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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 권고 되면

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소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IT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한 장르의 소비가 증가했고, 

게임산업에서도 신규 이용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하 COVID-19)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게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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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0년 3월 사회적 교류로 인한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인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람간 소통, 교류가 크게 줄어들었고, 집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 있는 시간들이 평소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COVID-19 사태 이후보다 더 피폐해

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신적 건강이나, 지루함 해소, 사회적 소통 및 교류를 

유지하는데 있어 온라인에 기반한 다양한 IT 서비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 게임과 같은 IT서비스를 기반한 장르의 소비가 증가했다[1]. 

그 중에서도 특히 게임을 소비하거나, 게임을 선택하는 비중이 많아졌

으며, 그로 인해 신규 유저의 유입이 최고 25%까지 급등했다[2].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팬데믹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기존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역할들을 극복하고, 게임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WHO와 게임에 대한 인식 변화

WHO는 2019년 5월 14일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였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한 질병 등재 이후 

약 300여일이 지난 2020년 3월 31일 WHO가 먼저 게임 기업, 

IT기업들과 함께 COVID-19의 감염성 전파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격리 수단으로 ‘Play Apart Together’ 캠페인을 진행하여 게임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였다[3]. 게임은 질병이라고 선언했던 WHO가 

갑자기 게임을 적극 이용하라고 권장한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선언 이전의 시기에 WHO의  게임에 대한 

인식은 게임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고, 

특히 그 중 단순히 게임을 오래 즐긴다는 것을 중독, 질병이라고 

등재할 정도로 편향적인 이미지를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이번 COVID-19사태 이후 사회적 격리 상황에서 상호 

소통하며 온라인 콘텐츠를 즐기는 수단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이 상황을 인식한 WHO에서 ‘Play Apart 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리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2.2 팬더믹 상황에서 게임의 역할 제안

COVID-19 사태를 통해 향후 게임 운영이나, 개발에 있어 이러한 

팬더믹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게임이 어떤 부분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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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 고찰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층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각 나라는 게임의 그래픽 묘사 방법이나, 게임의 진행방식, 게임 

장르에 따라 그에 합당한 이용 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용 등급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등급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게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Fig. 1. Status of Classification of Games(2018)

그림1은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현황이다. 

전체 이용가 게임이 많기는 하지만, PC온라인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모바일의 경우 대부분의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서 나타나는 게임 요소들은 

대부분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게임의 진행방식에 

따라 시각적, 정서적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고, 

이는 시각적으로 정서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미성숙한 

아이들이 이용하기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죄 뉴스 등 

사회적 이슈에서 게임을 등장시킬 때, 대부분 심의등급에 따라 이용자

층이 나뉘어져 있는 폭력적인 게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4].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보다 게임의 

장르나 그래픽풍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 이유가 적으며, 

게임의 긍정적 활용이 더 용이하다. 이런 게임은 COVID-19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때에 나이와 성별 나눌 것 

없이 가족끼리 집에 한데 모여 게임을 즐기는데 용이하다. 다만, 

현재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들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기존에 출시된 게임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팬더믹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게임 이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운영 반영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의 경우, 기존 콘텐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전체가 이용가능한 특별 콘텐츠(미니게임, 캐릭터 

스킨 등)를 제작하거나, 신규 유저의 유입을 대비하여 이벤트를 개최하

는 등 나름 의미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존 운영 방식을 조정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I. Conclusions

COVID-19 사태 이전 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에서 게임은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 받은 바 있다. 그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게임은 질병이다’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지만, 

COVID-19 사태 이후 사회적 격리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신규 

게임 이용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게임 콘텐츠가 가진 영향력이 증가하

였다. 이에 따라 게임의 개발과 운영 방식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면 게임이 긍정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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