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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신속’, ’정확’, ’전문성’ 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고객중심의 
㈜에이피케이어플킹의 GLOBAL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GREETING 

FOR GLOBAL APPS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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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HCI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가치 
(Values) 

혁신 
(Innovation) 

고객중심 
(Customer-Centered) 

신뢰 
(Trust) 

사람과 사람, 사람과 가상공간을 이어주고 신뢰를 기반으로 앞선 기술력과 도

전, 고객중심의 혁신적인 사고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어플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GREETING 

신속 

정확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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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 ’전문성’ 을 갖춘 

㈜에이피케이어플킹 

스포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재가공, 판매 

대용량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AI 기술보유 

스포츠 포털운영 

e-sports 프로게임단 운영 

 -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CHANNEL NETWORK 

고객맞춤형 반응형 웹사이트, 앱, 모바일 사이트 제작, 서버구축 및 운영 

솔루션 제작 판매 

회사명 : ㈜에이피케이어플킹 

대표이사: 김다남 

사업분야 

- 지식기반서비스 

- 인공지능,빅데이터,데이터마이닝 

직원수 : 19명 

설립일자 : 2016년 2월 22일 

인증 :  KS Q ISO 9001:2015  

                 ISO 9001:2015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9        

           스타팅 B/L 7층 

대표전화 :  02-569-5701 

팩스 :  02-569-5702 

웹사이트 :  http://appsking.net  

기업정보 BUSINES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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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HISTORY 

도약기 

2017.  01 신기술 인정(기술보증) 
 
2017.  02 본점 이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9  
                 스타팅빌딩 7층    
 
2017.  03 빅데이터 관련 특허출원 3건 
                서비스, 상표등록 완료 
                단국대학교  가족회사 등록 
                한국성장금융 기관추천 IR 
 
2017.  05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단국대학교  기술창업 
                (스카우터 기업선정) 
                따고요픽(특허기반)   
                안드로이드 마켓등록 
                네이버 콘텐츠제공 계약체결 
 

2017.  06 기술평가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기업인증 
                저작권, 프로그램 등록  
 
2017.  07 빅데이터 특허등록 완료 
 
2017.  10 빅데이터  특허등록 완료 
                나이스평가 우수기업인증 
 
2017.  11 따고요픽 유료화 
                안드로이드 어플 출시 
 
2017.  12 ISO  e스포츠 프로게임단 
                데이터마이닝 추가심사 완료 

구축기 

2014. 01 연구개발시작 
 
2016. 02 ㈜에이피케이어플킹 창립 
 
2016. 05 스포츠포털 사이트 개발 완료 
               픽정보 기술개발 완료 
 
2016. 06 특허, 상표출원 
               프로그램 등록, 저작권 등록 
 
2016.  08  APK  PRINCE  e스포츠 프로선수단  창단  
2016.  11 기술평가 우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6.  12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정확도 

빅데이터 스포츠 승부예측 가능  

지능형 분석 데이터 스포츠 경기 예측 

빅데이터 AI 플랫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승부예측  

 최근 주요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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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HISTORY 

2018.  01 빅데이터 특허등록 2건 완료,  따고요픽 아이폰 어플 출시  

 

2018.  03 빅데이터 특허등록   

                 IBK 투자증권 지정자문인 계약,  IBK 투자증권 코스닥주관사 계약 

                따고요 스포츠포털 오픈 

 

2018.  05 2018 대표이사 김다남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수상 

 

2018.  06 2018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2018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뉴스 자동작성관련 특허 출원 

                 로봇기사 자동생산 MOU 협약 (OSEN) 

 

2018.  09 운세/로또 앱 리뉴얼 및 아이폰 출시 

                 ‘APK어플킹, E스포츠 발전 위해 전남과학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8.  10 에이피케이어플킹, 배틀그라운드  프로팀 ‘빅픽쳐’와 네이밍 스폰서  계약 체결 

 

2018.  11 특허등록 

                 -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인공지능 실시간 스포츠 기사 자동 작성 시스템 및 방법  

 

2018.  12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여성가족부 )  

 

2019.  01 배틀그라운드 프로팀 창단  

                 KBS 스포츠기술과학원과 E스포츠 관련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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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2016.07 

2016.11 

특허출원 
스포츠 경기의 승리팀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가상의 수익률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 

