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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비용으로 모든 스포츠 이벤트에 고품질
방송을 자동 생산,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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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비용/인력최소화/시스템자동화로이전보다
더많은스포츠방송을 제공

• 더 많은 2차 스포츠(아마추어 스포츠) 제공

• 여성 스포츠 역량 강화

• 청소년/유소년 스포츠 수용

• 지역 사회 참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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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비용/인력 최소화/시스템 자동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스포츠 방송 제공

• 지역사회 아마추어/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
(사업자 브랜드 마케팅)

•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확보 (콘텐츠 마케팅)

• 스포츠 콘텐츠 활용한 광고 마케팅

YST의역할

• 한국 시장에 다양한 스포츠 컨텐츠를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스포츠 OTT 서비스 플랫폼 제공

• 해당 플랫폼의 운영 및 유지보수



> 방송되지않는
개의스포츠

이벤트

(축구와농구에서만 1억 3200만개)

Source FIFA & FIB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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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많은스포츠이벤트들이
방송되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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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영상: 

열악한 품질, 편집 불가능

전통적인 TV:

모든 이벤트를 방송할 여력이
없음

기존의영상생산방식: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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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한 자동중계방송 제공
(운영인력 최소화, OTT 서비스)

• 축구, 농구, 배구 등 AI

기반으로 각 종목에 최적화된
고품질영상 (1080p Full HD)

제공

• 자동하이라이트, 스코어보드, 

편집 등 다양한 방송 기능 제공

해결방법해결방법: Pixellot Solution



14개스포츠
경기를위한콘텐츠
자동화생산및
선진 A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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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아이스하키, 풋살, 럭비, 

미식축구, 필드하키, 롤러하키, 

비치발리볼, 라크로스, 레슬링, 

체조

그리고 야구 (현재 개발 중)

축구 풋살 미식축구 필드하키

라크로스 배구 비치발리볼 농구

핸드볼 롤러하키 아이스하키럭비

체조 레슬링

기타 종목

Pixellot의 AI 자동 중계 시스템은 상기 14개 종목의 경기 진행 Process를 이해하여 중계 및 하이라이트 녹화 등 방송서비스가 자동 처리됩니다



새롭게시도되는
다양한스포츠
(Fixe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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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행을 인식하는 AI 기능은 사용하지 않지만, 편리한 인터넷 자동

중계 프로세스를 이용한 스포츠 중계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아이스하키, 풋살, 럭비, 

미식축구, 필드하키, 롤러하키, 

비치발리볼, 라크로스, 레슬링, 

체조

그리고 야구 (현재 개발 중)

스 모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야구

?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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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lot - 세계 최고의 AI 기반 스포츠 콘텐츠
자동화 생산/공급 업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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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스템 판매 월간 Live 시간

스포츠 종류 연간 성장 현재까지 제작된
Live 시간



전세계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글로벌화

China

USA & 
Canada

Mexico

USA

Spain, UK & 
Portugal

German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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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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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자동 생산 월별 시간 – 가파른 성장*

723 832 785 1,321 1,181 1,380 
2,705 

5,811 

9,524 10,082 
8,400 

12,051 

17,331 

14,140 

11,733 
13,301 

11,474 

7,614 
8,978 

16,440 

29,757 30,186 

21,508 

30,774 

42,200 

Jan-17 Feb-17 Mar-17 Apr-17 May-17 Jun-17 Jul-17 Aug-17 Sep-17 Oct-17 Nov-17 Dec-17 Jan-18 Feb-18 Mar-18 Apr-18 May-18 Jun-18 Jul-18 Aug-18 Sep-18 Oct-18 Nov-18 Dec-18 Jan-19

*- 현재까지 제작된 400,000개의 라이브 시간, 2019년 말까지 매달 60,000 시간 예상

최근 1년 동안 243 %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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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lot 제품 군



 4 개 카메라

 CHU

 16 MP (8000x2000) in 25 fps

 12 MP (6000x2000) in 30 fps

 25/30 FPS (초당 프레임)

 VPU

 Intel Core i7\i5 프로세서

 Nvidia GTX GPU



 2 개 카메라

 CHU

 12 MP (6000x2000)

 25 FPS (초당 프레임)

 VPU 

 Intel Core i7\i5 프로세서

 Nvidia GTX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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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 카메라

 CHU

 16 MP (8000x2000)

 50/59.94 FPS (초당 프레임)

 VPU

 Intel Core i9 프로세서

 Nvidia RTX GPU



 Pixellot S1 

+

VPU and Clipper tool

for Coaching



Pixellot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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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lot 솔루션이 제공하는 것들

