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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0 은 

Windows XP, Windows 7 과 함께 

소비자로부터 호평받은 운영체제로, 

높은 안정성과 호환성, 쉬운 사용 및 

PC 의 성능부하를 최소화로 성능 

향상에도 도움 되기에 무상 업그레이드 

혜택을 놓치지 않을 것을 권장 합니다.  

 무상 업그레이드 종료 후 라이센스 

비용: $119.00 or 139,000 원.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 버젼: 정품 

인증된 Windows 7, Windows 8. 

 기업 업무용 PC 는 회사 정보부서의 

계획에 의거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참조 사이트 

 https://www.microsoft.com/k

o-kr/windows/windows-10-

upgrade   

 http://www.itworld.co.kr/new

s/93781  

 

스마트폰 10 대 안전수칙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단말을 목표로 

한 악성코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PC 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권장하는 안전수칙 참고하세요 

랜섬웨어 감염경로, 증상 및 

대응방법. 
올해 한국내 랜섬웨어로 공격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100 억원이 넘을 것으로보고 있으며, 10 월 대규모 

랜섬웨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랩에서 권장하는 대응방법 참고하세요. 

미래사회 언어능력, 소프트웨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 
세계의 교육학자들이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리터러시(Literacy - 글을 읽고 쓰는 

능력)로 프로그래밍이 기본역량 될 것이라 발표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사회. 

긴 휴스턴의 여름방학동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스크래치 공부에 투자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합, O2O 

비즈니스. 
B2B, B2C 의 시대가 지나가고, O2O (Online to 

Offince) 비즈니스가 세상의 상거래 틀을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 비즈니스에 적용을 … 

 ‘포켓몬 고’ 열풍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출시 1 주일만에 트위터 사용자를 

앞서고, 닌테도의 주가를 10 일만에 

두배 이상 올리고, 한국은 속초행 

고속버스가 매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밀래니얼 세대가 

세상에 중심에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른 변화. 

 

Microsoft Windows 10 

무상 업그레이드 종료, 7/29. 
by [Article Author] 

https://www.microsoft.com/ko-kr/windows/windows-10-upgrade
https://www.microsoft.com/ko-kr/windows/windows-10-upgrade
https://www.microsoft.com/ko-kr/windows/windows-10-upgrade
http://www.itworld.co.kr/news/93781
http://www.itworld.co.kr/news/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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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Google Play 나 Apple Store 이용)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⑤ PC 에도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⑥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⑦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⑧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⑨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⑩ 부루투스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 

시에만 켜놓기 

악성 앱 전파 방법 

① 호기심을 유발하여 악성 앱 설치 유도 

② 악성코드 설치/실행 

③ 악의적인 제 3 자에 의한 스마트폰 

도청,위치추적 등 피해 발생 

 

1. 랜섬웨어 감염 경로 

랜섬웨어는 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거나 이메일 

본문 또는 메신저, SNS 등에 포함된 악성 

단축 URL 을 클릭했을 때 감염.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및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각 

게시물의 상/하/좌/우에 위치한 광고 배너가 

보안에 취약하여 랜섬웨어에 감염. 이 밖에도 

토렌트 등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랜섬웨어가 유포. 

2. 랜섬웨어 감염시 증상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 파일이나 

사진/그림 파일,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들이 

읽을 수 없게 되거나 열리지 않음. 

파일들을 암호화한 후에는 PC 화면에 

메시지 창을 띄워 사용자의 자료가 암호화 

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몸값과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보여줌. 

3. 감염시 대응방법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되실 경우, 즉시 

네트워크, 공유폴더, USB 나 외장하드 등 

외부 저장장치와의 연결을 해제 (아직 

랜섬웨어가 암호화를 진행 중이라면 감염된 

PC 에 연결된 저장장치 및 공유폴더의 

파일들도 암호화될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외장하드에 백업해둔 파일까지 암호화되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즉시, IT 전문가에 문의 또는 안랩 등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염된 랜섬웨어에 대한 복구툴 확인. 

램섬웨어 감염 예방 

중요 파일 백업후 별도 보관이 최선. 

평소 OS 나 주요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 

중요파일 으로 변경. 

스마트폰 10대 안전수칙 
by 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감염경로, 증상 및 대응방법 
by 안랩, 네트웍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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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2018 년부터 

초중고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을까요?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은 꼭 

필요한 것 인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왜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한지 알아 보고,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의 중심에 서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한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살펴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및 IBM 의 순위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이 TV, 세탁기, 냉장고, 밥솥 등의 

가전제품에서부터 휴스턴을 대표하는 의료, 

항공우주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ICT Literacy,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래밍. 

