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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제공하고 소통의 장이 되는 Esports 중계 서비스”

E-sports 시장은 2017년에 시장 규모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매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많은 게임 리그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중계하는 플랫폼(트위치, 유튜브 등)도 함께 인기를 얻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진의 해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 방식 때문에 새로 E-sports에 접하는 팬들에게는 진입장벽이 
형성되었고 E-sports 시장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E-sports 중계 서비스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유저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새로운 방식의 인터랙션으로 제공하는 
반응형 E-sports 중계 서비스 App을 디자인했습니다.

What

E-sports
게임 리그 중계

Who

E-sports 팬
Actor

Stakeholder

E-sports 관계자

How

인터랙티브 UI를
통한 경기 정보 제공



PROJECT GOAL
Flick을 통해 사용자에게 중계 중에 해당 게임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중계 정보의 제한적이고 일방향적인 
제공 방식으로 인해 형성되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잠재적 팬층을 확보하여 E-sports 시장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S-IS TO-BE

해당 게임에 대한 높은 이해 요구

게임 중계 정보의 제한적인 제공

경기 현황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부재

중계중인 게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

중계 화면에서 유저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AI 챗봇으로 실시간 피드백 제공



RESEARCH
E-Sports 시장은 2016년 기준 국내 830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2019년에는 세계 시장 1조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 기준 국내 E-sports 산업 규모

1072

2019201620152014

463

325

194

단위: 백만 달러

2016 기준 국내 E-sports 산업 규모

2016 TOTAL

830억 원

25.6%
구단 예산
212.7억원

44.8%
방송 분야
327.3억원

16.4%
스트리밍 및 포털
136.4억원

7.6%
온/오프라인 매체
62.9억원

5.5%
상금 규모
46억원



RESEARCH

국내 E-sports 유저 구성게임별 콘텐츠 이용 유형

Players Only Players &Viewers Viewers Only

남성
75%

10/20대
51%



BACKGROUND - Survey

Q1. E-sports 중계를 시청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 내가 응원하는 프로게이머의 화려한 플레이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의 희열감

● 선수의 플레이를 감상 및 분석해,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 ( 전략, 스킬, 전반적 플레이 등)

● 내가 할 수 없는 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

● 해당 게임에 대해 잘알지 못하면 중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 중계진이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져서

● 프로게이머의 경기를 봐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리감 때문에

Q2. E-sports 중계를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중계되고 있는 게임의 현황(정보) 전달

● 옵저버가 게임 속에서 중요한 상황들을 잘 캐치해서 보여주는 것

● 같은 팀을 응원하는 시청자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교류 할 수 있는 창구 

Q3. E-sports 중계를 시청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게임같은 경우, 중계 현황을 이해하기 힘듬

● 정신없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적절한 정보표시의 부재

● 옵저빙 시점을 내 마음대로 볼수 없음

Q4. 기존 E-sports 중계 방송에 대한 불만 혹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새로운 기술, 전략, 아이템 활용법등을 보게되면 그 것을 따라해보고 실전에 도입해봄

● 선수의 플레이를 감상하고 분석하여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

Q5. E-sports 중계 시청이 게임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E-sports 중계 서비스에 관한 설문
(2018.04.20 ~ 04.28) - 설문 인원 100명중 97명 응답

응답자 성별 응답자 연령 응답자 이용 유형



STRATEGY

국내 E-sports 유저에 대해 리서치한 결과, 게임 주 소비 계층인 10/20대 남성이 E-sports 주 소비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각 게임별로 게임 플레이만 하는 유저, 중계만 시청하는 유저, 둘 다 해당하는 유저 세 타입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과 E-sports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 요건 두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중장년층과 여성 유저와 같은 잠재적 소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존의 편중되어있던 E-sports 소비 계층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게임 플레이만 하거나 중계만 시청하는 유저들을 둘 다 소비하는 유저 타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01. 유저 분석을 통한 주요 서비스 타겟 설정

설문 결과, 답변들이 대부분 동일한 양상을 보여 총 3가지의 항목으로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려진 Pain point와 needs를 토대로 Main feature를 도출했고 이를 통해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02. 설문 조사를 토대로 E-sports 중계 이용의 Painpoint 및 Needs의 Solution 도출

Problem & Needs Solution

게임에 대한 정보와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

옵저버가 중요한 장면을 놓칠 때가 많고 시점 번경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프로게이머들의 획기적인 플레이를 배워서 실전에 

도입해보고 싶다.

