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3인은 특히 게임의 사회적인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

보 도 자 료

했다.
닥터프렌즈는 “예전에 암 투병 관련 게임을 접해본 적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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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통해 슬픔의 감정을 공유하고
치유도 받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감과 치유 게임의 선한 영향력

아울러 “게임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게임의 선한

- ‘아이머게이머 챌린지’ <의사 유튜버 닥터프렌즈 편> 영상 공개

영향력”이라고 덧붙였다.

- 게임 콘텐츠 통해 어려운 의학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
- 감정 공유, 사회적 연대감 형성 등 게임 순기능 강조

닥터프렌즈가 출연한 캠페인 영상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캠페인 기간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게임은 상처를 치유하고 슬픔을 위로하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아이머게이머’의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다.

있다.”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아이머게이머

한편 ‘아이머게이머 챌린지’는 게임의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는

(I'm a Gamer) 챌린지’ 캠페인 영상 <의사 유튜버 닥터프렌즈 편>을 29일

캠페인으로, 게임을 즐기는 모습과 함께 게임에서 받았던 긍정적인

공개했다.

영향이나 즐거웠던 점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닥터프렌즈는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3인으로

참여 1인당 1천 원의 금액이 적립되며, 누적 후원금은 초록우산

구성된 유튜버로, 게임이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 어려운 의학

어린이재단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트북 컴퓨터 지원 사업에

상식과 건강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전달된다.

닥터프렌즈는 “ 의학 채널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채널을 방문한 시청자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다” 며

캠페인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중 게임 관련 콘텐츠가 조회 수나 반응이 가장 높게 나오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게이머라는 사실을 알리는 ‘겜밍아웃’에도 동참했다.
닥터프렌즈는 “ 안 해본 게임이 없을 만큼 게임을 즐기고 실력도
좋은 편”이라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관련 콘텐츠도 더 잘 구성되고
시청자들과도 가까워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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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http://www.iamagamer.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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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