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해시태그는 참여자 집계에 활용되며, 1인당 1천 원의 금액이

보 도 자 료
문 의 : 서현일 홍보팀장 02-6203-1999, seo1@gamek.or.kr
배포일 : 2020.09.15.(화) 배포 시점 기사화 가능

적립된다. 누적 후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트북 컴퓨터 지원 사업에 전달된다.
각계에서 활약 중인 다양한 ‘아이머게이머’의 캠페인 영상도

총 매수 : 2매

공개된다. 첫 주자로는 게임 OST 기반 오케스트라 공연을 전문으로
하 는 플래직의 진솔 대표가 출연해 게임이 가진 의미, 게 임 음악과
오케스트라의 접목 계기 등 에 대 해 소 개 한 다. 진 솔 대 표 는 현재

“게임의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대 구MBC교향 악 단 의 전임지휘자이자 아르티제의 예술감독, 말 러
리 안 의 상임지휘자 등 역할을 맡고 있다.

- K-GAMES, ‘아이머게이머(I'm a Gamer) 챌린지’ 캠페인 전개
- 이용자 ‘겜밍 아웃’ 통해 게임 긍정 경험 및 가치 공유

각각의 영상은 캠페인 기간 매주 화요일 업로드 되며, 한국게임

- 참여 1인당 1천 원 적립…누적 금액만큼 노트북 컴퓨터 기부

산업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임과 깊은 연관이

- 진솔 지휘자 시작으로 매주 새로운 캠페인 영상 공개

있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반가운 ‘아이머게이머’가 차례

- 추첨 통해 게임음악 오케스트라 초대권, 문화상품권 증정

차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6_uG9doggiEj2mfYgW7LAQ)

자신만의 즐거웠던 게임 경험을 소개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게임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의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는 ‘아이머게이머(I'm a Gamer)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K-GAMES는 챌린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머게이머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게임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로, 오는 12월 2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챌린지 기간 매주 63명의 ‘금주의
게이머’를 선정하고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증정한다.

(캠페인 기간 : 9월 15일 ~ 11월 23일)

이번 캠페인은 최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기기를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게임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문화 콘텐츠인 만큼 보다 많은
게이머들이 뜻깊은 일에 참여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본인이 게이머라는 사실을 알리는 ‘겜밍 아웃’을
통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게임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
게임에서 받았던 긍정적인 영향이나 즐거웠던 점을 작성해 개인 인스타

한편,

캠페인과

관련된

보다

그램에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해시태그는 #(빈칸)게이머로, 직업・
성격・가족관계 등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빈칸)을 채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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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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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