인터랙티브 UI와 AI 챗봇을 제공해 유저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함

AI 옵저빙 시스템을 제공해, 유저가 직접 시점을 선택하고

미니맵을 이동할 수 있게함 

프로들의 플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튜터링을 통해

유저의 게임 플레이 녹화본을 분석하고 교정 및 팁 전달



LEAN CANVAS

솔루션 경쟁 우위 고객군문제점

게임마다 다른 룰과 전략등의 

요소로 인해 진입장벽 형성

- 타겟층 추가 확보 어려움

다양한 게임 장르가 있음에도 
동일한 포맷의 중계 방식
(옵져버, 정보 제공 UI) 

리그와 구단의 높은 스폰서 의존

- 다양한 게임 리그와 구단 
유치 방해요소

기존 E-sports 팬

게임에 관심은 있지만 E-sports를
즐기지 않는 게이머

기존 케이블 게임 방송국
(OGN, 스포티비 등등)

게임 제작사 및 E-sports 관계자

게임 관련 굿즈 or PPL 스폰서

고유의 가치 제안

중계진에 의한 일방적으로 전달

되는 한정된 정보에서 유저가 

필요한 정보를 중계 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음

중계가 어렵던 게임들의 리그

활성화 가능성 증대

(옵져버등의 정보 전달 문제가 

있던 게임들) 

게임 개발 업체들은 관전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와 

직접 플레이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함께 갖춘 게임

개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음

게임과 구단별 굿즈 판매와 후원

창구 및 수단 제공

(무스폰서 팀의 존속에 기여)

기존의 게임 중계 플랫폼에서 

반응형 정보 콘텐츠 추가

(중계 화면에서 탭, 플리킹등의

인터랙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습득)

AI 옵져버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함

핵심 지표

게임 중계 서비스 이용객

서비스 내 소액결제

외부 투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즉각적으로 

변동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해 유저에게 제공

(팀 경기 후 리그 순위 변동과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 등)

리그와 구단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스포츠 구단들의 굿즈 판매 

및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관련 

서비스 연계 및 후원 창구 제공

정보 습득의 용이성

타 게임 팬들을 포함한 비주류
타겟층 흡수 가능

보다 진보한 중계 시스템
(AI 옵져버, 반응형 정보 제공)

채널

SNS

TV 및 유튜브 미디어 광고

각 게임 커뮤니티

E-sports 및 구단 홈페이지

비용 구조

서버 유지 비용

게임 중계 라이센스등의 저작권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수익원

플랫폼 이용료

앱 내 소액결제 - 프라임 회원 등의 유료서비스

리그, 구단 후원비 일부(수수료)

게임 관련 굿즈 판매자 및 제조업체 - 홍보비, 중개비중계비

홍보료



BUSINESS MODEL
E-sports 중계 플랫폼인 FLICK은 B2C 사업구조로 이뤄지며, 게임 리그, 게임 제작사, 구단 등의 사업체들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시청자들과의 소통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새로운 중계
서비스 개발

구단/선수방송사 홍보

중계 게임 정보
커뮤니티 및 튜터링

새로운 게임성

중계 특화
개발 협업

구단주

프로게이머

구단�마케터

광고 수익

중계특화
게임콘텐츠 

게임 개발
인사이트 제공

중계 수수료

중계 영상
콘텐츠

시청률 및
홍보효과

중계권

홍보비 / 후원비

중계 특화 
게임 콘텐츠

팬덤 형성
후원 / 구독

피드백 / 소통

일반인�게이머 중계�시청자

시청자

게임제작사

MBCGames

OGN

Spo TV



USER SCENARIOS - Persona

1. 유아기 - 브론즈

이름: 한지은
나이: 23세
직업: 대학교 3학년  재학중

사용자 니즈
옵저버가 중요한 장면을 놓칠 때가 많고 시점 변경이 아쉽다.

게임 용어와 히트 스캔, 판정 등의 게임 요소에 대해 잘 알고 싶다.

비즈니스 목표
AI 옵저버를 제공해 중요한 장면을 보다 잘 캐치한다. 

게임마다 시점 옵션을 제공해 자유로운 시점 변경을 제공한다.

AI 챗봇을 제공해 게임과 경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한다.