세계의 교육학자들이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리터러시(Literacy - 글을 

읽고 쓰는 능력)가 기본역량 될 것이라 발표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사회에서 

프로그래밍 능력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언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능력과 논리력을 수반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등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이 앞 다투며 아이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8 년부터 의무화 하게 된 것 입니다. 

참 쉬운 프로그래밍, 스크래치 - 나는 

프로그래머다. 

최근에는 과거처럼 어려운 명령어나 복잡한 

문법을 외우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프로그램 교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래밍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어린이들이 

프로그래밍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용 공개 SW 

‘스크래치(https://scratch.mit.edu/ )’를 

소개 합니다.  

스크래치는 150 개 이상의 나라에서 한글을 

포함한 40 개 이상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8~16 세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 

학교, 도서관, 지역 센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이용하면 블록을 조립하듯 

주어진 스크립트를 연결시켜, 인터랙티브한 

이야기, 게임,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 

체계적 추론, 협동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21 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랍니다. 

스크래치 공부 도우미, ‘처음 만나는 스크래치’ 

방문하기. 

스크래치 공부를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인터넷 주소: 

https://opentutorials.org/course/1415/6

951 를 웹 브라우저 주소 창에 

입력하시거나, 구글 검색창에서 ‘처음 만나는 

스크래치’를 검색하시면 해당 링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긴 휴스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스크래치 공부에 

투자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미래사회 중요한 

언어능력 소프트웨어. 
by Jinmoon Son, Managing Consultant / IYB Tech (휴스턴 한인 IT 전문기업) 

https://scratch.mit.edu/
https://opentutorials.org/course/1415/6951
https://opentutorials.org/course/1415/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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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휴스턴의 한인사회의 준비된 미래를 

위해 휴스턴 주간신문 ‘코메리카포스트’ 연재 

하였던 ‘우리 곁에 있는 미래 - 4 차산업 

혁명을 이끄는 신기술과 트렌드’는 13 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휴스턴의 우리 

한인사회가 지역경제의 주류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칼럼(10 회)을 시작 합니다. 

4 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모든 것이 연결된 

더욱 더 지능화 된 사회로 급속히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칼럼이 4 차 

산업혁명기의 ‘지능화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었다면, 금번 칼럼은 휴스턴의 

소상공인이 모든 것이 연결된 산업환경에서 

온라인과 융합하여 역량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주고자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열린 온라인 통로로 닫힌 

한인상권을 주류사회로 확장하라. 

세계 경기의 장기침체와 에너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세계 에너지 수도인 

휴스턴은 무더운 폭염 주의보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분명 

있으며, 바로 그 시기가 지금이라 확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는 강한 실행력으로 

밝은 미래를 선점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은 지역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문화/사회/경제 전반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닫혀있는 미국의 한인 사회가 

허물어진 경계에 새로운 통로와 주요 거점을 

선점하여, 주류 사회로의 역할을 확장하는 

절호의 찬스로 활용 해야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거스를 수 없는 

물결 O2O 비즈니스 혁명. 

O2O (영어: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을 뜻함, 미국에서는 On-

demand Economy 라고도 불림)는 빠르게 

문화 트렌드로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택시를 타며, 오프라인 식당도 온라인 검색을 

통하고, 소비자의 평가와 프로모션을 

참조하여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멤버십 카드 때문에 별도의 카드 

지갑을 챙겨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모든 카드를 넣어둘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두툼한 지갑이라는 표현도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 전망입니다. 

그 동안,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 상거래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전체 상거래의 5%에 불가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일인당 년간 4 만불의 수입 중에, 

온라인 상거래 지출은 1 천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90% 이상의 

상거래는 오프라인에서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온라인에 신경 쓰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간편 결재, 

그리고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이 상거래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O2O 비즈니스는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 경제성의 

장점과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즉시성의 

장점을 결합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거래는 더 이상 지속/성장하기 힘든 

세상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두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대형 

온라인 상거래 업체(Amazon Home 

Service)와 플랫폼 기반 

사업체(KakaoTaxi)는 오프라인 영역으로, 

대형 오프라인 업체(Walmart Site to 

Store)와 오프라인 소상공인 

집합체(Groupon)는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하며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O2O 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 입니다. 

