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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에서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외관을 심의의 중요요소로 고려하는 입장

과 게임물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입장간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난해 3년간에 걸친 ‘황금포커성’ 
게임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게임물을 심의 할 때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측면만 고려 할 것인지, 게임물의 시스

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게임물 확인에 대한 사항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

물의 등급분류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등급분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game graphics which considers key elements and game 
systems which do them i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adult arcade games during reviews.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Golden Porker Castle' last year for 3 years presents the basis whether considers the game graphics or the 
game system during the review for the game. It implies to identify the gambling game device for the adult arcade game. 
This research try to find the direction for the scientific, systematic rating classification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in it.

키워드 : 비경품, 아케이드게임, 사행성,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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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이후 이전 등급분류기

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 유사한 게임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심의에 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 중 

대표적인 논쟁으로서 2013년 5월 23일 청소년이용불

가의 아케이드 게임인 ‘황금포커성’에 대해 대법원에

서는 “해당 게임물은 사행성유기기구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것이다. 주요기준은 사행

성 게임물 확인과 유사한 등급분류 게임물이 있는 경

우 저촉이 되는 심의 일관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개발사의 승소는 카지노와 

사행성유기기구를 모사한 성인용 게임물에서 주로 발

견되었다. 그에 반해 경마를 모사한 ‘위너스(개발사 : 
BS Enterprise)’, ‘알지디멀티(개발사 : ㈜에프투시스

템)’ 게임물의 경우 원고인 개발사가 대부분 패소하였

다. 이는 동일한 사행성의 기준이 게임장르에 따라 승

소와 패소가 공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등급분

류의 중요한 심의 기준이 될 것이며 게임물 심의의 일

관성을 보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의 경우 콘텐츠 중심성, 맥락성, 보편성, 국제적, 일
관성 측면에서 게임물 심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요소를 고려할 것인지 게임물의 

시스템적인 요소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간의 차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1].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신뢰도

와 타당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과학적 입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황금포커성 게임물

2.1.1. 게임진행

본 게임물은 5카드 드로(Draw) 방식의 포커게임으

로서 투입금액이나 획득한 점수를 이용하여 베팅을 진

행한다. 최초 시작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덱(Deck)에서 

5장의 카드가 순차적으로 분배된다. 이때 컴퓨터가 제

시하는 홀드(Hold)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홀

드버튼을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카드에 홀드 한 후

에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상표(施賞表)에 해당하

는 카드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 배팅에 대한 배당을 게

임점수로 획득하게 되는 성인용 비경품1) 아케이드 게

임물이다(그림 1 참조)[2]. 

    

<메인화면>                <당첨화면>

그림 1. ‘황금포커성’ 아케이드 게임물

Fig. 1 ‘Golden Poker Castle’ Arcade Game

2.1.2. 게임의 표시창

본 게임은 주화투입구에 500원을 투입하면 CREDIT 
창에 500점이 표시되는 형식의 1:1 등가성이 있는 게

임물이다. 본 게임은 CREDIT  창 이외에 베팅을 최소 

100점, 최고 200점 단위로 2 단계 베팅을 하는 BET 창, 
1회 당첨된 점수를 표시해주는 WIN 창, 당첨된 점수

가 적립되는 BANK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BANK창

의 점수부터 먼저 소진하고 난 뒤에 CREDIT 창의 점

수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그림 1 참조)[2]. 

2.1.3. 게임의 특징

본 게임물은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1인용 게임물로

서 최소 1회 게임시간은 4초 이상이며 1 시간당 1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게임물은 회당 최대 300,000

1)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 : 오로지 게임의 결과로 누적된 게임점수만을 획득할 뿐 어떠한 경품도 제공하지 않는 아케이드 게임물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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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누적 점수는 최대 999,999,999
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고 

확률을 근거로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

행되는 게임이다[2]. 

