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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텔, VR과 자유 시점 영상으로 스포츠 중계 혁신 시도

◾ 인텔이 자사의 영상 기술인 “True VR”과  “True View”를 스포츠 중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True VR”은 인텔이 개발한 가상현실(VR) 기술로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하여 

NBA(미 프로농구)와 PGA 투어(미 프로골프) 등에서 360도 영상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하이라이트 영상 서비스에 사용된 바 있음

▸ “True View”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리플레이 테크놀로지(RePlay Technologies)”가 개발

한 ‘FreeD’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FreeD는 실내 또는 실외 경기장의 스탠드에서 경기장을 향해 30~50대의 카메라를 빙 

둘러 설치하고, 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연결하고 보완함으로써 시점을 이동하

여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임

▸ 인텔은 2016 년에 리플레이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이후 FreeD 기술의 개발을 지속해 왔으

며, 2017년과 2018년 수퍼볼 결승전에서 중요 순간 선수의 시야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자유 시점 영상 전송을 “Be the Player”라는 서비스 명칭으로 제공한 바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신 ICT 이슈*

<자료> Intel Experience

[그림 1] 인텔의 True View 기술을 이용한 “Be the Player” 영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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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은 최근 True VR에 사용되는 카메라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이를 통해 True 

VR을 이용하여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난 5월 인텔의 스포츠 산업 부문인 “인텔 스포츠”는 카메라 장비를 개발하는 미국의 

알티아 시스템즈(Altia Systems)와 제휴를 체결하였음

▸ 이 제휴를 통해 인텔은 VR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 포드를 자체 장비에서 알티아 시스템

즈의 “파나캐스트 라이브(PanaCast Live)”로 대체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전까지 True VR에서는 12대의 카메라를 

내장한 반원형의 카메라 포드 2개를 사용

하여 촬영해 왔는데, 이에 비해 파나캐스

트 라이브 장비는 6대의 카메라로 구성되

어 있으며 13메가 픽셀 영상을 초당 60 프

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음

▸ 또한, 파나캐스트 라이브 장비는 영상 합

성 기능을 자체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보다 장비의 설치 및 조정이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텔은 True VR을 

통한 경기 중계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True View와 관련해서는 2018년 1월 열린 CES 행사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 근처에 

True View 전용의 “인텔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사실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음

▸ 이 스튜디오는 돔 형태로 면적은 약 2,300m2이며,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스튜디오 내

부의 전 영역을 커버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자유 시점 영상의 제작에 특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음

▸ 인텔 스튜디오는 스포츠 중계용으로 국한된 시설은 아니며, 영화 스튜디오인 파라마운

트 픽처스 등이 이용 가능성을 타진할 정도의 전문 영상 제작 시설임

▸ 이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NFL 산하 NFL 전문 케이블 채널

인 NFL 네트워크였으며, 이 채널은 선수의 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True View를 활용하였음

▸ 인텔은 고화질의 자유 시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인텔 스튜디오가 스포츠 경기의 분석 

및 선수 개개인의 분석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음

<자료> Altia Systems

[그림 2] 알티아의 파나캐스트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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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이 스포츠 중계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텔의 투자 부문인 인텔 캐피탈의 

최근 투자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인텔 캐피탈은 5월에 열린 인텔 캐피탈 글로벌 서밋에서 모바일 플랫폼 개발 기업인 

‘베뉴넥스트(VenueNext)’에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음

▸ 베뉴넥스트는 모바일 앱에서 True View를 이용하여 선수의 플레이를 곧 바로 리플레이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이 기술은 우선 NFL 산하 샌프란시스코 49ers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모바일 앱에 탑재

될 예정이며, 2018년 9월 시즌 개막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

◾ 한편, 이 같은 인텔 스포츠의 적극적인 행보는 확실히 새로운 스포츠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당장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란 지적도 있음

▸ 방금 벌어진 플레이를 곧바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전에 볼 수 없었던 시점의 영상으로 

리플레이 할 수 있다면 확실히 새로운 관전 경험이 만들어질 것이나, 현재로서는 기대만

큼의 성과가 없을 수 있으며 미래도 밝지만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사실 베뉴넥스트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49ers의 모바일 앱에서 즉시 리플레이 하는 기능

을 제공해 오고 있으나, 생각보다 이 기능의 이용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기능은 2014년 개막전부터 제공되었는데, 당시 개막전 경기에서 7,800번 이용되었던 

것이 시즌 막바지 무렵에는 경기당 4,000회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난 시즌에는 경기

당 1,000회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에 대해 구단 CEO는 큰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음

▸ 인스턴트 리플레이는 멋진 기능인데 왜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있는데, 우선 경기장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도 즉시 리플레이 영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또한,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인스턴트 리플레이 동영상이 전달되므로 이들과도 경

쟁을 해야 하는데, 모바일 앱에서 이들보다 빠르게 인스턴트 리플레이 동영상이 제공되

지 않는다면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기는 어려울 것임

▸ 인텔 True View의 경우 NFL 경기를 38대의 5K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데, 30초 분량만 

해도 1TB(테라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그 만큼 팀 

전용 모바일 앱은 불리함을 안고 있는 것임

▸ 인텔이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응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들은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당분간은 시행착오가 이어질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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