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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팀원소개 및 역할

• 팀명 - AIMLAB

•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AIM 연구실에 속한 3명이 연구실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출격하자는 의미를 담

고 있다.

• 팀원

정민철 (팀장)

산업경영공학과

개발 & 자료정리

신재민 (팀원)

산업경영공학과

개발 & 영상 제작

장영석 (팀원)

산업경영공학과

개발 & 자료 조사



아이디어 배경

• 게이미피케이션이란?

• 게임이 아닌 것에 게임적 사고와 게임 기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과정

게임구성요소
[Component]

게이미피케이션의 기법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능

게임유형
[Function]

게이미피케이션을 설계하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요소들

게임구조
[Structure]
게이미피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기본구조

게임기법
[Mechanics]

게이미피케이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부여 역할



아이디어 배경

• 아이디어 배경

• 게이미피케이션은 현재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 확장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에는 NIKE+가

있다. 

나이키 퓨얼 밴드를 통해 운동거리, 속도, 시간, 칼로리 소요 등을 측정해 운동 과정을 게임화 하였다.

• 언택트 시대에서 스포츠는 직접 즐길 수 없이 중계를 통해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는 스포츠 산업의 점차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 스포츠 중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제공하여 집중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스

포츠 입문 효과까지 기대하며 아이디어를 생각하였다.

스포츠 중계 게이미피케이션 스포츠
게이미피케이션



개요

• 주제
• 스포츠 게이미피케이션과 온라인 행아웃

• 개발 내용

• 스포츠에 미션, 보상, 예측 등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결합하여 단순히 중계 관람을 넘어서 시청자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느낌을 가지게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소통까지 즐길 수 있게 하는 서

비스를 개발한다.

• 예시
• 비더레전드(야구, LOL), 판타지 풋볼(축구), 태권도 프리미엄 리그(태권도)

비더레전드
사진: 스포츠투아이 제공

판타지 풋볼
사진: 스카이스포츠 제공

태권도 프리미엄 리그
사진: 태권도신문 제공



특징 및 장점

• 특징
• AI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스포츠 게이미피케이션 컨텐츠를 추천

• 온라인 행아웃을 통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소통 창구 제공

• 장점
1. 스포츠 시청자들에게 경기 중계와 함께 다양한 게임적 요소를 제공하여 몰입도와 재미 증가

2. 같은 선수, 같은 팀을 좋아하는 다른 시청자와의 소통과 정보 공유

3. 기존에 익숙하지 않았던 종목으로의 입문을 쉽게 도움

4. 스포츠 의류, 용품 등의 광고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과 수익 창출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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