지역 상권 소상공인의 부활, O2O 비즈니스 

그 동안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은 파편화되어 

온라인 비즈니스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대형 상거래 업체와 

프랜차이즈의 전유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반 사업자 (Groupon, 

Restaurant, 옐로아이디 등)의 O2O 서비스 

등장으로 지역 기반 소상공인 비즈니스의 

정보가 종합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며, 동종 

사업자들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해지며 

O2O 비즈니스(1) – 위기를 기회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합, O2O 비즈니스 
by Jinmoon Son, Managing Consultant / IYB Tech (휴스턴 한인 IT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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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장이나 공방, 산지직송 

물품들을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통로도 열렸습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쇼핑의 편리함과 

함께 쇼핑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준 것은 

소비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휴스턴 소상공인의 O2O 비즈니스 시작, 

온라인에 문패 달기와 웹 사이트 만들기부터  

O2O 비즈니스의 시작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경계를 

허무는 일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우선, 

포괄적이며,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 하실 

것으로 권장 합니다. 구글 (Google My 

Business)와 옐프(Yelp for Business 

Owner)에 문패(비즈니스 ID)와 간단한 

비즈니스 프로파일을 만들고, 긍정적인 

소비자 평가를 관리 하는 것 입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에서, 옐프는 비즈니스 실명 검증 

시 큰 힘을 발휘 합니다. 그리고 내 

비즈니스만의 멋진 무료 웹 사이트를 만드는 

일 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세 번째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호기심과 관심으로 

시작하여, 연재가 끝나는 시점에는 온라인과 

융합된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 있기를 소망 

합니다. 

다음 칼럼은 O2O 비즈니스 관련 기술과 

모델을 살펴보고, 휴스턴의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O2O 서비스를 업종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O2O 비즈니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카톡기반 

O2O 플랫폼, 카톡 비즈니스 아이디에 

대하여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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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Go)’ 열풍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 주가는 게임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6 일 이후 10 일 동안(거래일 

기준) 121% 뛰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포켓몬 고의 인기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에 버금가는 증시 

부양효과를 보인다”며 이 현상을 

“포켓모노믹스(ポケモノミクス)”라고 

표현했다. 

7 월 11 일(현지시각)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부두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의 작은 괴물들, 포켓몬을 잡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화요일 새벽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부두에 보였다고 전했다. 

포켓몬 고는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기 

게임에 등장하는 작은 몬스터를 잡고, 이를 

키우는 방식의 증강현실 게임이다. 지난 6 일 

호주와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출시됐다. 

현재 미국 전역에선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에 피카츄가 나타난다면?’ 이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든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 광풍이 불고 있다. 아직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한국에서도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 게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속초행 버스표가 동이 

났다. 아이오에스(iOS)와 안드로이드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선보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시각각 언론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포켓몬 고. 이 게임을 이해하기 위한 

10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다. 

 

1. 어느 정도길래 ‘광풍’인가? 

미국에서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 위에 올라섰다. 11 일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이 게임이 

최소 750 만회 이상 다운로드 됐다. 데이터 

조사업체인 시밀러웹이 10 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출시 이튿날인 8 일을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이용자 중 약 

3%가 매일 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포켓몬 

고의 일일 활성 이용자(DAU) 수치는 출시 

닷새 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일일 활성 이용자수를 추월했다.지난 주말 

내내 로스앤젤레스 뿐 아니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곳곳에서는 

젊은이들과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포켓몬을 

찾기 위해 관광지, 공원, 해변 등으로 

쏟아져나와 진풍경을 이뤘다. 

 

2. 포켓몬이라면, 추억의 포켓몬스터? 

포켓몬 고는 일본 닌텐도가 만들어 낸 

포켓몬스터 게임의 모바일 버전이다. 

1996 년 2 월 당시 일본 닌텐도는 

포켓몬스터라 불리는 작은 캐릭터를 포획,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게임을 내놓는다. 

올해로 포켓몬은 탄생 20 년을 맞았다. 

1999 년 미국에서 개봉한 포켓몬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세계적인 캐릭터로 성장했다. 당시 

국내에서도 제빵업체 샤니가 내놓은 

‘포켓몬스터 빵’이 성공을 거둘만큼 인기 

있는 캐릭터였다. 

 

3. 닌텐도가 개발한 게 아니라고? 