2017.03 특허출원 
스포츠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예측 분석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빅데이터 환경에서 군집 및 연관규칙에 기반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시계열 자료 분석 
시스템 및 방법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예측 시스템 및 방법 

2017.03 단국대학교 가족회사 등록  
서비스등록, 상표등록 완료 
한국 성장금융 추천기관 IR 

신기술인정(기술보증)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인증 

(주)에이피케이어플킹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NICE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2017.01 

2016.06 - 07 홈페이지 전체 저작권 등록 
상표출원, 저작권 등록 

2017.05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단국대학교 기술창업 스카우터 기업선정 

2017.06 기술평가인증(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인증, 저작권등록, 
프로그램 등록 

2017.07 

특허등록 
빅데이터 환경에서 군집 및 연관규칙에 기반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시계열 자
료 분석 시스템 및 방법 

2017.10 

2017.12 ISO인증 e스포츠 프로게임단 데이터마이닝 추가심사 완료 

특허등록 
스포츠 빅데이터기반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예측 분석 인터페이
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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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특허등록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인공지능 실시간 스포츠 기사 자동 작성 시스템 및 방법 

2018.09  운세/ 로또 앱 리뉴얼 및 아이폰 출시 
‘APK어플킹, E스포츠발전 위해 전남과학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KS Q ISO 9001:2015 / ISO 9001:2015 인증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2018.05 2018년 자랑스런 시민대상 수상(주관기관 :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2018.06 
2018년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수상(한국일보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2018년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수상(한국일보 주최, 한국특허정보원, 대한변리사회 후원)  
뉴스 자동기사 작성 관련 특허출원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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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특허등록 
스포츠 경기의 승리팀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가상의 수익률게임을 제
공하는 서버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예측 시스템 및 방법 
따고요픽 아이폰 출시 

2018.03 특허등록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예측 시스템 및 방법 

2018.12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여성가족부) 

2019.01 PUBG팀 APK PRINCE 창단 
KBS 스포츠예술과학원과 e스포츠 교류협약 체결 



김다남 

이사 

(CFO)
강신창 

이사 

(CTO)
박상민 

마재범 

임직원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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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PRESS 

2017.02 

2018.03 

2018.04 

2018.05 

‘레전드 프로게이머가 만든 게임은 어떨까’, 아이디어가 힘 

에이피케이어플킹 '따고요', 지능형 데이터분석 앞세워 스포츠 경기 예측 

APK어플킹, 스포츠 빅데이터 AI 플랫폼 ‘따고요’ 서비스 

APK어플킹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따고요’, 스포츠 데이터 분석 통해 경기결과예상 

빅데이터 통해 스포츠 승부 예측 가능… 스포츠 분석 플랫폼 '따고요' 눈길 

에이피케이어플킹,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가능한 ‘따고요’ 플랫폼 개발 

4차 산업혁명 꽃 '인공지능(AI)', 게임분야부터 스포츠 예측까지 다양한 적용 

따고요 빅데이터 스포츠 분석 플랫폼 정확도 새로운 시대 열린다 

에이피케이어플킹 ‘따고요’, 지능형 데이터 기반으로 스포츠 경기 분석 성공 

빅데이터 활용한 스포츠 경기 분석, APK어플킹 ‘따고요’가 이끈다 

스포츠 분석 정확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따고요'로 확률 끌어올렸다 

빅데이터 기반 스포츠 경기 분석 웹 서비스 '따고요', 데이터 분석 기술 고도화 

따고요, 빅데이터 기반 야구 등 스포츠 분석 정확도 `고공행진` 

축구 분석 정확도 상향, 스포츠 경기 분석 플랫폼 '따고요' 

APK어플킹 김다남 대표, AI 플랫폼 따고요로'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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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APK어플킹, ‘로봇 기사 생산 시스템’ 공동 개발 나선다. 

