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눈문에서는 이러한 

여성 캐릭터의 소비가 실제 남성 유저들의 성적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Related Researches

2.1 성적 대상화 및 성적 인식과 태도

성적 대상화는 인간의 성을 성적인 대상물로 바라보거나 직접적으

로 성적인 강요를 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전략 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 상품화와 유사한 개념이다[1][2]. 

현재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고착되어 있기에 남성이 성적 주체가 

되고 여성은 객체가 되는, 즉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성 상품화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2].

성적 인식과 태도는 인간의 성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의미한다.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성적 콘텐츠를 많이 접할수록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성범죄나 성적으로 과도하게 묘사되는 변태 행위를 일반적인 

성 표현으로 이해하는 등 성에 대해 쉽게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3)가 

존재하며 이는 게임의 지나친 선정성 또 한 남성 유저들의 성적 

인식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3]. 

2.2 게임 내에서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사례

그림 1의 주간조선 기사를 보면 ‘레비아’ 라는 캐릭터는 13살 

소녀로, 13살이라는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등 성적인 부위가 

강조된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당시 캐릭터의 홍보 문구 

또한 ‘레비아는 당신만을 위한 도구가 되겠어요’, ‘레비아 길들이기’, 

‘복종할게요’ 등의 자극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있었으나 해당 문구 및 일러스트에 관한 수정은 전혀 없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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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edophilia controversy of the PC Game

그림 2는 한경닷컴에 올라온 기사로 12세 이용가 게임인 소녀 

전선에서 ‘666 코드’ 를 이용해 노출이 심한 일러스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알려지자 12세 이용가이던 소녀전

선이 직권재분류 심의를 받고 다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사태이다. 소녀전선은 이 사태 때, 해당 콘텐츠를 수정해 다시 ‘12세 

이용가’ 를 유지하였으나 다시 11월 패치에서 예고 없이 해당 콘텐츠를 

되살렸다. 해당 일러스트 수정 이후 청화대에 ‘일러스트’ 검열에 

대한 청원이 쇄도하는 등 유저들의 불만이 거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 

Fig. 2. The controversy over the ban on Teenage Girls

이 외에도 일러스트의 선정성 관련 논란 등 게임 내에서 지나치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서 소비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사와 유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극적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III. Survey and Results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와 커뮤니티를 분석해 게임 속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심각성을 조사하였다. 

3.1 설문조사

논란이 된 게임의 일러스트를 포함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한 설문 

조사를 총 1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그 중 유효한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①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느낌

Fig. 3. The feeling of sexual objectification of female character

여성 캐릭터의 경우 해당 일러스트를 보고 성적으로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71명이었으며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견이 

1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② 남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느낌

Fig. 4. The feeling of sexual objectification of male character

반면 남성 캐릭터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답을 한 사람이 38명으로 

1위였으며 여성 캐릭터와는 달리 불쾌감이 들지 않았다는 의견도 

18명으로 우세했다.

③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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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Question about sexual objectification of female character

100명의 응답자 중 게임 속 여성 캐릭터의 지나친 성적 대상화에 

의문을 품었다는 사람은 81명으로 대다수였다.

④ 남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의문

Fig. 6. Question about sexual objectification of male character

그러나 남성 캐릭터의 경우는 일러스트를 보고 나서도 성적 대상화

에 의문이나 문제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4%로 

우세했다. 

⑤ 게임 내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의 주 원인

Fig. 7. Causes of Sexual objectification of character

또한 게임에서 지나치게 캐릭터를 성적 대상화 하여 표현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47명이 사회 자체의 문제를 꼽았으며 제작사의 

문제라고 보는 이들이 26명, 소비자의 문제라고 보는 이들이 21명이 

비등비등했다. 기타로는 사회와 제작사, 소비자 등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다. 

이를 통해 남성 캐릭터에 비해 여성 캐릭터가 지나치게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소비되고 있으며 유저들 또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또 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커뮤니티 조사

남성이 주체가 되고 여성이 객체가 되는 남성향 중심의 게임을 

주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성적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남성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논란이 된 게임(클로저스, 소녀전

선)을 중심으로 여성 캐릭터에 대한 혐오나 혹은 실제 여성에 관한 

혐오가 담긴 게시물 총 176개 조사하였다. 

Fig. 8. Character hatred and Actual female hatred

여성 캐릭터에 대한 혐오 발언이 포함된 게시물 중, 게임 캐릭터에 

관련하여서만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그치는 경우가 104건이었으며 

이것이 실제 여성에 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72건이었다.

실제 여성 혐오로 이어지는 게시물에는 성희롱 발언과 여성의 

관한 성적 비하, 실제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게임 속 지나친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는 실제 그것을 

주로 소비하는 남성 유저 층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Female hate post on the Gallery of Teenage Girls Game[6] 

그러나 게시판 내의 글의 대부분은 유저들끼리 서로 게임 내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이기에 실제로 여성 캐릭터 및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는 게시물은 얼마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게임을 소비하는 유저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진 태도로 임한다면 게임 속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가 실제 남성 유저의 성적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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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분석

게임 속 여성 캐릭터의 지나친 성적 대상화가 실제 그것을 주로 

소비하는 남성 유저층의 성적 인식과 태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으나 아직은 소수의 유저에 해당한다. 그러니 유저와 제작사 

둘 다 비판적인 사고와 경각심을 가진 채 게임 속 창작물과 콘텐츠를 

오로지 창작물과 콘텐츠로서 바라보며 소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각에 관한 변화가 필요하다

IV. Conclusions

국내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다양한 게임이 수도없이 

출시 되고 있다. 이에 일부 게임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내세워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여성 캐릭터의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

기도 한다. 설문조사와 커뮤니티 조사를 통해 현재 게임 내 여성 

캐릭터의 지나친 성적 대상화에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커뮤니티 

조사를 통해서 이를 주로 소비하는 남성 유저들의 성적 인식과 태도에

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 유저들은 커뮤니티의 순기능을 이용해 게임

에 관한 질문을 주고 받는 등 온건하게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 그렇기에 유저 모두가 게임 내 콘텐츠를 소비하는 

태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임하는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게임 사 측에서는 지나치게 성, 폭력 등 사회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게임을 

수용하는 유저들이 게임을 게임으로서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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