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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컴퓨터로만 즐기던 게임이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고성능화 앱 스토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유,

통 플랫폼 보편화 네트워크 통신 기술로 인, 4G LTE

해 최근 몇 년 동안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속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의 추정치는 스.[1]

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억 달러약206 ( 24

조 억 원 비디오 게임 시장이 억 달러약7200 ), 251 (

조 억 원30 1200 ), PC

게임 시장은 억 달러 약 조 억 원로 관337 ( 40 4400 )

측된다 플랫폼을 보면 전년대비 모바일이 비디. 21%,

오 게임이 게임이 성장률을 보였다2% PC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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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 발전으로 게임은 내부에서 즐기는 정적인 콘텐츠에서 외부에서 즐기는 동적인 콘텐츠로 확장되었AR/VR

다 대표적인 게임인 는 출시 즉시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닌텐도사의 주가를 상승시켰다 게. AR 'Pokemon Go' 120% .

임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사람도 있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게임의 형태로 인하여 무단 침입 교통사고,

와 같은 새로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건수만 해도 약 만 여건이나 된다 본 논문에서는11 4000 .

년 게임 동향을 파악하고 피해 및 긍정사례들을 분석하며 게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비즈니2016 AR , AR

스 모델을 제안한다.

주요어 : 게임 비즈니스 모델 증강현실AR , Pokemon Go, ,

Abstract Development of AR/VR has expanded computer games from indoor static contents to outdoor dynamic

contents. The syndrome of 'Pokemon Go' which is a representative AR game was born, and Nintendo’s stock

price shot up a massive 120%. Although some people gained profits, new damages are emerging including

illegal intrusion or road accidents because it is a type of game to visit real locations. There are reported about

114 thousand road accidents related to the gam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s of AR game in 2016

and analyze damages and positive cases to suggest a method for preventing accidents due to the AR game, and

a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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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는 년 억 위2015 541

안 약 조으로 년 억 위안 조( 9.6 ) 2016 640 (11.3 ), 2017

년 억 위안약 조 년 억 위안690 ( 12.2 ), 2018 700 (12.4

조 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

다 이는 중국의 전체 게임 시장 규모인 억 위안. 1500

약 조의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 26.5 ) 50% .[3] 1

은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이관즈쿠가 발표한 중국의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를 분류별로 조사한 자료이다.

년도별 인터넷게임시장 규모예측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하게 모바일게임 시장의 독보적인 증가치가 확연

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 비추어 볼 때.

세계적으로 모바일게임에 대한 동등한 증가치를 예측

해 볼 수 있다.

그림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1.

Fig 1. China Mobile Game Market Size Forecast

모바일 게임은 단순한 퍼즐 게임부터 복잡한 RPG

게임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년에는, 2016

과 의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증강현실. ( ,增强現實

이란 실세계에 차원 가상 물체Augmented Reality) 3

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현실세계의 영상을 부가.

정보로 갖는 가상세계와 합쳐 실시간으로 하나의 영

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 이(Mixed Reality, MR)

라고도 한다 현실 환경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

형 가상현실 시스템 으로(Hybrid VR System) 1990

년대 후반부터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

진행되고 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체가 허상이냐 실상이냐에 따

라 명확히 구분된다 컴퓨터 게임으로 예를 들면 가. ,

상현실 격투 게임은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 가‘ ’

가상의 공간 에서 가상의 적 과 대결하지만 증‘ ’ ‘ ’ ,

강현실 격투 게임은 현실의 나 가 현실의 공간‘ ’ ‘ ’

에서 가상의 적과 대결을 벌이는 형태가 된다 때문에.

증강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현실감이 뛰어나다는 특

징이 있다 현재 일반적인 게임은 스마트폰의.[4] AR

카메라 기능을 통해 현실의 장소 비추면 화면에 가상

이미지가 나타나는 형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AR

동향과 피해사례 긍정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익 창출, ,

에 근거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연구한다.

게임 동향과 분석II. AR

게임 동향2.1 AR

초기의 게임들은 카메라 추적 기술부족과 낮AR AR

은 그래픽 성능으로 마커 위에 단순한3D (marker)

영상을 정합하는 카드 게임이 대부분이었다 이러3D .

한 카드 게임들이 년 출시된 드레이커즈처럼 화2014

려한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테이블 아이스하키처럼 역동적인 게임이 개발되AR

었다.