고정/Portabl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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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프로세스 유닛

BW 최적화, 가변
비트율

그래픽, 광고, 

수익창출 등

멀티 스크린
클라이언트

관리 & 분석 크로스 플랫폼
Live Streaming /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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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스포츠에 특화된 AI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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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카메라 촬영으로
경기장 전체 영역을
커버

• Pixellot의
은 완벽하게

화면을 구성하여
특별한 비디오 시청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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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 St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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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 Ground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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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 Brightness/Color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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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중계영상

촬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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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개렌즈가독립된영역을촬영

②각영역을통합하여 Panorama 영상구성

③ Panorama 영상에서 HD 중계영역을
추출하여스트리밍

④모바일기기로경기시청



완전자동화된 콘텐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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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orama 영상에서 HD 중계 영역을 추출 전송
Panorama 영상 자체도 동시 전송

4개 카메라 촬영 영상 결합

경기장 중앙에설치된 카메라시스템

중계는 클라우드시스템이용

촬영 경기는 Live 및 VOD 제공

• 4 개의 Encoder가 Live, VOD용

HD, Panorama 영상 추출

• 카메라 자동 Zoom In/Out을 통한

Tactical View 제공



클라우드 & 공급

대역폭 최적화
• 저품질 end-point 

에서부터 스트리밍

Amazon, Azure 및
다른 서비스를 통해

구현

인터넷 대기시간 및
QoS 문제 극복
•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솔루션 기반

사내 CDN 솔루션

비용 효율성
• 이벤트 중심 시스템

개시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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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stream을 허용하는

server 혹은 CDN을 가지고

있을 경우, RTMP stream 

forwarding을 사용해 고객의

Cloud 사용 가능

• Pixellot이 제공하는

API/SDK를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자체 backend 

solution 및 CMS(Club 

Management 

System)/Cloud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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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이해하기 쉬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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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ra는 경기장 중앙라인에서 최소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Camera의 최적높이는 경기장으로 부터의

거리와 높이의 비가 1:1~1:1.2 가 되도록 설계

• 설치 시 전기 및 통신 지원 필요

− 전기 : 최소 500W 이상

− 통신 : 최소 20Mbps 이상(업로드 기준)의

유선 통신

WIFI 및 LTE 망에서도 설치 가능하나 Live 방송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경기장중앙 Pole대에설치 이동형 설치

벽 부착형 설치 시설물부착 삼각대이용



• 빠르고 직관적인 이벤트 관리

• 게임 이벤트 일정을 원격으로
관리

• YouTube, Facebook, 
Livestream, Twitter 등으로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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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VOD 모니터링

Connected

Events 

Real-time 

Service BW

System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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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솔루션

인터렉티브 모바일 App
Live/VOD 컨텐츠 연동: 

모바일은 second screen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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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

해설

자동하이라이트

광고

코칭



Integrated Picture in Picture

Manual
OCR (Optical Character Recog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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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자동 그래픽 – Scoreboard CAM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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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 Injector

PoE Camera



강화된 자동 그래픽 – 스코어보드, 그래픽,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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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게임요약

• 태그기반하이라이트

• 개인용하이라이트
(현재농구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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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게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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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하이라이트 (현재 농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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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lot

Coaching
(+ Vidswap

analyzing tool)

엘리트 클럽, 팀들이

사용

44



Pixellot Coaching - Cl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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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lot Coaching – Vidswap add-on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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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Pixellot Coaching – Vidswap add-on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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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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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lot을 사용하여 Multi Camera 구현

• Live Switcher(vMix)를 사용하여

다른 Camera와연동 가능

• Auto Production을 지원하지

않으며 현장에 있는 staff이

manual 작업으로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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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중계 서비스 특징

100% 자동중계 (광고삽입가능) 시간, 점수자동인식
경기/개인하이라이트생성

실내외운영가능
이동통신통한중계가능

낮은조도에서도
경기중계가능

HD 급영상으로
LIVE/VOD OTT 서비스

스코어보드, 그래픽화면삽입
아나운서멘트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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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lot 해외 사례 검토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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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lot 해외 사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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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체육관 농구 연습 경기 촬영 (Prime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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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5kggr0vr9g
https://youtu.be/25kggr0vr9g


해누리 체육공원 축구 경기 촬영 (Coaching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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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5kggr0vr9g
https://youtu.be/25kggr0vr9g


호계중 체육관 농구 경기 촬영 (S2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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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5kggr0vr9g
https://youtu.be/25kggr0vr9g
https://youtu.be/25kggr0vr9g
https://youtu.be/25kggr0vr9g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