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016년 7월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시

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된 포켓몬 고
(Pokémon GO)는 나이앤틱 랩스와 닌텐도의 자회사인 
포켓몬 컴퍼니가 개발한 대표적인 모바일 증강 현실

캐릭터에 대한 태도, 대인 교류, 경쟁심, 신체 활동과 주의 
전환이 모바일 증강 현실 게임 사용자의 애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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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사람들이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를 즐기고 있다. 본 연구는 애착의 관점에서 포켓몬 고의 
사용에 대해 분석한다.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총 182명의 포켓몬 고 사용자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캐릭터에 대한 태도, 대인 교류, 경쟁심, 신체 활동은 게임 애착을 증가시켰고, 주의 전환은 게임 애착을 감소시켰다. 
연구 결과는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원천 캐릭터의 중요성, 게임에 반영된 대인 교류와 경쟁심
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 신체 활동의 증가라는 혜택이 애착을 증가시키는 요소임을 제시한다. 또한, 사용자의 주
의 전환은 게임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는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이 사회적 욕구와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이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애착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게임 캐릭터, 모바일 게임, 애착, 증강 현실, 포켓몬 고

Abstract  Many users enjoy a location-based augmented reality game such as Pokémon GO. From the 
perspective of attachmen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antecedents of Pokémon GO use. A total of 182 
responses from Pokemon Go users wa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ttitude toward game characters, social interaction, competition, and physical 
activity increased attachment to game. Attention switching, however, decreased attachment to the 
game. This study suggested that attachment to mobile augmented games could be achieved through 
social interaction, competition, and physical activity.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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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ed reality) 게임이다. 닌텐도가 1996년에 포
켓몬스터 게임을 발매한 후 포켓몬스터 캐릭터는 애니메
이션, 인형, 카드 등의 형태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
기를 누렸다. 국내에는 구글 지도의 해외 반출과 관련된 
논란을 거치고, 2017년 1월에 포켓몬 고가 공식 서비스
되었다. 

포켓몬 고는 출시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행을 끌어내
면서 화제가 되었다. 출시 첫 해에 포켓몬 고는 사용자가 
주변에서 포켓몬을 수집하고, 육성하고, 포켓몬을 기반으
로 게임 내 체육관을 차지하는 콘텐츠를 핵심으로 운영
되었다. 초창기에 증강현실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
과 언론의 관심으로 사용자 기반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단순한 콘텐츠에 지루함을 느낀 사용자들의 관심이 줄어
들게 된다. 국내의 경우 정식 출시 다음 달인 2017년 2
월에 사용자가 848만 명이었으나, 6개월 뒤인 2017년 7
월에는 134만 명으로 감소했다[1]. 위치 기반의 증강현
실 게임이라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기심과 피카츄 등 
익숙한 캐릭터에 이끌려 포켓몬 고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탈한 것이다[2]. 그 후 대장(boss) 포켓몬을 획득하는 
레이드, 과제를 수행하는 퀘스트, 사용자들끼리 대결하는 
트레이너 배틀, 게임 내 악역인 로켓단과 대결하는 로켓
단 배틀, 트레이너 간 글로벌 대결 리그인 고 배틀 리그
가 추가되었다. 

세계적으로 포켓몬 고의 사용자가 게임에서 유료 결제
한 소비자 지출액은 출시 첫 해인 2016년에 8억 3200만 
달러였다. 다음 해인 2017년도 사용자 결제 금액은 5억 
890만 달러, 2018년에는 8억 1600만 달러를 달성했으
며, 2019년에는 8억 9400만 달러(한화 약 1조 862억 
원)로 출시 후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3]. 2019년을 기
준으로 소비자 지출 2위인 드래곤 퀘스트 워크(Dragon 
Quest Walk)의 이용 금액이 2억 10만 달러 수준인 것
을 고려하면, 위치 기반 게임 영역에서 포켓몬 고의 독보
적인 위상을 알 수 있다. 출시 3년이 지난 뒤에 오히려 
출시 년도 보다 사용자 결제 금액이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은 지속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매니아층 시장의 규모
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포켓몬 고의 초기 유행에 관심을 
두고 게임 수용과 지속 사용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파악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4-6].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출시 후 콘텐츠가 다양해진 상황과 위치 기반의 
증강현실 게임이 제공하는 혜택에 초점을 맞춰서 포켓몬 
고 사용자가 왜 지속해서 게임을 즐기는지를 애착의 관
점에서 해석한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기여점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포켓몬 캐릭터에 대한 태도, 대인 교
류, 경쟁심, 신체 활동, 주의 전환이 게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2.1 애착과 게임 캐릭터

