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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TV에서 OTT로 시청 수단이 변화하면서 스포츠 중계를 보는 젊은 층 시청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경

기장으로 스포츠를 보러 오는 팬들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 관계자들은 고정 팬 층의 

흥미 증진과 신규 팬 층의 유입을 위해 스포츠 관전에 AR(증강 현실)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활용과 

직관에도 적용 가능한 AR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AR 스포츠 관전의 

사례를 스포츠 중계와 경기장 관전으로 분류해 조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AR 스포츠 관

전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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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포츠는 방송 중계와 경기장 관람을 통해 오랫동안 복합 문화 

콘텐츠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의 변화로 TV로 

스포츠를 시청하기보다는 PC, 모바일, 또는 태블릿으로 스포츠를 

시청하는 젊은 층이 늘어남에 따라 OTT(Over The Top) 서비스 

업계가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한 몇몇 중계에서는 

스포츠를 AR(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AR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환경이 스포츠 중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기장 관람에도 적용된다. 최근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증가로 

인해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스포츠 경기를 보러 

오는 팬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경기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다양한 

AR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기존 팬 층 뿐 만 아니라 신규 팬을 스포츠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AR 스포츠가 어떻게 

헤서 탄생했는지 알아보고 AR을 스포츠 관전에 적용한 사례를 스포츠 

중계와 경기장 관전으로 분류해서 조사한다. 그 후 AR 스포츠 관람의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점으

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AR 스포츠 관전이 더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기술적 관점과 접근성 향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을 통해 AR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II. The Main Subject

1. 미디어의 변화와 AR 스포츠 관전

최근 미디어의 변화로 스포츠를 시청하는 방법도 다원화되고 있다. 

최근 모바일과 태블릿 플랫폼으로 스포츠를 시청하는 층이 늘어났고 

OTT 서비스의 이용률도 늘어나면서 스포츠 중계도 이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1년 방송매체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로 시청한 방송 프로그램 유형으로 스포츠의 비율이 19.5%가 되고 

OTT 서비스도 이에 발 맞춰 스포츠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스포츠 중계가 더 이상 TV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스포츠계에서는 

이러한 OTT 서비스와 모바일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AR을 활용한 

중계 방식을 시도하면서 기존 시청 대상자들에게도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시청 층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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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AR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시도되고 있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AR로 직관으로만 알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 경기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콘텐츠를 AR로 제공하는 등 스포츠 

관람객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AR을 활용한다.

2. AR을 스포츠 중계에 적용한 사례 

2.1 라리가의 mediapro와 제휴를 통한 AR 서비스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되려면 최고의 중계기술과 혁신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라리가는 AR을 통한 실시간 전술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각 팀 코칭스태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 리베로 비전 테크놀로지’ 

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선수들의 플레이와 득점 상황, 팀 전체 전술적 

대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데이터를 영상에 AR로 나타낸다. 올해부터

는 시청자들에게 이 기술을 활용한 영상을 제공하면서 경기 중계를 

더 혁신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1].

2.2 NBA팀 LA 클리퍼스의 ‘ 코트 비전’ 서비스 

미국의 FOX Sports가 모바일 앱을 통해 NBA 팀 LA Clippers의 

경기 생중계에 AR 적용하는 서비스인 ‘ 코트 비전’을 공개했다. 

코트 비전은 AR과 AI,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중계 서비스로 

코치모드, 플레이어 모드, 마스코트 모드 총 3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코치 모드와 플레이어 모드는 AI를 활용해 화면에 등장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각 선수의 득점, 리바운드, 슛 성공률 등의 실시간 

통계와 이동경로를 AR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다. 

마스코트 모드는 AI가 선수들의 동작과 골대 등을 인식해 특수효과 

애니메이션이 나타나 마치 게임을 하듯 재미를 더했다.

Fig. 1. Court Vision service for LA Clippers [2]

2.3 라쿠텐 모바일의 AR 기술을 활용한 관전

일본에서는 라쿠텐 모바일을 통해 경기가 펼쳐지는 노에비아 스타

디움 에 AR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경기장의 좌석에 배치된 태블릿 

PC로 경기장의 피치를 비추면 선수의 정보가 AR로 표시되어서 

관중들로 하여금 관람을 하면서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하프타임에는 태블릿 PC에 AR을 활용한 게임을 

제공하면서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하프타임에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3].