프로파일
주로 모바일로 오버워치 리그 시청하며, 게임에 소질이 없다 생각해 

자주 플레이하지는 않는다. 대신 응원하는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낀다. 

이름: 박윤정  

나이: 32세

직업: 회사원 대리

사용자 니즈
팬들의 피드백이 해설진과 선수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맵의 전체적인 동향과 내가 주로 플레이하는 챔피언과 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2. 성장기 - 골드

프로파일
퇴근하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모바일로 LCK를 시청한다. 딱히 

응원하는 팀은 없어서 아무 경기나 보며 양 팀의 화려한 플레이를 

즐긴다.  

비즈니스 목표
구단 커뮤니티와 선수 피드를 통해 팬과 구단 및 선수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경기 중 인터랙티브 UI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유저가 

필요로 하는 경기 정보를 제공한다.  

3. 성숙기 - 다이아 이상

이름: 이상혁

나이: 24세

직업: 프로게이머 지망생

프로파일
PC과 모바일 둘 다 이용하며, 실력 향상을 위해 본인이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잘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실제 

플레이에 적용하고자 한다.

사용자 니즈
프로들의 플레이를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고 최종적으로 프로 구단에 입단하고 싶다.

비즈니스 목표
프로게이머들의 플레이 데이터들을 활용한 AI Tutoring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와 연동된 유저의 실제 게임 플레이 녹화본을 AI가 

분석저한 뒤, 플레이를 교정하고 프로들의 팁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IA / MENUTREE

Splash

Login

간편 로그인

Facebook

Google

이메일로 가입

이메일로 로그인

현재 중계중인 게임

중계중이지 않은 게임

이전 경기 리스트

가장 최근 경기

이전 경기 리스트

My Community Profile

Interests

My clips

Tutoring

Hot Issues

Most Popular

Team Feed

Player Feed

GNB Menu

Broadcast Community My page

Game Team

Game Team

My clips Liked clips

Recent My games



Broadcast

중계 화면

재생 정보 시점 변경

AUTO FPV TPV

스코어 보드

Clip 녹화

Quality Sound

설정

오픈 채널

Team 1

Team 2

생방송

재방송

Interective UI 채팅

단축키

AI 채팅

중계 화면

재생 정보 시점 변경

AUTO FPV TPV

스코어 보드 Clip 녹화

Quality Sound

설정

Interective UI



UI LAYOUT

메뉴 트리를 통해 정해진 화면에 배치될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려하기 위해 타겟 OS인 IOS11의 가이드에 따라
UI layout을 설계했으며, 또한 손으로 잡는 부분에 기능 요소를 배치하면 뜻하지 않게 터치될 가능성이 높아 회색 영역을 
최대한 비우게끔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각 세로, 가로 화면일 때 어떤 화면과 정보가 배치해야 할지 설정했습니다.

가로 모드 (Landscape)

세로 모드 (Portrait)

가로 화면 (Landscape) 세로 화면 (Portrait)

영상 재생 / 중계 화면
(저밀도, 넓은 마진값)

앱의 전반적인 모든 기능 수행
(고밀도, 적은 마진값)

화면 전환 (가로 모드 버튼, 자이로 센서) 



WIREFRAME



DESIGN CONCEPT

Futuristic Active & Pop Blended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한편의 영화 같은 E-sports 경기를 즐기다.”

사전적 의미
● (속어) 영화

● (손가락 등으로) 튀기다

● ~을 휙 보다

● (버튼, 스위치를) 탁 누리다



COLOR / FONT

Flick의 디자인 컨셉 키워드들을 충족하고 서비스와 잘 나타내는 컬러는 바이올렛 계열이었습니다.
메인 컬러를 바이올렛 계열 내에서 두 가지를 골라 혼용하고 그라데이션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폰트는 타겟 OS인 IOS의 시스템 폰트를 사용하였으며 영문은 SF Pro, 국문은 Apple SD Gothic Neo로 나누었습니다.

