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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풍의 중국 모에화 게임들이 최근 수년 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소녀
전선 등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2018년 벽람항로로 이어졌다. 함선 의인화 게임인 벽람항로 등은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일러스트가 특징이며 소녀 전선 등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성은 등급 재분류 제
재를 받기도 했다. 벽람항로는 상당수의 청소년 남성 사용자층을 갖고 있어 여성 캐릭터의 과도한 선정
성은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벽람항로 게임에 나타난 300여 종의 여성 캐릭터 스킨을 분석
하여 여기에 나타난 섹시즘이 단순히 특정 부위의 노출 뿐 아니라 캐릭터의 소속 국가별로 의상이 정
형화 되어 있음을 밝힌다. 즉, 중국과 일본은 기모노나 치파오 같은 전통 의상이 중심이고 영국은 제복
과 메이드복의 비중이 상당하고, 독일은 제복을 주로 착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국가 여성의 성적 오브젝
트화와 고정관념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이런 기본 스킨이 수영복으로 유료 전환되면 상당한 노출이 이
루어져 선정성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19금 게임이라 해도 이런 과도한 섹시즘은 여성에 대한 부정
적 성 대상화 우려가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Japanese style Chinese Moe-tic Ship personification games have enjoyed success in 
Korean game market - starting from 'Girl's Frontier' in 2017 to recent 'Azur Lane' in 2018. Their 'all 
female' characters have overly sexual appearance thus young male adults/adolescents are main consumers 
of the genr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ll 300+ character skins of the game 'Azur Lane' on how 
much their character illustrates have sexual exposure of the female body for the sexism and how their 
standard attire have different patterns with respect to the affiliated nationalities.  We report that the sexual 
exposure is highly related to the payable skins including swim suits and there exists some sexual 
stereotype in characters' attire. Japanese and Chinese characters emphasize their traditional Chipao and 
Kimono. Japanese also wore school uniforms. German characters wore uniforms the most and many 
British characters wore maiden uniform. Although this game is classified as adult game, its overly 
sexualized female characters are harmful for young adults to cause sexual objectification of females.  

키워드 

벽람항로(Azur Lane), 모에화 게임(Moe Game), 노출도(Exposure), 섹시즘(Sexism), 고정관념(Stere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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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부터 한국 모바일 시장에서 소녀전선, 강
철소녀 등을 비롯한 중국산 의인화 함선 게임들이 
흥행에 성공해 왔다. 연구에 의하면 일본식 모에화 
게임인 이 장르는 국내 경쟁자가 전무하고 선정적 
의인화 여성 일러스트가 20대 이하의 남성 사용자
들에게 어필한 것이 주 성공 요인이었다[1]. 소녀 
전선의 경우 원래 12세 이용 가였으나 불법적 코
드 해제를 통해 여성 캐릭터의 의상을 없애는 문
제로 인해 등급 재분류를 통해 청소년 사용 불가 
등급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에화 의인 게임은 
2018년 벽람항로(Azur Lane)의 흥행으로 이어진다. 

벽람항로는 시작부터 18세 이용 가, 즉 청소년 사
용 불가 등급이지만 일본풍인 모에화 게임 장르의 특
성상 등장하는 모든 의인화 캐릭터가 여성이라는 점
에서 여성 캐릭터의 섹시즘 또는 성 도구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게임에서의 여성 캐릭터의 노출 및 의
상에 관한 섹시즘 연구는 지난 10년 간 상당한 양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 캐릭터에 비해 풍만한 가
슴과 볼륨감을 강조하거나 부분적 누드 노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의상 등이 특히 청소년용 및 성인
용 게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빈번하게 나타나
고[2] 실제 여성의 평균치 모습보다 게임 내 여성 캐
릭터가 신체 비율이 과장되게 디자인되어 있음이 픽
셀 실측에 의해서도 나타났으며[3]  의상 뿐 아니라 
여성 캐릭터의 빈번한 섹시한 자세 표현 등이 문제라
는 보고가 있다[4]. 이는 논란 속에 배급 중지된 최근
의 한국 게임 서든 어택2에서도 마찬가지였다[5]. 이
러한 게임 내 등장 캐릭터, 특히 여성 캐릭터에 대한 
성차별적 왜곡은 적대적 섹시즘을 청소년 남성에게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한다[6,7].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기획, 중국 개발인 함선 의
인화(모에) 게임인 벽람항로의 여성 의인화 캐릭터
들의 일러스트에 있어서의 신체 노출 정도를 조사
하고 캐릭터의 기본 의상이 그 게임의 배경이 된 
2차대전 참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조사하여 선정적 일
러스트를 중심으로 한 이 게임의 우려할 만한 섹
시즘 정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벽람항로 캐릭터 선정성 분석

소녀전선, 벽람항로 등을 망라하는 의인화 함선 
게임의 모태는 2013년에 웹 브라우저 게임으로 일
본에서 발매된 ‘함대 컬렉션’ 게임이다. 이들 게임
에서는 전쟁에 사용되었던 병기들을 모에화하여 
소녀 캐릭터로 설정하고 있다. 모에(萌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나타나는 1980년대 오타
쿠 서브 컬쳐의 일종으로 캐릭터에 지나칠 정도의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모에화된 함선 게임이란 

함선을 미소녀 캐릭터로 의인화하며 그 이미지를 
모에 요소로 표현하는데 함선의 크기에 따라 어린
아이부터 원숙한 성인 여성으로 표현하곤 한다[8]. 
원전인 함대 컬렉션 게임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소녀전선이나 벽람항로는 비슷한 배경이지
만  적의 설정을 달리해 거부감을 덜하게 했다. 