2.4 SK 와이번스의 ‘오클루전’ 을 활용한 AR 서비스

2019년에는 SK 와이번스가 ‘오클루전‘이라는 AR을 활용한 기술

로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문학야구장의 전광판에는 와이번스의 

상징 동물인 비룡이 AR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났다. 또 비룡이 카메라를 

비춰주는 곳을 따라 움직이고 빛의 방향에 따라 반응하도록 해 관중들

에게 더욱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Fig. 2. Dragon Utilizes Technology in stadium [4]

또한 AR 앱으로 각 이닝 사이에 야구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퀴즈에 답한 350여명의 AR 종이비행기가 한데 뭉쳐 다양한 SKT 

모형을 만드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혼자 보는 AR이 아니라 경기장 

관중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경기장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3. AR 시스템 환경에서의 스포츠 활성화 방안 

3.1 AR 스포츠 관전에 대한 전망

AR을 활용한 경기 중계는 전망이 밝은 편이다. AR은 모바일을 

사용자 기반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 보급의 확산이 빠르다. 그리고 

스포츠를 보는 젊은 층이 모바일 OTT 서비스를 통해 경기 중계를 

소비한다는 점은 AR의 시장 연착륙이 쉽다는 이유로 분석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중계 카메라의 배치나 관련 편집 기술 난이도가 

낮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하지만 AR 서비스 중 

프레임이 끊기거나 화질이 저하되는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경기장 관전에 AR을 적용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편이다. AR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95%에 달한다는 것은 긍정적

인 요소로 분석된다. AR 서비스의 대부분은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람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 PC의 비용 

대비 관람객 증가의 기대 효과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특정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만 A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종사자들이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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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R 스포츠 관전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

AR을 활용한 스포츠 관전은 현재까지는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계 부분에서의 영상 화질 저하 등의 문제는 오히려 

기존 시청 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 향상은 

AR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또한 유료화 서비스는 신규 

시청 층을 유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료 중계 서비스에서도 AR을 

활용하면서 홍보를 유도하는 것도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경기장에서의 AR 활용에 있어서는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작은 혜택을 주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AR의 활용이 스포츠팬으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나, 팬의 본질적인 요구에 충족하는 

지 여부도 따져보면서 활성화에 힘을 써야만 기존 팬 층에게도 만족스

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 팬 층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5].

3.3 AR 스포츠 관전에 대한 설문 조사

AR 콘텐츠의 향후 전망을 보다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의 축구, 야구, 농구, 기타 스포츠 게시판에서 67명의 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AR 스포츠 관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3은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경기장 관전을 하면서 AR 콘텐츠를 

이용한 적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이다.

Fig. 3. Results of the use of AR content while watching sports

조사 결과 AR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79%, 이용한 

사람들은 21%로 AR 콘텐츠를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는 AR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이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이다.

Fig. 4. Results of why AR content was not used

51%로 콘텐츠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고, 콘텐츠의 접근성이 낮다는 응답이 37%, 콘텐츠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10%로 뒤를 이었다. 결국 AR 스포츠 관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조사 결과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AR 콘텐츠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콘텐츠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Fig. 5. Results of inconvenience in AR content 

그림 5에서 설문 결과 내용은 특정 앱을 설치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료로만 볼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19%, AR 중계의 화질이 저하되어 보기 불편하다

는 의견이 12%로 다음을 차지했다.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 방안인 AR 스포츠 

중계의 화질 개선과 무료 중계로 전환을 하면 AR 콘텐츠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Fig. 6. Results of intention to use AR broadcasting if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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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명 중 48명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비율은 72%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16명으로 24%, 부정적인 의견은 3명으로 4%라는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Fig. 7. Results of intention to use AR content if it 

provides benefits

그림 7은 두 번째 해결 방안인 경기장에서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AR 콘텐츠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조사했다.

총 67명 중 57명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비율은 85%로 

첫 번째 해결 방안보다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6명으로 9%, 부정적인 의견은 4명으로 

6%의 비율을 차지했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아직까지는 AR 콘텐츠는 대중화

되지 않았지만 앞서 제시한 방안, 즉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무료 

중계를 통한 접근성 강화, 경기장에서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AR 콘텐츠를 통한 스포츠 

관전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본문의 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가 증명한다. 그러나 제시한 방안 

중에서 홍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포츠와 방송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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