2.1.4. 게임의 시상표

그림 2. ‘황금포커성’ 시상표

Fig. 2 Prize Table of ‘Golden Poker Castle’

본 게임에서 제시하는 시상표는 그림 2와 같다. 1회 

게임을 기준으로 같은 무늬의 10,J,Q,K,A의 카드가 나

올 경우 ‘Royal Flush’가 되며 100점으로 배팅될 경우 

10,000점, 200점으로 배팅할 경우 20,000점을 획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조커를 포함해서 같은 숫자 카드 5장
이 제시되면 ‘5 OF KUND’가 되어 배팅 100점 기준으

로 8,000점을 얻게 된다. 무늬가 같고, 연속된 숫자카드 

5장을 구성하면 ‘STRAIGHT FLUSH’가 되고 배팅 100
점 기준으로 6,000점 획득, 다른 무늬의 A 카드 4장으로 

구성되면 ‘4 ACES’가 되고 최저배팅(100점)으로 4,000
점 획득, 5개의 카드 중 가운데 중간에 A 카드가 포함되

면 ‘4 OF A KIND WITH CENTER’가 되고 최저배팅으

로 4,000점 획득, 같은 숫자 카드 4장을 구성하면 ‘4 OF 
KIND’가 되고 최저배팅으로 2,000점 획득, 같은 숫자

카드 3장과 또 다른 같은 숫자 카드 2장이면 ‘FULL 
HOUSE’이고 최저 배팅으로 1,000점 획득, 같은 무늬 

카드 5장이면 ‘FLUSH’가 되고 최소배팅으로 800점 획

득, 서로 다른 무늬의 연속된 숫자 카드 5장을 구성하면 

‘STRAIGHT’가 되며 최소배팅으로 500점 획득, 같은 

숫자카드 3장을 구성하면 ‘3 OF KIND’ 가 되고 300점 

획득, 같은 숫자카드 2장과 또 다른 같은 숫자카드 2장
이되면‘ TWO PAIR’가 되며 최소베팅으로 100점을 획

득하게 된다[2].
 

2.1.5. 요정 이벤트

덱에서 제시된 5장의 카드 가운데 요정카드가 제시

되면 해당 요정이 배경화면에 표현된 성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연출된다. 이후 5장의 카드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시켜준다. 이는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새로운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2]. 

  

<좌: 이벤트시작>            <우: 이벤트종료>

그림 3. 요정이벤트

Fig. 3 Nymph Event

그림 3은 요정이벤트를 보여 주고 있다. 좌측 그림에

서 5장 카드의 맨 우측 끝에 위치한 요정이 맨 우측 카

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해 주고 있다. 우측 그림은 다른 

무늬  A카드가 4장이 되어(조커카드 2장 포함) ‘4 
ACES’가 된다. 이때 각 조커는 X3, X5 배수로 배당되

며 BET창의 100점 배팅을 기준으로 4ACES 4,000점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두 개 조커카드의 X3, X5를 합한 8배수와 

4000점을 계산하여 WIN 표시창에 32,000(8X4000)점
을 획득하게 된다. 화면 중간에 빨간색 23,357 숫자는 

32,000로 변환하는 중에 캡쳐가 되어 나타난 숫자이다

[2]. 

2.1.6. 조커 이벤트

조커이벤트는 조커카드의 배수를 이용하여 높은 배

당에 당첨되도록 함으로서 이용자에게 흥미를 유발시

키는 이벤트이다. 본 게임의 최대 당첨점수는 조커이벤

트에서 300,000점까지 당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무늬의 10,J,Q,K,A의 카드가 나와서 ‘Royal Flush’가 될 

때 200점으로 배팅 할 경우 20,000점을 획득하게 된다. 
이때 5장의 카드중에 3장의 조커카드가 X3, X5, X7의 

배당이 될 때 3배+5배+7배=15배가 되고 이 숫자에 

20,000점을 곱하면 300,000점이 당첨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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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X7배당>             <우 : X5배당>

그림 4. 조커 이벤트

Fig. 4 Joker Event

그림 4는 조커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다. 좌측 그림은 

7배수의 조커카드로서 조커카드를 포함하여 같은 숫자

카드 3장과 또 다른 같은 숫자 카드 2장이 되어 ‘Full 
House’가 된다. 또한 100점으로 배팅하여 1,000점이 된

다. 여기에 7배수의 조커카드에 의해서 7,000점이 된다. 
우측 그림도 마찬가지로 5배수의 조커카드에 의하여 

5,000점이 된다.
그래서 조커카드는 최고 X3, X5, X7의 배당을 갖고 

있으며 X3 X5 X7, X5 X7, X3 X7, X3 X5, X3, X5, X7
의 7가지 조합으로 발생한다[2].     