애착(attachment)은 사람이나 사물과 같은 대상에 
대해 갖는 정서적인 결속의 강도를 의미한다[7,8]. 사람
들은 다양한 사회 관계와 생활 속에서 애착을 경험한다. 
사람들은 소유물을 자신을 표현하는 일부로 생각하며
[9,10], 자신의 정체성을 소유물에 투영하기도 한다[11]. 
구체적으로 신체, 의상, 주거 시설, 소셜 미디어 등의 소
유물에 대해 강한 정서적인 결속을 보이며, 그 대상을 통
해 자신을 확장해서 표현하려고 한다[12]. 특정한 대상에 
대해 애착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까이 두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는 애착 대상에게
서 위안을 얻고자 하며, 반대로 애착 대상에게서 멀어지
게 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겪게 된다[13]. 

위치 정보에 기반으로 두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포켓몬 고는 사용자를 표현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켓
몬 고에서는 사용자를 트레이너라고 부른다. 트레이너는 
포켓몬을 수집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불리는 명칭이다. 따
라서 트레이너가 어떤 포켓몬을 파트너로 삼고 다니며, 
어떤 포켓몬을 육성하며, 어떻게 아바타를 꾸미는지, 어
떤 트레이너 친구들과 교환을 하는지와 같은 게임 내 활
동, 단체대화방과 같은 매체 활동, 오프라인에서의 레이
드 참여와 활동은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포켓몬 고와 같은 증강현실 기반의 게임은 애착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켓몬 고는 포켓몬이라는 원천 콘텐츠가 모바일 기반
의 증강현실로 응용된 형태이다. 닌텐도의 게임보이용 포
켓몬스터, TV와 극장판 애니메이션, 피규어, 서적 등으로 
확산된 포켓몬 캐릭터는 사람들의 성장과 함께한 콘텐츠
이며 많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포켓몬 캐릭터
를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포켓몬 고 게임에 애착을 갖
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캐릭터에 대한 태도는 게임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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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인 교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율성, 능력, 관계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에 애
착을 갖게 된다[8,14]. 포켓몬 고에서 레이드는 야생 환
경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의 포획과 체육관 점령이라는 개
인 차원의 플레이가 아니라 여러 명의 포켓몬 트레이너
들이 힘을 합쳐서 대장 포켓몬을 포획하는 콘텐츠이다. 
배틀은 트레이너들끼리 자신의 포켓몬들로 대결하는 콘
텐츠이다. 이처럼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늘
어나면서, 포켓몬 고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의 지역별 단체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나누고 
모임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든다면 지역별 단톡방에서 몇 
시에 근처 체육관에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 대장 포켓몬
을 획득하자는 레이드 공지가 만들어지고, 트레이너들이 
모여서 레이드를 진행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므로, 사용자들
은 그 매개체가 되는 게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것이
다.

가설 2: 대인 교류는 게임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3 경쟁심
경쟁(competition)은 게임이나 스포츠를 비롯한 사

회 활동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강력한 유인 요소이다. 
포켓몬 고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치 누적에 따른 40 레벨
까지의 트레이너 등급, 전설의 포켓몬, 색이 다른 포켓몬, 
포켓몬 능력치, 포켓몬 도감에 등록한 개수 등 여러 경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사용자들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나 온
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보유한 희귀 포켓몬이나 
개체값이 높은 포켓몬을 자랑하기도 한다. 포켓몬 고가 
트레이너들 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쟁심
을 갖은 트레이너들일수록 게임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한다.