언론기사 PRESS 

2018.06 

월드컵묘미는 승부예측…’따고요’ 높은 축구경기 실시간 분석 정확도로 화제 

APK어플킹, OSEN과 ‘스포츠 전문 로봇기사 생산 시스템’ 공동구축 나서 

APK어플킹, OSEN과 ‘로봇기사 생산 시스템 개발’ MOU 체결 

스포츠 빅데이터로 살펴본 월드컵 8강 진출팀 우르과이-프랑스-벨기에-브라질 

2018.07 

스포츠 승리팀 예측에 A.I 빅데이터 활용 

2018.08 

스포츠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렛폼 ‘따고요’,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정보제공 

2018.09 

㈜APK어플킹, 전남과학대학교와 E-Sports 발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스포츠 빅데이터로 본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축구 금사냥 할까 

2018.10 

에이피케이어플킹, 배틀그라운드 프로팀 ‘빅픽쳐’와 네이밍 스폰서 계약체결 

2019.01 

[오피셜]공격적 행보 시작한 APK, 대대적 LOL리빌딩 이어 배틀그라운드팀창단 

APK어플킹, KBS 스포츠예술과학원과 E스포츠 관련 협약 체결 

‘광폭 행보’ APK, KBS 스포츠예술과학원과 E스포츠 교류협약 체결 

2019.02 

[단독] 프로게임단 APK, 강남 한복판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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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산업 혁명과 연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인프라 구축 산업육성 방안에 일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연구분야에 전략과제 지원 

 
AI 빅데이터가 ICT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AI 빅데이터를 단순정보가 아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지능형 데이터로 인식 

 
대량의 AI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재가공, 처리하는 기술 개발 
 -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각 그룹이 가진 결과 데이터에 가중치 및 재그룹, 연관, 군집등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여  
정확도 향상 

 
지적재산권 확보(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를 통한 기술 신뢰성, 전문성 증진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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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장분석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 성공률 가속화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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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020년 까지 8억 9천만달러 규모 성장 
- 전 세계 빅데이터 인프라 시장은 2019년까지 486억 달러 규모 
  (연평균 성장률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IT접목 융합 스포츠적용 사례 증가 

정부의 스포츠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14-2018)에 따른 기술개발 

- 비전 : 융복합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1540억원) 
- 스포츠산업 선순환 생태계기반 조성(180억원) 
- 스포츠 잠재 수요확대 (390억원) 
- 융복합형 미래 스포츠 시장 창출(630억원) 
- 스포츠 시장규모는 2013년 37조원에서 2018년 54조원 성장 
- 스포츠산업 일자리 2013년 23만명에서 2018년 27만명으로 증가 

스포츠, 레저 분야의 고객의 니즈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확산 
(※ 시장을 새로 형성하는게 아닌 이미 타겟고객들이 있는 시장 존재) 

- 스포츠 커뮤니티 사이트(국민체육진흥공단 2014. 16만 5천개 운영 
그중 축구가 3만여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고요픽 주요 핵심 기술 
 
자발적 참여와 재미요소로 스포츠분야 고객관심 증대 
스포츠분야에 AI 빅데이터 및 데이터마이닝등의 ICT(정보통신기술) 적용확대 
 
스포츠 빅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승리라는 종속변수
에 어떤 독립변수들이 중요한지를 분석하여 승리팀을 예측하는 

 
“스포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재가공을 통한 스포츠 승리팀 예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기술명칭 
스포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재가공을 통한  

스포츠 승리팀 AI 예측 프로그램 

기술핵심단어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인공지능, 시스템 S/W 

적용형태 
API(JSON/XML/CSV/DB Dump/TXT) 

RAW DATA 제공,부분데이터 

적용방법 각환경에 맞는 고객맞춤형(운영체제별, DB유형별) 

적용범위 
서버구축, DB설계, 시스템 S/W, 데이터판매, 솔루션구축, 컨설팅,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신생회사 인큐베이팅 

적용분야 
각 스포츠단, 정부 R/D기관, 포털(NAVER/KAKAO),학술기관,  
언론/방송,스포츠 커뮤니티, 스포츠마케팅, 브랜드 가치평가)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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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포털 운영 
(http://ddagoyo.com) 

재미, 전문성을 갖춘 콘텐츠, 빅데이터 스포츠 분야 전체 데이터 제공 

커뮤니티 콘텐츠,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미식축구, 골프등 

각 포털 “따고요” 검색 

구 분 주요 서비스 

실시간 승리팀 예측 
(특허) 

실시간 승리팀  예측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 경기데이터 정보, 경기일정 / 결과, 전반전 점수 등  

승률 역대전적, 승률 

경기데이터 선발라인업, 선수정보, 총 골인 수, 골인통계, 랭킹통계 등 

데이터 베이스 선발라인업, 선수정보, 선수통계, 실시간데이터, 경기데이터  

PC,TABLET,MOBILE 에서 반응형으로 동작하여 어플 설치 없이 기기마다 같은 화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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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포털 따고요 콘텐츠, 따고요 웹페이지 반응형 