벽람항로는 플레이어가 지휘관이 되어 여러 종
류의 함선을 자신의 함대로 구축한 뒤 설정된 세
력권의 일원이 되어 전투를 벌이는 게임이다. 함선
은 앞 열에 배치되는 구축함, 경순양함, 중순양함, 
잠수함, 뒷 열에 배치되는 순양전함, 전함, 경항공
모함, 항공모함, 모니터함, 공작함 등이 있다. 각 
함대는 2차대전 때의, 연합군에 해당하는 아주르 
레인 세력의 이글 유니온(미국), 로열 에니비(영국), 
동황(중국), 노스 유니온(러시아), 자유 아이리스(프
랑스) 등과 적색 연합의 사쿠라 엠파이어(일본), 메
털 블러드(독일), 비시아 성좌(프랑스 비시 괴뢰정
부)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이 모두 세이렌이라는 세
력에 맞서 싸우는 설정이다. 다만 캐릭터의 수에서 
프랑스, 비시, 러시아 등은 그 숫자가 미미하여 이 
논문의 국가별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벽람항로에는 함종별로 여러 개의 캐릭터가 존
재하며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능력치와 스킬을 
갖고 있어 플레이어는 함대를 구성하면서 여러 개
의 캐릭터를 수집해 놓게 된다. 이 때 캐릭터는 기
본 스킨도 있지만 유료로 보다 노출도가 높은 스
킨을 살 수 있다. 그림 1에 동일 캐릭터의 기본 스
킨과 노출도가 높은 스킨을 비교해 본다.

(a) 기본 스킨              (b) 유료 스킨

그림 1. 캐릭터 일러스트리아스의 경우

그림 2. 캐릭터 노출도 조사표의 예

233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우리는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약 223개의 서
로 다른 캐릭터의 각종 스킨 316개를 대상으로 캐
릭터의 함종별 노출도를 조사하였으며 또 이들 캐
릭터의 소속 국가연합을 기준으로 복장의 패턴별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조사했다. 노출도의 조사는 
각 스킨에서 캐릭터의 어느 부위가 노출되었는지
를 조사한 것인데 그림 2에 그 예가 있다.

[표 1] 노출도 조사표(전열)

표 1에 이번 조사 결과 중 앞 열(前列) 배치 전
함의 경우를 나타냈다. 한국 서버 기준에서 유두의 
노출 등은 거의 없지만 가슴골 혹은 배의 노출은 
함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노출도
는 노출 부위의 빈도 뿐 아니라 노출의 정도
(degree)가 선정성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표 1로 
그 선정도의 심각성을 다 나타낼 수는 없다. 그림 
3에 좀 노출이 심한 경우를 제시한다.

  

[그림 3] 심한 노출 케이스 - 프린스오브웨일스

이번에는 캐릭터 별로 기본 스킨의 의상 패턴을 
소속 국가(연합) 별로 나누어 보았다. 전투라는 설
정에서 보자면 제복이 일반적이어야 하지만 게임
의 성격상 교복, 메이드복 등 성적 취향과 관련 있
어 보이는 의상 패턴이 발견된다. 그 결과가 표 2
에 있다.

[표 2] 국가별 의상 패턴

표 2에서 개인 복장은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은 평상복을 말한다. 특징적인 결과로 우리는 독
일은 제복, 영국은 메이드복, 일본은 교복, 그리고
전통 의상의 비중이 동양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했다. 

III. 결  론

미국 심리학회(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의 태스크 포스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
르면 여성에 대한 성 대상화(sexualization)는 이성
을 대함에 있어 인성을 무시하고 타인을 성적 매
력도나 성적 행위에 중심을 두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9].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사회적 
인간관계 조성에 있어 청소년기에 잘못된 성 인식
이나 고정관념을 부여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곤 
한다[10]. 최근의 벽람항로 같은 모에화 함선 의인
화 게임은 전투 형식이나 전략은 오히려 단순한 
편이나 선정적인 캐릭터 일러스트로 흥행에 성공
하고 있는데 본 논문이 지적하는바 이러한 선정성
은 청년 혹은 청소년층에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성 대상화의 우려가 있어 등급 분류에 있어서도 
더 세심해야 하고 청소년 불가 게임이라도 그 부
정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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