가설 3: 경쟁심은 게임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2.4 신체 활동
신체 활동 증가는 포켓몬 고가 기존의 게임들과 차별

화되는 핵심이다.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현대인들에
게 집 밖으로 나가서 마치 모험을 하듯이 포켓스탑, 체육
관, 포켓몬을 찾아다니도록 설계된 포켓몬 고는 위치 기

반 증강현실 게임으로써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포켓몬 고 사용과 신체 활동 증가의 긍정
적인 관계를 보고했다[15,16]. 가벼운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포켓몬 고는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도
구가 된다. 사용자들은 활동 증가로 인한 건강상의 혜택
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게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것이
다.

가설 4: 신체 활동은 게임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5 주의 전환
운동이나 취미 생활 등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의 종류는 다양하다. 포켓몬 고가 전술한 대인 교류, 
경쟁심, 신체 활동과 같은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서 애착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면, 게임 이외에 사
람들이 관심을 갖는 활동들은 역으로 포켓몬 고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바일 게임 중독 맥락에서 
제시된 주의 전환(attention switching)은 사용자들이 
문제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활
동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는 주의 전환이 게임 애
착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가설 5: 주의 전환은 게임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전술한 5가지의 연구 가설을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자료는 2020년 1월, 포켓몬 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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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서베이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총 200명의 대상자 
중 불성실 응답이 포함된 18부를 제외하고 282부가 분
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92명(50.5%), 연령은 평균 
39.82세(SD = 9.99)였다. 직업 및 게임 사용 기간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Frequency %
Gender male 92 50.5

female 90 49.5

Age
< 29 years 36 19.8
30 - 39 years 53 29.1
40 - 49 years 60 33
≥ 50 years 33 18.1

Job
　

Student 21 11.5%
employed for wages 131 72.0%
self-employed 8 4.4%
Homemaker 9 4.9%
Others 13 7.1%

Usage 
period

< 6 months 26 14.3%
6 -12 months 53 29.1%
12 - 18 months 49 26.9%
18 - 24 months 22 12.1%
24 - 30 months 15 8.2%
30 - 36 months 10 5.5%
≥ 36 years 7 3.8%

Total 182 100.0%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3.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게임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사

용된 설문 문항들을 포켓몬 고 사용 맥락에 응용하였다. 
포켓몬 고에 대한 정서적 결속의 강도를 의미하는 게임 
애착[8,13], 포켓몬 캐릭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포켓몬 캐릭터에 대한 태도[6], 다른 사
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대인 교류[4], 타
인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려는 욕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경쟁심[5], 옥외 활동의 정도를 의미하는 신체 활동의 정
도[6], 사용자들이 특정한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
으로 돌릴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는 주의 전환[17] 문항
들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리커트 형태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성별, 연령, 
직업, 사용 기간을 측정하는 질문들이 적용되었다.

Items Cronba
ch's α

Attachment to game [8,13]
AG1. I feel bad if I am away from Pokémon GO for long 

periods of time.
AG2. I miss Pokémon GO when Pokémon GO is not 

around.
AG3. If Pokémon GO were permanently gone from my 

life, I'd be upset.
AG4. Losing Pokémon GO forever would be distressing 

to me.

.831

Attitude toward the Pokémon characters[6]
APC1. The Pokémon characters are important to me.
APC2. I like the Pokémon characters.
APC3. I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Pokémon 

characters.
.864

Social interaction[4]
SI1. Playing Pokémon GO enables me to interact with 

others.
SI2. Playing Pokémon GO can fulfil my need to interact 

with others.
SI3. Playing Pokémon GO increases my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others.
SI4. Playing Pokémon GO enables me to make friends.

.859

Competition[5]
COM1. I like to prove that I am one of the best Pokémon 

GO players.
COM2. I get upset when others play Pokémon GO better 

than me.
COM3. It is important to me to be one of the skilled 

persons playing Pokémon GO.

.818

Physical activity[6]
PA1. While playing Pokémon GO, I walk much more.
PA2. While playing Pokémon GO, I spend more time 

outdoors.
PA3. While playing Pokémon GO, I am more physically 

active.