뉴스, 스코어보드, 픽정보 AI(승리예측프로그램 특허) , 운세, 로또분석기 

- 축구, 농구, 하키, 배구, 야구, 미식축구, LOL, 스타 등 전 종목 스포츠 경기정보, 실시간 데이터 이용이 가

능하며 상대전적, 포메이션 정보, 선수정보, SNS데이터, 응원하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실시간 데이터로 제공하여 ‘신속’, ‘정확’,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정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롤 프로게이머 유튜브 영상으로 당사 운영중인 APK PRINCE 선수단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 

   (독점 초상권) 

- 회원 확보를 위하여 모든 콘텐츠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형태로 제공되어 개별 어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분야에서 콘텐츠 어플화로 추가수익 발생  

- 재미와 즐거움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기술적 차별성 
1. DB기술로 고객맞춤형으로 부분데이터 제공가능 
2. 실시간 승리예측(특허등록) 
3. 각 데이터 수집, 분석, 가공 프로세스(특허등록) 
4. 현직 롤 프로선수의 동영상 제작 
5. 각 콘텐츠 개별 어플화 
6. 사행성 아닌 클린스포츠 지향 
7. 다양한 방식(XML, JSON, SQL DUMP, TXT, CSV) API제공 
8. 다양한 플랫폼(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모바일에 적용)으로 독립적으로 제공 
9. 모바일, 태블릿,PC에 각 기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크기조절이 되는 화면형으로 
      서비스 제공 
10.  위젯 형태로 쉬운 사용 가능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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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고요픽 콘텐츠 어플 

따고요픽은 특허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재가공하여  
스포츠 승리팀를 예측하는 AI콘텐츠로 어플(아이폰, 안드로이드)로 제공되어  

회원확보를 통한 수익발생 

- 축구, 하키, 농구, 야구, 배구의 전세계 경기 예측정보제공 

- 픽스터의 한경기당 주관적인 요소가 아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지표로 

한게임이 아닌 한종목에 대한 지불 방식임(가격차별화) 

- 베타서비스 종료후 인앱을 통한 결제시스템 구축  

  픽정보 1회 이용시 500원소모 , 한번구매시 20회를 이용할수있는  10,000원짜리  

  이용권을 구매하여 따고요픽 이용 

(*회원10만명 기준 10~15%가 이용하였을시, 1인당 평균 3개종목 유료결제, 각 10,000원) 

 - 15,000 * 3 * 10,000 * 12 = 54억원 매출 

 - 구글광고 애드센스, 자체수주 광고등 수익 추가 발생 

 (*타사의 스포츠픽은 주관적인 요소로 종목기준이 아닌 개별 경기당 분석으로 500-1,000

원의 유료서비스로 가격경쟁력에서 월등)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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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고요로또 콘텐츠 어플 

로또분석기는 재미로 볼수있는 콘텐츠로 랜덤으로 번호가 발생되며  
최근당첨됐던 번호를 제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당첨예상번호 결과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서 돌려보는 재미가 있는 콘텐츠로  
어플(안드로이드)로 제공되어  회원확보를 통한 추가수익 발생 

- 최근당첨되었던 번호를 제외할수있는 기능 제공 

  (729회차 2등 당첨자 배출, 20,000번 참여) 

- 따고요랜덤로또는 완전 무료로 회원들이 이용가능 

- 따고요브랜드화를 통한 따고요픽 인지도, 신뢰도 향상 

- 구글광고(애드센스)의 집계는 독립적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3개의  

  어플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무료어플을 통한 광고수익을 극대화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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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고요운세 콘텐츠 어플 

따고요운세는 사주풀이,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성명풀이, 궁합, 별자리운세,  
나의 탄생화운세, 꿈해몽등의 다양한 운세 