포켓몬 고는 닌텐도, 포켓몬스터 브랜드를 

관리하는 닌텐도 자회사 포켓몬컴퍼니와 

미국의 증강현실(AR) 소프트웨어 개발사 

나이앤틱(Niantic)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개발을 주도한 건 나이앤틱이다. 포켓몬 고는 

구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애초 

나이앤틱은 2010 년 구글 사내벤처로 

태어났으며 2014 년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인그레스를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 월 

‘포켓몬 고’ 열풍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by 한겨례, 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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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주회사로 개편할 당시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 <씨넷> 등 아이티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해보면, 포켓몬컴퍼니가 

나이앤틱과 함께 포켓몬 고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2015 년 

9 월이다. 한달 뒤, 닌텐도와 구글은 

나이앤틱에 최대 3000 만 달러(약 

364 억원)를 투자했다. 기본 2000 만달러 

투자에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경우 1000 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무료 서비스인 포켓몬 고는 부분 유료화가 

진행될 예정인데, 포켓몬 고 개발과 관련된 

회사들 간 수익 배분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014 년 

4 월 1 일 구글은 만우절을 맞아 구글지도를 

통해 포켓몬 위치 정보를 파악해 포켓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깜짝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4. 어떻게 하는 게임인가? 

스마트폰에서 포켓몬 고 앱을 내려받아 

실행시킨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현실 

세계를 둘러보다 보면 진동이 울리는데, 이는 

포켓몬이 나타났다는 징후다. 지도 위에 

포켓몬이 보이고 화면을 터치하면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스마트폰 

모니터에 보이는 포켓볼(몬스터볼)을 

손가락을 튕겨 포켓몬을 맞추면 해당 

포켓몬을 잡을 수 있다. 공간 특성에 따라 

잡을 수 있는 포켓몬 종류도 달라진다. 

‘꼬부기’ 같은 물 타입 포켓몬은 호수나 강 

주위를 돌아다닐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들은 인큐베이터를 사용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데,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선 

‘실제로’ 걸어야 한다. 미국 포켓몬 고 

이용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집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즐거움이 커진다. 포켓몬 고는 

저절로 운동을 시켜주는 게임이라는 

설명이다. 지난주 일요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쇼핑센터 노스파크 센터에서 

포켓몬을 하루종일 찾은 16 살 조슈아 

로렌은 <유에스에이투데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바깥에서 걷는 건 처음”

이라고 말했다. 

 

5. 포켓몬고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을 포획하거나 성장시켜 다른 

이용자와 대결하는 기존 게임 방식에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기술을 더해, 이용자가 현실에서 

만화 속 주인공처럼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덧입혀 보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컨설팅 업체 잭도우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얀 

도슨은 11 일 <뉴욕타임스>를 통해 포켓몬 

고의 성공은 ‘증강현실 기술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헤드셋 같은 비싼 

장비가 없어도 증강현실 게임이 

대중화됐다는 설명이다. 

포켓몬 고의 흥행은 증강현실 기술의 

힘이라기 보다는 포켓몬을 접해 본 젊은 

세대들이 열광할 만한 콘텐츠의 힘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정 간판 앞에 서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증강현실 서비스도 

있었지만 기술적 한계로 사용자 만족도가 

떨어져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포켓몬 고의 

경우 이용자들이 서버 불안 등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게임을 하고 있다. 

 

6. 백악관이 게임 속에선 체육관? 

포켓몬고에서 ‘포켓스톱(PokeStop)’으로 

지정된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가면, 포켓볼 

등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체육관(Gym)’으로 정해진 장소에서는 

포켓몬을 훈련시키고 대결을 할 수 있다. 

체육관과 포켓스톱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주로 해당 지역의 역사나 특징을 담고 있는 

건물이나 상징물로 알려져 있다. 12 일 

<에이비시>(ABC) 방송은 백악관과 

펜타곤에도 체육관이 있다는 복수의 

목격담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분 셰리던은 지난 

10 일 정원으로 나갔다가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든 10 여명의 포켓몬 고 이용자들을 

만났다. 이 집은 과거 교회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는데 포켓몬 고 게임 속에선 

체육관으로 돼 있다. 셰리던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오늘 내 집에서 (게임 속) 

체육관 주인을 만났다”고 올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사례를 보도하며, 

게임을 위한 장소와 관련된 문제를 회사 쪽에 

제기할 프로세스가 제대고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짚었다. 셰리던은 자신이 집에 설치된 

가상의 체육관에 24 시간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자들이 접근하도록 조처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7. 포덕(포켓몬스터 덕후)들을 노리는 강도? 

사람들이 포켓몬을 찾으려는 스마트폰을 든 

채 밤낮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10 일 미주리 주에서는 

포켓몬고 이용자들이 올 법한 곳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 대 무장강도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면, 한 이용자는 밤에 포켓몬고를 하다 

배수로에 미끄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결국 

발 뼈가 부러져 전치 6~8 주의 부상을 

입었다. 