Font

Main color Primary color

Icon



GUI OUTPUT



LOGIN

Splash Login Interest - Step 1 Interest - Step 2

이메일 가입과 로그인을 디폴트로 하며 페이스북, 
구글계정으로 간편 로그인 제공 

서비스 이용에 앞서, 유저에게 맞춤 콘텐츠 추천을 
위해 유저가 선호하는 게임들을 조사하는 페이지로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선호 게임 다음으로 해당 게임들에서 응원하는
구단들을 조사하여 보다 자세한 맞춤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유저가 선호하는 게임을 기준으로 각 게임들의 방송 
상태에 따라 분류되며 최상단에는 현재 생방송중인 
게임이 항상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외의 오프라인 
중인 게임은 이전 경기들의 재방송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에서 유저가 제일 먼저 접하는 공간으로 
최상단에는 현재 생방송중인 게임이 위치하며 
추천 및 인기 콘텐츠들이 제공됩니다.

유저와 구단 및 선수들간의 소통 공간으로 진입
하는 페이지로 최상단에는 앞서 선택한 구단들이 
위치하며, 그외에는 최근 인기있는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랭킹등을 제공합니다. 

유저의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3가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Interests, My clips, Tutoring) 

KEYSCREEN

Home Broadcast Community My page



FLOW - Boadcast

생방송 중인 영상 터치 시, 바로 경기 화면으로 
진입하며, 오픈, 팀1, 팀2 채팅 채널과 AI 챗봇 
서비스 제공합니다.

생방송 화면에서 뒤로가기 눌렀을때 진입하는
화면으로 생방송중인 영상이 최상단에 위치하며 
하단에 해당팀의 이전 경기영상들을 제공합니다

현재 방송 중이 아닌 게임의 경우, 가장 최근 
경기순으로 재방송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Broadcast
On air Play list - On air Play list - Rerun



FLOW - Community

Community
Team feed Player feed Search

My community에 등록된 구단 혹은 다른 구단
선택시 해당 팀피드로 접근하며, 팀 하이라이트,
오프 더 레코드 등의 콘텐츠와 선수 목록과 선수
개인 피드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팀 피드 페이지 상단의 선수 프로필 사진을 탭하여
접근 가능하며, 선수 개인 하이라이트, 매드 무비,
개인화면 그리고 팬과의 소통 공간이 제공됩니다. 

검색어 입력을 통해 유저가 원하는 콘텐츠를
바로 제공합니다.



FLOW - My page

Interests My clips Tutoring

유저의 프로필과 선호하는 게임과 구단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 곳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경기 중계 중 캡쳐한 영상 클립들을 모으는
저장소와 다른 유저의 클립에 ‘Like'를 누른 클립 
목록을 제공합니다.  

다른 기능들과 달리 내부에서 생성되고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닌 유저가 녹화한 게임 플레이 영상이
모이고 AI가 이를 분석하여 유저의 게임 플레이를
교정해주고 팁과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FLOW - My clips

My clips
My clips (details) Liked clips

My Clips 에서 더보기 버튼 터치시 진입하며,
우측 상단의 아이콘으로 표시 순서를 변경 가능
합니다.

Liked Clips 에서 더보기 버튼 터치시 진입하며,
우측 상단의 아이콘으로 표시 순서를 변경 가능
합니다. 



FLOW - Tutoring

Tutoring
Tutoring (details)

게임별로 분석된 레코딩 영상들이 나열되며,
우측 상단의 아이콘으로 표시 순서 변경 가능
‘합니다.

Tutoring Video

Tutoring process

유저가 서비스와 게임 계정을 연동하고 게임 플레이를 녹화하면 이를 AI가 분석하여 
유저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들을 찾아 북마크하고 이에 대한 조언들을 영상에 삽입한 
뒤, My page의 Tutoring 페이지에 저장합니다.

Game playing Analyzing by AI  provide Tutoring



FLOW - Broadcast (Chat)

Broadcast (Portrait)
Select Channel AI Chatbot

양쪽 팀의 팬들이 함께 채팅하는 공간인 오픈
채팅과 각 팀별 채팅 채널이 제공됩니다. 

리그와 경기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
답해주는 AI 챗봇이 별도의 탭으로 제공되며,
하단에는 빠르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주 하는 질문 숏컷’을 제공합니다.  