정보 콘텐츠로 어플(안드로이드)로 제공되어 회원확보를 통한 추가수익 발생 

- 사주풀이,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성명풀이, 궁합, 별자리운세,  

  나의 탄생화운세, 꿈해몽 운세정보제공 

- 성명풀이의 경우 자동한자변환기능 제공 

- 따고요운세는 완전 무료로 회원들이 이용가능 

- 따고요브랜드화를 통한 따고요픽 인지도, 신뢰도 향상 

- 구글광고(애드센스)의 집계는 독립적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3개의  

  어플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무료어플을 통한 광고수익을 극대화 

사업분야 BUSINESS LINE 

20 



e-sports LOL APK PRINCE 선수단 운영 

APK PRINCE e-sports 프로 선수단 

로고 

APK PRINCE 소개 
2018 10월 배틀그라운드 팀 “빅픽쳐” 네이밍스폰 
2019 01월 배틀그라운드 팀 창단 
2019 LOL 챌린저스코리아 스프링 정규순위 2위 

2016년 새롭게 출범한 리그오브레전드 APK PRINCE는 급변하는 e스포츠  
문화환경속에서 e스포츠 위상 재정립 및 독립문화 육성, 소비자,팬중심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e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화로서 e스포츠가 향유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혁신 
전략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e스포츠 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성원해주시는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한한  
가치창조로 더 나은 내일을 선도하는 힘찬 도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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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PRINCE 유튜브 채널 영상 

※ APK PRINCE 유튜브 채널 

○ e-sports 산업은 해외에서 정식스포츠로 인정하는 추세 
  - 스포츠 구단 e스포츠 게임단 창단  
    (스페인 라리가 명문 발렌시아 CF ,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FC샬케04)  
  - 스포츠 스타(네이마르, 샤킬오닐, 호나우도)  e스포츠 투자  
 
○ 네이버TV와 콘텐츠 제공 파트너 계약 
   - 글로벌 방송서비스로 ㈜에이피케이어플킹 신뢰도, 이미지 향상 
 
○ e-sports 산업의 인프라구축 및 생태계구성중인 글로벌 게임사와  
    계약체결 완료 
   - 삼성, SK, CJ, KT, 롱주, BBQ등 대기업이 참가하는 롤 리그대회에  
     ㈜에이피케이어플킹이 운영중인 APK PRINCE가 함께 참가하여  
     회사이미지 제고 및 홍보강화 
   - 유튜브 글로벌 방송서비스를 통해 ㈜에이피케이어플킹의 신뢰도,  
     이미지 향상 

사업분야 BUSIN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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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PRINCE 네이버TV 채널 영상 

※ APK PRINCE NAVER TV 채널 

○ 네이버TV와 콘텐츠 제공 파트너 계약 
   - 글로벌 방송서비스로 ㈜에이피케이어플킹 신뢰도, 이미지 향상 
   - 유튜브와 달리 네이버TV는  자체 심사를 통한 파트너 계약이 체결 
     되어야 동영상 업로드 권한을 부여받음 
 
※네이버는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이버 티비캐스트’와 고화질 
영상 중심의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 앱의 브랜드명을 ‘네이버 TV’로 리
브랜딩 

사업분야 BUSINESS LINE 

23 



㈜에이피케이어플킹은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파트너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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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rts ZONE 시설인프라 사업 (진행중) 

사업분야 BUSINESS LINE 

e-sports ZONE 종합엔터테인먼트센터 

24시간 e스포츠 + 복합멀티 놀이시설 

(방탈출, 인형뽑기, 오락실, 노래방, VR방, 카페 등) 

아마추어 경기대회 개최 

프로 및 아마추어 아카데미 운영 

2018년 강남역일대(유동인구 100만명)에 1개 센터 구축 

2019년 최대 5개 센터 구축 

 
e-sports ZONE 프랜차이즈 

PC의 제조, 판매, 유통 등 원프로세스 운영 및 관리 

APK PRINCE의 실시간 경기관람 및 이벤트 개최 

실제 프로선수급 게임공간 설치로 체험학습 제공 

아마추어 경기대회 예선전 개최 

2019년 직영 5개 오픈 

라이엇(롤), 블루홀(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개발사들과 연계 e-sports ZONE 홍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마추어 경기대회 독점 개최 

프로선수 양성 및 관리 능력 보유 

e스포츠 산업의 높은 이해도  

게임 개발사들과의 높은 친밀도 

e스포츠 프로구단 운영 노하우 

e스포츠 게임 개발사의 국내시장 저변확대 니즈 증대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대학,기관 연계 프로선수,지도자양성 
대학, 기관 연계 해설가/캐스터 육성 

e스포츠 프로팀 창단 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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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에이피케이어플킹은 강한 열정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