포켓몬을 찾으려다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는 

일도 생겼다. 미국 와이오밍주 리버튼에 살고 

있는 19 살 샤일라 위긴스는 지난 8 일 집 

인근 강에서 물 타입 포켓몬을 찾으러다 

신원미상의 남자 주검을 발견했다. 공격자가 

피해자 스마트폰 속 정보를 빼올 수 있는 

악성코드도 유포되고 있다. 보안업체 

프루프포인트는 구글플레이 같은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포켓몬고 파일 일부는 드로이드잭 멀웨어에 

감염돼 있다고 경고했다. 

 

8.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을까? 

포켓몬 고가 출시되자, 보안 전문가들은 

iOS 용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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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즐기기 위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 게임 개발사인 나이앤틱이 이메일 

내용이나 검색 기록 등 계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나이앤틱은 이용자 아이디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에만 접근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12 일 영국 <비비시>(BBC)는 

이용자가 이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나이앤틱이 이용자 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다. 모든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비슷한 정보를 

요구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할 

경우엔 이용자가 위치 서비스를 끌 수 있으나 

이러한 게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8. 모바일로 위축된 닌텐도, 모바일로 부활? 

포켓몬고 인기는 닌텐도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11 일 일본 닛케이 지수에서 

닌텐도 주가는 지난 주말에 견줘 24.5%나 

올라간 2 만 260 엔(약 22 만 8000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12 일에도 주가가 13% 

가까이 올라 8 개월 만에 시가총액 3 조엔(약 

30 조원)대를 회복했다. 마리오 시리즈 등 

닌텐도가 보유한 지적재산권(IP) 가치를 

포켓몬 고가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가정용 

비디오 게임 사업에 집중하던 닌텐도는 

모바일 시장 진출이 늦어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모바일 덕에 부활했다. 

1990 년대 초반 가정용 비디오 게임 시장을 

풍미했던 닌텐도는 1990 년대 후반 기존 

롬팩에 견줘 저장 용량이 큰 시디(CD)로 

돌아가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내세운 

소니와의 경쟁에서 대패한다. 그러나 

2000 년대 두 개의 화면에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한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디에스’(DS), 온라인 게임과 운동을 

결합한 게임기 ‘위핏’(Wii Fit)을 내놓으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영국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닌텐도는 2009 년 정점을 찍은 이후 

순이익 감소세를 겪는다. 지난해 3 월 모바일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새 출발에 나서지만 

4 개월 뒤 10 여년간 회사를 이끌어 온 

이와타 사토루 사장이 담관암으로 갑자기 

숨졌다. 2015 년 9 월 기미시마 다쓰미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닌텐도는 

올해 3 월 내놓은 첫 번째 스마트폰용 게임 

‘미토모’가 일본과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9. 현재 포켓몬 고 앱이 출시된 나라는? 

7 월 14 일 기준으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독일, 영국 등 다섯 곳이다 

(Jinmoon Son 추가 - 7 월 19 일 기준, 

35 개국).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불안정하자, 나이앤틱은 다른 국가에서의 

게임 출시는 연기한다고 밝혔다 (Jinmoon 

Son 추가: 포켓몬 고 측은 16 일 "서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힌 뒤 12 시간 만에야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참 빠른대응 부럽습니다). 이 회사 

페이스북을 보면, 게임을 공식 출시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시험 서비스를 진행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는 16 일 일본에서 

포켓몬 고가 공식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언제 이 게임이 출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계정 등을 통해 

게임을 내려받아 실행이 가능하나, 잡을 수 

있는 포켓몬들이 거의 없다. 속초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포켓몬도 잡을 수 있고 

체육관도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면서 

포덕들이 속초로 향하고 있다. 포켓몬컴퍼니 

한국지사인 포켓몬코리아는 “게임 

개발사에서 한국을 포켓몬 고 출시 제외 

국가로 밝혔지만, 아직 출시 여부에 대한 

문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0. 속초에선 왜 포켓몬이 잡히나? 

포켓몬 고 게임 데이터는 나이앤틱이 앞서 

출시한 증강현실 게임 ‘인그레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년 전 나이앤틱은 인그레스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를 마름모꼴로 나눈 ‘구획 

지도(Cell Map)’를 그렸다. 지도는 휴전선 

이남 대부분의 지역을 자체 지도 구획 

기준으로 ‘AS16 구획’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강원 영동 북부와 울릉도 등은 ‘NR15’ 또는 

‘NR16’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름모꼴로 

구획을 나누면서 한국 중 일부 지역이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포켓몬 고의 출시국가 

관리에도 ‘인그레스'에서 쓰인 이 구획 

지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가 게임 미출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게임 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3 일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실제 속초에서 

이 게임 즐기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속초행 버스는 대부분 

매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