게임은 현실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 기AR ,

반 게임 콘텐츠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도 있다 포켓몬스터 도감 프로 인그레스 등을 사. 3D ,

례로 들 수 있다 포켓몬 게임의 경우 게임 플레이. Go

어가 게임에 등록된 위치로 직접 이동하여 게임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다만 위치이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

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

과 대처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기기의 착용의 불편함은 게임 서비스에서 큰HMD

장애요소일 수 있다 최근 기술 중 사람들의 관심. AR

을 받는 것은 홀로렌즈를 이용한 마인크래프트이다.

미국 에서 열린 게임쇼 에서LA ‘E3 2015’

는 홀로렌즈 기기를 착‘Microsoft’ (hololens) AR

용하여 즐기는 마인크래프트 데모 시‘ (Minecraft)’

연을 하였다 홀로렌즈 은 단일 와. AR CPU GPU,

이 탑재되어Holographic Processing Unit(HPU) 3D

홀로그램 광학 프로젝터와 연동하여 증강현실을 디스

플레이한다 카메라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스마트 기. ,

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홀로렌즈 기기를 착용,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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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실세계에 가상의 이미지가 합성된 영상을 볼

수 있다 표 은 가지의 게임들을 분석한 표.[5] 1 6 AR

로 각각의 게임에 대하여 특징과 형식들의 차별성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였다.

표 게임 분석1. AR

Table1. AR Game Analysis

게임의 피해사례2.2 AR

일본 닌텐도사와 이 공동 개발한Niantic

는 년 월 일을 기준으로‘Pokemon Go’ 2016 07 16

개국에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과 가 적용된35 . AR GPS

게임이며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특정 장소,

에 도착하였을 경우 가상의 캐릭터 포켓몬 가 등장하( )

고 해당 캐릭터를 포획하고 게임내의 재화를 습득하,

는 방식이다 가상의 캐릭터가 나타나거나 방문 했을.

시 플레이어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는 특정장소 포켓(

스탑 나 가상의 캐릭터를 포획하는 위치가 가정집이)

나 백악관 위험한 지형지물이 있는 곳인 경우에 소음,

발생 무단 침입 사고와 사용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

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게임을, AR

하는 사람들을 미행하거나 포켓스탑으로 지정된 인적

이 드문 장소에 무장 강도가 잠복하여 방문한 사용자

들에게 권총을 사용해 위협해 약탈하는 범죄사고와

운전자가 게임에 집중하여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AR

했다 포켓스탑 및 포획장소의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가상의 캐릭터를 잡기위해 사용자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다 사망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였다 미국의.

샌디에이고 대학 존 에이어 박사 연구진은 Pokemon

게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분석을 통Go SNS

해 약 만 여건 가량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를11 4000

발표하며 앞으로 개발될 게임의 위험과 이를 대처AR

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6]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Pokemon

를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발생 문제와 예방책을Go’

수집하여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을 배포했다(AR) .

그림 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포한 게임 안전2 AR

수칙이다.

그림 게임물관리위원회 증강현실게임 안전수칙2.

Fig 2. Game Management Board Augmented

Reality Game Safety Rules

게임의 긍정적 사례2.3 AR

게임 사용자들을 은둔형 게이머로 만드는 이전의

게임과 달리 사용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임에AR

게임명 비고

드레이커즈

(Drakerz)

컴퓨터 웹캠을 이용한 게임- AR .

게임 플레이어가 직접 손으로 카드-

게임을 하지만 카드를 컴퓨터 웹캠으,

로 비추면 그 카드의 정보에 따라 증

강된 이미지로 이루어진 배틀 장면이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형식.

포켓몬스터

도감 3D

(Pokedex

3D Pro)

마커 기반 기술이 적용- (maker) AR

된 싱글플레이 포켓몬스터 게임AR .

포켓몬 도감의 마커를 인식하여- ,

해당하는 몬스터의 모습과 상세 정보

제공.

인그레스

(Ingress)

와 등을 이용한- GPS Google Map

지리적 위치 기반의 게임AR .

현실공간을 게임환경으로 하여 게-

임 플레이어들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자신의 위치에 존재하는 정보를 이용

하여 서로의 영역을 쟁탈하는 방식.

포켓몬 GO

(Pokemon

Go)

와 등을 이용한- GPS Google Map

지리적 위치 기반의 게임AR .

인그레스 게임 방식을 기- (Ingress)

반으로 개발한 게임으로 특정 장소에

나타난 몬스터를 포획하고 수집하는

방식.

