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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고객 

Easylook System은 방송 및 필름 카메라를 개발하는 

독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두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전통적 아날로그 방송 카메라 업그레이드용 장비(Arri)
와 라이브 방송 또는 생생한 화면의 텔레비전 및 영화    

프로젝트용 초소형 POV(point-of-view) 액션 카메라인 

Mini HD  카메라입니다. 이들 카메라는 예를 들면, 

헬멧이나 의상에 부착해 카메라맨이 움직이는 동안 HD 

사진을녹화합니다. 

"액션 촬영"을 위해 축구 선수에게 소형 카메라 시스템을 부착 

애플리케이션 

지금부터 수년 전에 동영상 촬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전문 동영상 및 영화 제작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전문 카메라는 가격이 비싸 사람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합니다. Easylook System은 

고가의 전문 아날로그 카메라(예: 유명한 Arri SR3 16mm 

카메라)를 디지털 필름 카메라로 변환해 주는 컨버터 박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Easylook System은 아날로그 필름 

작업을 불러올 수 있는 Camera Link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고품질 Basler 산업용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아날로그 카메라에 있는 클래식 필름통 

대신 Easylook System 컨버터 장치를 부착해 디지털 

기술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7,000대 

이상의 Arri 16mm 카메라가 사용 중이라는 점입니다. 

필름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소유자들, 특히 임대업체는 이제 ARRI 
16mm 카메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렌즈와 액세서리를 갖고 있는데 Easymag을 

통해 이들 카메라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산업용 카메라와 전문 필름 카메라의 주요 차이점은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HD-SDI는 모든 방송 및 영화 

제작에서 표준 버스 시스템이며 전 세계 수 천 개의 

라이브 프로덕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루기 쉽고 

안정적이며 수 초 내에 플러그앤플레이로 인식됩니다.
  

이 이야기는 Easylook System이 Basler ace acA2000-
340kc 및 Basler aviator avA1900-60kc의 Camera 
Link 출력을 HD-SDI 표준으로 변환하는 독립형 전자 보드

(CAMARO) 개발을 시작한 2011년 1월에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카메라는 글로벌 셔터, 2/3" 센서, 그리고 HDR(high 
dynamic range)을 지원하기 때문에 텔레비전과 TV 

애플리케이션용으 로 완벽한 제품입니다. CAMARO 

컨버터 박스는 전체 Camera Link 처리, 모든 화상 처리 및 

이미지 제어, 그리고 HD-SDI 표준으로의 데이터 변환을 

수행합니다. 출력 데이터는 2개의 병렬 3 Gbit HD-SDI 
BNC 커넥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영화와 TV 속 Basler: Basler aviator 및 ace 카메라를 사용한 

독특한 컨버터 박스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전문 방송 및 비디오 수준용 디지털 

카메라로 

CAMARO 컨버터 박스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바꿔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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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er,  그리고 Easylook System의 FPGA 

프로그래밍  및 보드 설계 담당 메인 파트너로서 독일 

하노버에 있는 DREAM-CHIP TECHNOLOGIES
의 경쟁력있는 지원을 통해 Easylook System은 이 

프로젝트를 매우 신속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현재 두 가지 Easymag 버전 중 필요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Basler aviator를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Basler ace 카메라를 사용한 

것입니다.

Basler ace가 가장 작은 2/3" HD/2K POV 카메라가 됨 

Easylook System의 두 번째 목표는 공간과 무게를 줄이기 

위해 Basler ace를 바탕으로 초소형 POV (point of 
view) 카메라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ace의 Camera 
Link 인터페이스도 영화계의 요구에 맞춰 HD-SDI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Easylook System의 

카메라맨인 Gert Kappes는 이렇게 말합니다. “Basler ace
의 중요한 장점은 작은 크기, 가격, 특히 손쉬운 조작 및 다른 

모든 유사 제품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술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현재 2K 해상도와 글로벌 셔터를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2/3" 카메라 헤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Basler와 Easylook System 간의 협력으로 두 가지 

새로운 Easylook System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 ace와 aviator 카메라는 Easylook System의 컨버터 보드와 

함께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변신시켜 주는 

새로운 Easymag 전자 장비에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이들은 모든 클래식 방송/TV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영

화 산업에 사용됩니다.  

■ Basler ace가 가장 작은 2/3" HD/2K POV 카메라가되

었습니다. 차량, 자전거, 보트 또는 사람 몸에 부착된 이 카

메라는 멋진 각도에서 숨막히는 사진들을 전달할 수 있습

니다.

Gert Kappes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Basler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표준을 벗어난 희망 사항들을 

맞춤형 카메라 펌웨어로 구현했습니다. 더이상 별도의 HD-
SDI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인해 

우리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HD-SDI를 지원하도록 맞춤 

제작된 Basler ace나 aviator 카메라가 내장된 Easymag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매우 간편합니다.” 

필름 샘플을 보려면 Easylook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easylooksystem.de/index.php?option=com_
content&view=article&id=66&Itemid=75 

사용 기술 

■ Basler ace acA2000-340kc 카메라 

■ Basler aviator avA1900-60kc 카메라 

■ 전 이미지 처리 기능을 갖춘 CAMARO 보드 cam link 
to HDSDI 컨버터가 내장된 컨버터박스

■ DREAM CHIP TECHNOLOGIES의 컨트롤소프트

웨어와 이미지 처리용 FPGA 소프트웨어 

■ ARRI 16 mm 카메라 

추가 정보 

www.EASYLOOK.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