FLOW - Broadcast (Portrait → Landscape)

Broadcast (Portrait) Broadcast (Landscape)



BROADCAST - On Air

게임 생중계는 크게 경기 시작 전과 경기 중으로 상황이 나뉩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곧 있을 경기 정보가 중계진들에 의해 간략히 전달되고, 경기 시작 전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진행될 경기의 정보들을 유저가 직접 확인하며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기 중에는 하단에 게임에 따라 다른 중계 정보 제공 기능이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UI가 제공되며, 이 UI를 
통해 경기의 흐름 및 시점 변경, 클립 녹화 등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01. 오버워치의 경우, 자동 / 1인칭 / 3인칭 시점 변경 / 실시간 스코어보드 / 클립 녹화 버튼이 제공됩니다.

02.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미니맵 이동 / 챔피언 정보 / 실시간 스코어보드 / 클립 녹화 버튼 등이 제공됩니다.

팀 별 리그 성적

상대 팀과의 역대 전적
매치 스코어 및 맵 정보

출전 선수 라인업

선수별 정보

시점 변경 or 시점 이동

(선수 개인화면 / 관전자 모드)
스코어보드 챔피언 정보 클립 녹화

경
기
 시
작
 전

경
기
 중

영웅 선택 

챔피언 선택 / 금지





FLOW - Before the match

상대팀과의 역대 전적을 자세히 보여주며 해당 경기들의 재방송 영상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 남은 시간 / 각 팀의 성적 / 상대팀과의 역대 전적을 제공합니다.

Record



앞으로 진행될 게임들에 선정된 맵과 이미 끝난 경기의 스코어를 알려주며 각 경기마다 
정해진 중앙의 맵을 탭하면 맵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각 팀의 스폰 장소, 대치 구역, 힐링 팩의 위치, 점령 지역과 진행 경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ap set

FLOW - Before the match



FLOW - Before the match

Line up

경기에 참여하는 팀의 로스터 정보(선수 프로필 및 포지션)들을 제공합니다. 좌우 플릭킹을 통해 각 팀의 로스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OW - During the match

자동(AI가 비추는 대로 보기) / 1인칭 - 특정 선수의 시야로 보기 / 3인칭(쿼터뷰)를 
제공하며, 디폴트는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옵저벼 시점 선택



FLOW - During the match

선수 이름 및 포지션 / 플레이 중인 영웅 / 선수별 KDA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보다 자세하게 경기의 흐름 및 판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스코어 보드

게이머의 멋진 플레이, 경기 하이라이트 등 그날 경기의 백미를 유저가 직접 
녹화하고 저장해 참고 자료 및 편집 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립 녹화를 
제공합니다.

클립 녹화





FLOW - Before the match

경기 시작전까지 남은 시간 / 각 팀의 성적 / 상대팀과의 역대 전적을 제공합니다. 역대 전적을 확인하면서 해당 경기 재방송 영상으로 바로 진입하여 기다리는 동안 
이전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Record



FLOW - Before the match

앞으로 진행될 게임들에 선정된 맵과 이미 끝난 경기의 스코어를 알려주며 
각 경기마다 정해진 중앙의 맵을 탭하면 맵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Map set Line up

경기에 참여하는 팀의 로스터 정보(선수 프로필 및 포지션)들을 제공합니다.
각 라인별로 대립하는 양 팀 선수들의 정보를 비교해서 보여주며, 각 선수의 
시그니처 픽과 KDA, DPM 등의 정량적 데이터들을 제공합니다.



Pick up / Ban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경기가 시작될 때에 팀별로 영웅을 선택하고 특정 영웅들을 
금지시켜 상대팀이 준비한 전략에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선수들이 왜 해당 영웅을 선택하고 금지하는지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선수들이 고른 챔피언의 플레이 지표들을 제공해 선택과 금지의 
이유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FLOW - During the match



FLOW - During the match

양의 팀 이름과 매치 스코어와 게임 내의 스코어 (파괴한 타워 수, 글로벌 골드, 킬), 
챔피언 초상화, 미니맵, 오브젝트, 인터랙티브 UI를 제공합니다.

Default 챔피언 정보

챔피언 초상화를 탭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선수가 운용하는 챔피언 정보 
(기본 스테이터스 / 룬 / 스킬 / 아이템)들을 볼 수 있습니다.



FLOW - During the match

선수 이름 / 플레이 중인 영웅 / 선수별 KDA 및 CS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보다 자세하게 경기의 흐름 및 판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스코어 보드

게이머의 멋진 플레이, 경기 하이라이트 등 그날 경기의 백미를 유저가 
직접 녹화하고 저장해 참고 자료 및 편집 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립 
녹화를 제공합니다.

클립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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