.801

Attention switching[17]
AS1. Besides playing Pokémon GO, I have other hobbies.
AS2. There are activities more appealing than Pokémon 

GO.
AS3. There are activities more pleasant than Pokémon 

GO.

.842

Table 2. Measurement items

3.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해서는 SPSS를 사용했

다. 응답자 특성 분석에는 기술통계 방식을 적용했으며, 
구성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을 활용했다.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s 
bias)와 독립변수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
인 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4. 결과
측정 개념들의 기초 통계량과 상관관계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개념들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최소 .801을 
넘는 수준이어서 분석에 적합한 신뢰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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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 1 2 3 4 5
1.APC 5.570(.893) -

2.AS 5.209(.923) .075 -
3.SI 4.762(.995) .352** -.044 -
4.COM 4.128(1.202) .257** -.308** .577** -
5.PA 5.128(.894) .257** 0.083 .533** .293** -
6.AG 4.330(1.059) .348** -.264** .556** .674** .391**
** p < 0.01, 
APC = Attitude toward the Pokémon characters,
AS = Attention switching, SI = Social interaction,
COM = Competition, PA = Physical activity.
AG = Attachment to game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다음으로 동일 방법 편의로 인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단일 요인 점검(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수행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 항목들을 모두 투
입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
인이 35.07%의 분산을 설명했다. 즉, 동일 방법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18].

독립변수들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탐색
적 요인 분석을 진행했다. 배리맥스 회전으로 모든 독립
변수 측정 항목에 대해서 주성분 요인 분석을 한 결과 고
유치 1 이상의 요인이 5개 도출되었다(Table 4 참조).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문항은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 최
소 .588 이상의 적재 값을 나타냈다.

　 1 2 3 4 5
SI1 .849 .082 .251 .019 .166
SI2 .823 .291 .147 -.043 .124
SI3 .624 .434 .042 .037 .352
SI4 .588 .400 .088 -.035 .373

COM2 .155 .814 .038 -.309 .002
COM1 .259 .780 .121 -.106 .149
COM3 .210 .777 .186 -.068 .166
APC1 .123 .094 .871 .017 .110
APC3 .081 .125 .864 .046 .095
APC2 .184 .083 .859 .056 .061
AS3 -.066 -.106 -.001 .900 .037
AS2 -.030 -.072 .025 .898 -.060
AS1 .091 -.190 .098 .779 .145
PA2 .051 .200 .042 .007 .853
PA3 .245 .153 .055 .021 .802
PA1 .271 -.050 .217 .112 .757

% of variance 33.393 17.385 11.374 7.702 5.742
Cumulative % 33.393 50.778 62.152 69.853 75.596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APC = Attitude toward the Pokémon characters,
AS = Attention switching, SI = Social interaction,
COM = Competition, PA = Physical activity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포켓몬 캐릭터에 대한 태도, 대인 교류, 경쟁심, 신체 
활동, 주의 전환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게임 애착을 설
명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5 참조). 회귀분석 
모형 (F(5,176) = 41.608)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했으
며, 설명력(adj. R2)은 .529였다.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997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이었다[19]. 

회귀식에서 포켓몬 캐릭터에 대한 태도 (β = .147, t 
= 2.668, p < .01, 가설 1 지지), 대인 교류(β = .153, 
t = 2.119, p < .05, 가설 2 지지), 경쟁심 (β = .461, 
t = 6.886, p < .01, 가설 3 지지), 신체 활동 (β = .148, 
t = 2.428, p < .05, 가설 4 지지), 주의 전환(β = -.139, 
t = -2.511, p < .05, 가설 5 지지)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B S.E. β t VIF
(Constant) .803 .515 　 1.561 　
APC .175 .066 .147 2.668** 1.173
SI .169 .080 .153 2.119* 1.997
COM .406 .059 .461 6.886** 1.725
PA .175 .072 .148 2.428* 1.427
AS -.159 .063 -.139 -2.511* 1.174
F(5,176) = 41.608**
adj. R2 = .529
* p < 0.05, ** p < 0.01,
APC = Attitude toward the Pokémon characters,
AS = Attention switching, SI = Social interaction,
COM = Competition, PA = Physical activity