마인크래프트

(MineCraft)

홀로렌즈 기기를 이용한 게임- AR AR .

미국 에서 열린 게임쇼- LA ‘E3

에서 공개되었으며 스마트 기2015’

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홀로렌즈

기기를 착용하면 가상의 이미지가AR

현실세계에 합성되어 나타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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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들도 있다 사용.

자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로 움직여

야하고 특정 지역을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

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 결과 게임을 즐기. SNS ,

다가 이상을 걷게 되었다는 글이 증가하였다10km .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는 사회불안 장애와 우울증

같은 정식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외

출하여 야외 활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

며 호주 뉴캐슬의 한 장애아 학교 교감은 게임을 통,

해 대화를 힘들어 하던 학생들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

화를 나누는 등의 긍정적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며 AR

게임은 일반적인 게임과 달리 사용자에게 신체적 정·

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포켓스탑이나 포획 장소가 가게로 설정된 경우에는

방문객이 증가하여 매출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인 이

익을 발생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맵의 권역. GPS

문제로 유일하게 가 서비스되고 있는 속Pokemon Go

초 지역이 룰 관광산업으로 이끌어내어Pokemon Go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난 발.

생지역이나 지역사회의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다Pokemon Go .

그림 는 속초시가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3

관광지도이다Pokemon Go .

그림 속초 관광지도3. Pokemon Go

Fig 3. Sokcho Pokemon Go Tourist Map

게임의 피해 예방 방법 및 비즈니스III. AR

모델 연구

게임의 피해 예방방법 제안3.1 AR

교통사고와 지형지물 사고 방지 경고 문구3.1.1

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이 도로이거나 위GPS

험한 지형일 경우 상단에 경고 문구를 출력한다 빨간.

색 바탕의 노란색 글씨 을 출력하고 깜‘Warning’

빡거리게 하여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 또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의 걷는 속도를 분석하여 평AR

균치를 산출해내어 해당 속도 이상으로 이동하는 경

우 게임을 즐길 수 없으며 속도를 줄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주기적인 주의 환기 문구와 알림 소리3.1.2

사용자가 게임을 켜고 일정 시간 분 이 지(10~30 )

났을 때 주의를 확인하세요 문구를 출력하고 확인.’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메시지가 종료되

게 한다 가상의 캐릭터가 나타났거나 게임을 즐기기.

위해 화면을 확인해야 하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알림 소리나 진동이 발생하게 하여 사용자가 화면

을 계속 보지 않더라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사

고를 예방한다.

사용자 신고 기능3.1.3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며 위험할 것 같은 장소나 사

고를 당했던 장소를 신고하거나 자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용자를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일정

횟수 이상 신고가 누적되면 해당 장소를 폐쇄하고 사,

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일정 횟수 이상 허위 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신고를 하는 사용자 계정에 경

고를 주고 경고가 일정 횟수 이상 쌓이면 계정을 정지

시킨다.

게임 셔터제3.1.4 AR

청소년층이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에서 나와 게임을 즐기다 발생하는 안전사AR

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해 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GPS AR

게임의 경우 미성년자들은 정해진 시간 오후 시( 10 ~

오전 시 에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정해진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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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지 을 제외한 곳에서는 게임에 접속할GPS ( )

수 없게 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국가적 차원의 법안 지정3.1.5

게임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AR

안을 제정한다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지역은. AR

미행이나 강도 소매치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며 심각하게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전과 범의 상습적인 범N

죄자들 성범죄자 강도 살인 등 은 해당 게임을 이용( , , )

할 수 없게 제재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 제안3.2

특정 가게나 장소와 계약3.2.1

특정 가게나 관광지와 계약하여 게임 아이템을 제

공해주는 장소로 지정하고 수입을 얻는다 제공하는.

아이템은 정기적으로 바뀌도록 설정하고 홍보를 하고,

싶은 가게 및 관광지는 게임사에 직접 문의 하거나 게

임 내에 상점 등록 기능을 만들어 장소를 등록하고 일

정 비용을 지급하여 개월이나 년 동안 아이템 제공1 1

장소로 등록한다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일정 시간 광.

고를 시청하거나 초 미션을 수행하면 사용자(15~30 )

는 아이템을 제공받는다.

광고를 통한 재화 충전3.2.2

일정 시간이나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마다 재화가

소모되고 이를 충전 시켜야 게임을 진행 할 수 있게

한다 재화가 떨어졌을 때 광고를 시청하면. (15~30

초 일정 재화가 충전되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 , .

