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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Basler ace GigE 카메라를 채택한 파노라마 비디오를 통해 
스포츠 비디오 분석 능력 향상  

고객

 � Match Analysis

 �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

 � 업종: 스포츠 비디오 & 통계 분석

 � 수행 연도: 2014 

애플리케이션

Match Analysis는 축구의 고성능 비디오 및 통계 분석용 툴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스포츠에서의 비디오 분석은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매우 심해 최고의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만이 살아남습니다. 

Match Analysis는 최고 수준의 전문 클럽과 미국축구연맹에 12년 

이상 다양한 서비스와 툴을 제공해왔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초반에는 Match Analysis의 제품군이 빠른 발전을 

보이면서 클럽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전문 기술을 활용하도록 

고안된 비디오 툴을 제공해 매니저와 기술 담당자들이 선수들과 대화

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비디오 분석에서 Match Analysis가 파악한 부족한 핵심 요소 한 가

지는 방송용 비디오 또는 사람이 조작하는 디지털 카메라 한 대에 의

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자세한 분석용으로

는 부적합했습니다. 줌이 너무 많이 되어 선수들을 모두 촬영할 수 없

거나 각도가 너무 넓어 세부 묘사를 충분히 할 수 없었습니다.  

Match Analysis의 K2 파노라마 비디오 시스템은 경기 중에 어떤 부

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K2 파노라마 비디오 시스템은 예전에는 포착

하기 어려웠던 전체 경기장 모습을 제공하고 경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코치와 전술가들이 부딪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한 번에 해결합니다.

 
 

솔루션 및 장점  

K2 파노라마 카메라 시스템은 경기장 고정 시설로 이용하거나 이동

식 솔루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원정 경기, 훈련장, 그리고 심지어 

다른 스포츠에까지 그 용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3대의 

Basler ace GigE 카메라를 활용해 경기장 구석구석을 촬영한 뒤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세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연결하여 실시

간으로 경기장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여 

줍니다.

그 결과 임시변통의 광각 솔루션과 부자연스러운 2차원 오버헤드 

애니메이션을 경기장 전체를 덮는 초고해상도 비디오로 대체하고 

팬 및 줌 기능으로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비디오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Match Analysis는 결합된 최종 비디

오와 고성능 사물 추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22명의 선수 모두와 

심판들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Match 

Analysis는 상세한 비디오와 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다양한 툴과 데

이터를 제공해 비디오 자체에 역동적이면서 살아있는 듯한 그래픽

을 그려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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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er 카메라를 이용하는 K2 파노라마 카메라는 이제 북미 지역

의 거의 모든 메이저 전문 축구 클럽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클럽별로 예상되는 전술 분석부터 징계, 심판 분석, 그리

고 심지어 팬들의 경기장 난입과 관련된 보안 검열, 스탠드에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사용됩니다.

K2 파노라마 비디오의 제품 시연 내용은 http://www.match-

analysis.com/k2.htm에서 볼 수 있습니다.

K2 파노라마 비디오의 팬 및 줌 기능은 http://matchanalysis.

com/k2-pan-and-zoom-gallery.htm에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기술

 � Basler ace GigE 카메라 3대

 � 시스템/솔루션: Match Analysis K2 파노라마 카메라 시스템

 � 소프트웨어: pylon API를 기반으로 구축한 완벽히 사용자화

된 Match Analysis K2 파노라마 비디오 녹화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www.matchanalysis.com

선수 추적 및 실제뷰 시각화를 사용한 K2 파노라마 비디오 시스템

Basler ace GigE Cameras

http://www.baslerweb.com/en/products/area-scan-cameras/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