Table 5. Regression on attachment to the game

포켓몬 캐릭터에 대한 태도는 게임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양한 형태로 사랑받은 포켓몬이라는 지
적 재산의 힘은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에도 강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인 교류과 경쟁심 
역시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용과 충족
(Uses & Gratifications) 관점에서 본다면[20], 대인 교
류와 경쟁심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욕구이다. 이
를 충족시켜주는 게임에 대해 사용자들이 애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주의 전환은 게임 애착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모바일 게임이 정보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지만, 사람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운동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다. 관심을 갖는 다
른 활동을 보유한 사람들은 모바일 게임에 대해 애착을 
적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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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맥락에서 애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했다. 우선, 포켓몬 콘텐츠는 
모바일 게임 영역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덕
후, 또는 오타쿠라고도 불리는 특정 콘텐츠의 매니아들은 
DVD, 피큐어, 서적 등 관련 상품들을 수집하고 계속해
서 애정을 부여한다. 모바일 시대에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서 휴대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을 받지 않고 포켓몬 캐릭터를 즐길 수 있다. 마치 게임
이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트레이너처럼 증강현실 게
임을 통해서 포켓몬 캐릭터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경험을 
즐기기 때문에 애착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봤을 때, 포켓몬 고는 사용자의 
대인 교류와 경쟁심과 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된다. 포켓몬 고 게임 내에는 선물 교환이나 사용
자 배틀과 같은 상호작용 요소들이 많다. 또한 사용자들
은 온라인 클럽이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게임에 대
한 정보를 교환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
집해서 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인 교류 욕구의 충
족이 게임에 대한 애착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임 사용자들은 사람들은 희귀한 포켓몬이나 개체
값이 높은 포켓몬을 육성하여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자랑
하는 경우도 많다. 게임 맥락을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려
는 경쟁 심리 역시 포켓몬 고에 애착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신체 활동의 증가 역시 포켓몬 고가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혜택 요인이다.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 고민하
고 있는 현대인들에 포켓몬 고가 가벼운 운동 방법이 된 
것이다[21]. 헬스 클럽을 비롯하여 이미 익숙해진 운동 
방식 이외에 포켓몬 고는 사용자들에게 야외 활동 증대
라는 건강 혜택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게임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된다. 

주의 전환은 포켓몬 고에 대한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은 영화나 음악 감상, 맛집 탐방, 
오프라인 모임, 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취미나 관심 분
야를 즐길 수 있다. 늘 휴대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포켓
몬 고를 즐길 수도 있지만, 관심을 기울일만한 다른 취미
나 활동이 많은 사람들, 즉 주의 전환 수준이 높은 사용
자들은 포켓몬 고에 애착을 갖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모바일 증강현실 분야에서 게임 캐릭터, 대
인 교류, 경쟁심, 신체 활동, 주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게임 애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모

바일 증강현실 게임에서 원천 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하다. 
포켓몬 고처럼 사람들에게 추억을 제공해 온 콘텐츠를 
게임에 응용했을 때 사용자들이 애착을 갖게 된다. 이는 
증강현실 기술 적용에 있어서 원천 콘텐츠의 응용이 중
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대인 교류와 경쟁 욕구를 충족시
켜주는 콘텐츠가 설계되면 사용자의 애착을 얻을 수 있
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롯해서 목표 고객층이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게임 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당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증강현실 기술이 사람들의 건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보다 구
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을 사용해서 정신
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포켓몬 고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증강현실 게임이지만, 위치를 조작
하는 부정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22]. 즉, 위치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서 게임을 하는 효
과를 누릴 수 있다. 늦은 시간대나 짓궂은 날씨, 체육관의 
거리와 관련 없이 위치 조작을 통해 포켓몬을 얻고 게임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체 활동 증가와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사용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위치 조작을 비롯해서 게임 내 부정행위
가 애착을 비롯한 게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 및 관련된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 방법을 사용했다. 종단적인 연
구를 통해서 게임 사용 시간의 누적에 따른 애착 정도와 
관련된 변인들이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애착의 선행 요인들
이 게임의 지속 사용, 사용자 지출,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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