패키지 버전 판매3.2.3

무료 버전으로 사용자를 확보하고 광범위한 게임,

을 원하는 유저는 패키지를 구매하게 함으로서 수익

을 창출한다 패키지 버전을 구매하면 특정 모드나 아.

이템을 추가하거나 플레이 영역이 확장되도록 한다.

공간을 활용한 게임의 경우 활동 범위가 제한된AR

무료버전과 범위 제한이 없는 유료 패키지 버전으로

나눠 출시하거나 패키지 구입 시 해당 지역에서 획득

할 수 없거나 한정판인 아이템이나 가상의 캐릭터가

추가되도록 한다.

정액 요금제 활용3.2.4

정해진 금액을 결제할 시 일정 기간 동안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액 요금제 방식은 고정적인 수

익을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이며 유저 손실의 위험이 적

다 일정 시간이나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마다 재화가.

소모되고 이를 충전 시켜야 게임을 진행 할 수 있게

하여 매일 첫 접속 시에 일정 재화를 제공한다 획득.

하기 어려운 아이템이나 유저를 편리하게 하는 아이

템을 정액 결제 기간 동안 제공받게 한다.

스마트폰 외의 다른 기기와 연동하여 특전3.2.5

증정 특정 기기 한정 버전 출시,

애플 워치 같은 사용자들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IT

기기와 연동하면 새로운 모드나 기능 아이템을 획득 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 기기 한정으로 플레이 할 수AR

있게 출시한다 와 스마트폰으로 출시된 게임이 대중. PC

적이지만 나 닌텐도 같은 게임 기기로 출시된 게XBOX

임만 즐기는 마니아 사용자들도 있다 기술이 발전. AR

함에 따라 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들Google Glass AR

이 출시되고 있으며 기기 한정으로 출시하면 기AR AR

기 마니아 사용자들도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휴 마케팅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투표 게임3.2.6 AR

게임 제휴 마케팅은 게임 상품을 얻기 위해 코드가QR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전

략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마케팅 전략이다 식품 기.

업들은 특정 게임과 제휴를 맺어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포장지에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

는 코드를 인쇄하고 게임 아이템을 원하는 고객이QR

다른 기업의 식품이 아닌 자사의 식품을 구매하도록 유

도한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

으며 각 스포츠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스포츠 경기가 진행될 때 경기.

장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켜면 영상으AR

로 그래프나 투표함이 보여 지도록 한다 스포츠 대회.

를 후원하는 기업의 특정상품 스포츠 음료 등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에 인식할 수 있는) QR

코드 등을 삽입한다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특정 상. AR

품의 코드를 인식하면 투표권이 생긴다 경기하는QR .

팀 중 응원하는 팀의 투표함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

다 사람들이 투표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그래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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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나 퍼센트로 나타나게 하여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의 경쟁심을 유발 시킨다 경기를 송출하는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투표 상황을 제공하여 아직 제품을 구매하

지 않아 투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

발시킨다.

결 론I .Ⅴ

본 논문에서는 게임 동향과 피해사례 긍정적AR ,

사례를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였다, . 2016

년까지 대표적으로 흥행한 게임은 지적 재산AR IP(

권 과 를 기반으로 한 뿐이다) GPS ‘Pokemon Go’ .

따라서 비슷한 형태의 게임을 흥행시키기 위해서AR

필요한 것은 포켓몬처럼 많은 이들이 친숙하게 느끼

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뽀로로 게. AR

임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뽀로로는 유아 연령대의 사

용자에게만 로서의 가치가 높을 뿐이며 사용자가IP ,

행동의 제약이 있는 연령대이다 뽀로로보다는 사전에.

많은 이미지 형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형태의 많은(

캐릭터 이미지 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사의 라인프렌)

즈나 카카오사의 카카오프렌즈 등의 대 이상의10~20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캐릭터를 접목시키는 것이

유사한 게임으로서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AR

다 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출시. GPS AR

된 지 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고가 발생3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도반출 문제로 서비스.

되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를 비롯한, Pokemon Go

많은 게임이 서비스 될 것이다AR . 이를 대비하여 다

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사례와 대처방안 등을

수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계뿐만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여 관광지 산AR

업이 낙후된 지역의 경제 사회를 살리거나 약물이 필,

요한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닌 가벼운 초기 증상이거나

운동부족일 경우 게임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등의 긍정

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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