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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 게임 시장에서도 점차 멀티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 선정성이 높은 해외 성인 게임이 출시를 하고 

있는 중이며 국내 게임 사용자들도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심사기관의 제재로 인해 

성인 게임을 플레이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의견과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게임 심사과정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게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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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게임 시장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출시를 하고 있으며 

출시를 하기 위해서 게임 등급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게임 등급 판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출시하는 

게임들 중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보다 수위가 높은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주로 멀티 플랫폼 기반의 해외 성인 게임이며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거나 안 해본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야겜’으로 

불리며 스팀에서 심사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성인 게임에 대해 심사방법과 유통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 게임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조사하여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성인게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해외 성인 게임의 정의 

해외 성인 게임 중 수위가 높은 게임들은 기존의 게임물 등급 

선정에 있는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윤리의 기준을 벗어난 게임을 

일컫는 말이다.

2-2. 국내외 성인게임 출시 현황

2021년 국내외 성인 게임의 출시 현황은 그림1과 같다[1]. 사이트 

기준은 커뮤니티 또는 유저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일본의 모사이트와 

‘스팀’을 기준으로 잡았다. 출시 수는 10배가 차이가 나지만 누구나 

사용 가능한 스팀에서는 약 20%가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모사이트의 경우에도 수가 적지만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내외 성인 게임 출시 현황 (DLC포함)

사이트 총 개수 한국어 지원 한국어 미지원

스팀 2,256 443 2,230

모사이트 22,805 119 22,575

Fig. 1. Number of adult games released at home and abroad in 2021

2-3. 성인게임 심사과정

현재 성인 게임의 심사 특징은 국내의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급 

심사기구에서 심사를 받지 않고 판매 사이트 또는 판매 플랫폼에서 

게임 판매 등록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스팀과 모사이트의 자체적

인 심사 절차는 그림2, 3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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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dult Game Screening Process of Steam

Fig. 3. Adult Game Screening Process of Site

게임 심사 프로세스에서 스팀은 게임 발매 시 판매 정보에 개발자, 

배급사 나눠져 있으나 일본 모사이트의 경우 개발자, 배급사를 제작 

서클이라 부른다. 스팀은 회사. 은행 정보, 첫 타이틀 등 게임 심사를 

받기 전에 작성을 하지만 일본 모사이트는 제작 서클을 만들 때 

은행, 회사, 정보를 입력하며 게임 심사 과정에서는 게임 판매 정보와 

컴플라이언스 폴리시라는 은폐(모자이크) 매뉴얼대로 진행했는지에 

대해 확인과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게임이 발매된다.

2-4. 사용자 인식 설문조사 및 분석

해외 성인 게임에 대한 사용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2021.4.14.~18 동안 진행하였으며 총 49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

자 49명중 20대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명, 40대와 10대가 

각 1명이었다.

① 해외 성인 게임을 플레이 경험 유무

“한 번이라도 해외 성인 게임 플레이를 해보셨나요?” 라는 설문조사 

결과 총 4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47명이 플레이를 해봤다고 응답했다. 

이용 경로는 주로 친구, 커뮤니티 사이트 공유, 우회를 통한 해외 

사이트 방문 또는 구매를 진행했다고 응답했다. 플레이를 안해봤다고 

응답한 2명은 구매나 다운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하였다.

② 국내에 해외 성인 게임 출시 찬반 여부

국내에 해외 성인 게임을 출시해도 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해외 성인 게임 출시 찬성을 하는 비율이 96%였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는 “성인이 성인 게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냐” 와 “이미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출시에 반대하

는 4%의 경우 “법” 때문에 출시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③ 해외 성인 게임을 출시할 때 국내 게임물등급분류 실시 여부

해외 성인 게임을 출시할 때 국내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질문에는 찬성 90%, 반대 10%가 나왔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 게임 들어오면 당연히 한국 게임 법률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와 “성 지식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받게 된다”, “소비자 보호”, 

“국가별 기준이 다르다”라고 답하였다.

반대의 경우 “성인이므로 이미 성 지식에 대해 다 알아서”, “등급 

분류가 전문적이지 못하고 명확하고 일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④ 해외 성인 게임 출시 시 선호 판매 플랫폼

해외 성인 게임을 국내에 출시할 때 선호하는 플랫폼에 대한 질문에

는 쉽게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는 ”스팀“이 70%였으며 두 번째는 

일본의 모사이트와 같이 구매가 가능한 자체 사이트가 16%를 차지했다. 

이외에 다른 의견으로 “성인 인증”이 타 사이트의 성인 계정 만드는 

방법보다 좀 더 명확하도록 개선해서 진행해야 하는 의견도 있었다.

Fig. 4. Preferred Adult Game Distribution Platform

2-5. 해외 성인 게임 심사 방안

이미 국내 유저들은 해외 성인 게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플레이해본 유저들은 해당 게임의 다운 방법, 구매 방법까지 

알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성인 게임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모든 성인 

게임을 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무차별적으로 

모든 해외 성인 게임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유저들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해외 성인 게임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게임물 등급 

세부 분류 기준 중 하나인 “선정성”에 대해 기준을 세분화하여 추가하

거나 별도의 심사과정을 만들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임들은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Conclusions

사용자들은 해외 성인 게임의 정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며 

국내 게임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다른 

해외 게임들과 같이 등급 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에 관련된 게임이기 때문에 출시 이후 국내 시장, 문화, 정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사회적 윤리, 성 지식이 발생하는 

게임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반 게임 

등급 심사 과정을 통해서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등급 분류 

기준에 있는 선정성에 대해 조금 더 세분화를 진행하거나 따로 등급 

분류 심사과정을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용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사용자

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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