2.2. ‘황금포커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이력

㈜다조인에서 개발한 ‘황금포커성’은  2010년 12월 

6일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구)게임위’)에 등급분

류를 신청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이다. 3개
월에 걸친 등급분류 심의를 거쳐 2011년 2월 25일에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등급분류결정이 되었다

(CC-NA-110225-002). ㈜다조인은 2011년 3월 16일 

‘(구)게임위’에게 내용수정을 신고하였다. 신고내용은 

(1) 운영정보포시장치 관련 버그 수정, (2) BANK창의 

배팅점수에서 100으로 고정된 것을 100, 200, 300으로 

사용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배팅하도록 수정, (3) 시상표 

점수체계 변경, (4) 게임화면상 딜러 이미지 삭제, (5) 
게임화면 하단 포커판 이미지 재구성, (6) 당첨시 이펙

트 효과 재구성이었다. 이에 2011년3월25일 ‘(구)게임

위’는 게임의 내용에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 변경으로 

판단하여 ‘등급재분류’ 통보를 하였다. 
이후 ㈜다조인은 2011년 5월 4일 ‘(구)게임위’에게 

등급재분류를 신청하였고 ‘(구)게임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이미지 및 게임 족보로 수정하고 게임에

서 제시된 이벤트가 예시를 모사하기 때문에 수정을 요

구하며 BANK 정산 부분을 삭제 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내용수정을 실시하였으

나 등급재분류로 등급이 유지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구)게임위’는 2011년 10월 7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고 반려를 결정하였다. 반려를 한 이유는 (1) 일반적인 

카드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지 않은 것, (2) 요정 이벤

트 1, 2는 예시를 모사, (3) 조커 카드 이벤트는 3장의 조

커 카드(X3, X5, X7)의 조합의 의해 배당률이 달라지는 

형태이므로 릴 게임 모사에 해당한다.  
이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동일하게 사행성유기기

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2013년 5월23일에 

있었다[3-5]. 

2.3. 게임시스템적인 측면(원고, ㈜다조인)

본 ‘황금포커성’ 게임물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인 

판단은 다음에 제시된 6가지 이유로 ‘사행성 유기기구’
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 번째, 본 게임물은 비경품게임이다. 이는 재산상

에 이익을 제공 할 정도로 고배당의 환전 가능한 경품

을 제공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게임장에서 게임

업주가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거래함으로써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전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게임물 자체를 등급 

분류할 시점에서 환전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예단 하

듯 등급분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후관

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등급분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둘째, 본 게임은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1인용 게임물

이고 1회 게임 최소 시간은 4초 이상이며 시간당 10,000
원을 넘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과 기술이 반영

된 게임이기 때문에 오로지 운에만 의존하는 자동실행

이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위원회에서 지적한 카드의 통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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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 사용하는 카드의 이미지는 서양식 카드와 마찬

가지의 4가지 문양과 숫자와 알파벳을 사용한 것으로 

쉽게 인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게임물에 제시된 카

드의 중앙에는 기존 서양식 카드의 이미지와 다른 형태

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숫자에는 보석, 2숫자에는 

도토리 등 모든 카드에 다른 이미지가 그려져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다른 카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창작적인 의도가 더 중요하며 기존에 이미 이와 유

사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진행되어 심의의 일관

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본 게임물의 시상표 12가지 중에서 (1) ‘5 of 

A Kind’, (2) ‘A of A Kind  with Center A’는 새롭게 게

임의 규칙을 응용하고 고안한 것이며 전체적인 포커 게

임의 규칙을 어겼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위

원회가 이전에 등급분류한 ‘크로우포커’, ‘카지노 세븐’ 
등의 게임물에서 독창적인 포커 카드의 규칙이 있었으

므로 이 또한 심의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본 게임물의 요정 이벤트에 예시기능이 

있다고 함은 문제가 있다. 예시는 당첨이 되기 전에 특

정 배경이나 이미지를 보여 줌으로서 게임진행을 연장

시키고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인데 반하여 본 게임물은 

당해 게임에서만 당첨가능성이 높아질 뿐 다음 게임부

터는 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예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본 게임물의 조커이벤트의 경우 배당이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커카드 순서의 조합으로 나타난 배수가 X3, 
X5, X7일 때, 3X5X7로 계산해서 105가 아니라 3+5+7
로 계산해서 15 정도이므로 고배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재산상의 큰 이익을 줄 정도의 배당으로 보기 어

렵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심의를 검토할 때 이 부분까

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위원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다[5].

2.4. 게임그래픽적인 측면(피고, ‘(구)게임위’)

‘(구)게임위’의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 5
가지 이유로 ‘황금포커성’은 ‘사행성 유기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째, 본 게임물은 일반적인 5카드 드로(DRAW) 방

식의 포커게임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측의 일반적인 카드이미지와 규칙을 따르고 있지 않는

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외관

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게임시스템적으로 차이가 없

다는 결론이다. 
두 번째, 본 게임의 시상표 가운데, (1) ‘5 of A Kind’, 

(2) ‘A of A Kind  with Center A’이 일반적인 포커게임

의 규칙을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4 
of A Kind’의 포커카드 규칙을 응용한 것이고, 이와 유

사한 게임물(갱스터포커, 엑스트라 드로 포커, 디스커

버리, 파이브 매직 등)에 대한 등급분류가 이미 이루어

진 것을 볼 때 이는 포커 규칙의 응용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
세 번째, 요정 이벤트의 경우 예시를 모사했다는 주

장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당첨이 될 가능

성을 높여 주기는 하지만 당첨이 되고 난 뒤에 발생하

는 이벤트이지 예시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 준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천일야화, 카지노 7, 
노세노세, 로얄 세분 등 다수의 등급 분류된 게임물에

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본 게임물은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이벤트 발생빈도와 이에 따른 당첨가능성과 배당률이 

현저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게임진행에서 해

당 이벤트와 고배당의 빈도도 심의의 대상으로 봐야 한

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본 게임물의 외부 장치를 통해 자동 진행

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더욱이 점수보관증을 교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게임물 자체에서는 자동으로 

버튼이 눌리는 장치나 경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 다른 포커게임물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므로 

본 게임물을 사행성 유기기구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6].

Ⅲ. 결  론

본 게임물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은 게임물 심의를 할 

때 예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행성이 우려되는 것만을 

가지고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일관성있게 등급분류를 

하라는 것이다. 이는 처음 등급분류할 때 신중하게 등

급분류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게임 개발자의 창의성

이나 게임 규칙의 일부분 응용과 같은 부분까지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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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제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게임의 전체

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해당 심의 요소에 대한 빈도까지 

고려하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게임의 본질, 시스템적

인 종합적인 시각에서 등급분류를 할 것을 권유 하고 

있다. 등급분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등급거부

와 반려의 사유를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세히 

언급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고 거부나 반려를 받은 게

임 개발자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업체가 제공한 게임

설명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 검토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심의 물량 때문에 다른 회의와 과제 

때문에 위원회 본연의 심의 게임물 검토를 등한시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수박 겉 핥기 식의 관행은 이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에 집중하는 

업무 형태가 요구된다는 것을 본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현재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사행심이 우

려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법

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로 단정 짖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성인용 게임물이 합법적인 제

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행행위 모

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있는 조항이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이후 게임법)에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선결되어야 할 점은 게임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행성의 객관적인 기준과 사행성확인에 대

한 측정 가능한 과학적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행성이 우려되는 조항이 ‘게임법’에 신설된다하더라

도 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높고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노력과 변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가 이루어지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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