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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이 프로그램은 운동에 과학 정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고, 농구공 인식 및 추적 알고
리즘과 득점 성패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OpenCV를 활용한 농구공 인식 및 득점 판단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실시간 농구 슈팅 게임을 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 정보 기술이 스포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하게 된다.
영상 인식 및 분석기술과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관련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 OpenCV를 활용한 농구공 인식 및 득점 판단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Python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제어문, 모듈(numpy, opencv) 이해 및 설치, 디버깅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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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2

차시별 교수학습자료(학생용)

1차 시

영상 인식기술의 이해 및 실습

1 들어가기

프롤로그와 공 인식, 추적 및 득점 확인 영상을 보고 느낀점을 이야기해보자.

2 생각 열기

영상파일에서처럼 공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적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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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 펼치기
활동 1. 동영상 파일의 재생, 흑백처리 및 저장
‣ 동영상 파일을 읽고 프레임 속성을 확인하고 재생해보자.
cv_playmov.p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OpenCV에서 동영상 파일의 재생, 흑백처리 및 저장
import numpy as np
## numpy 설치 pip install numpy
import cv2 as cv
## OpenCV 설치 pip install opencv-python
import os
# VideoCapture 객체 정의
cap = cv.VideoCapture('Test/basketball.mp4')
# 프레임 너비/높이, 초당 프레임 수 확인
width = cap.get(cv.CAP_PROP_FRAME_WIDTH)
# 또는 cap.get(3)
height = cap.get(cv.CAP_PROP_FRAME_HEIGHT)
# 또는 cap.get(4)
fps = cap.get(cv.CAP_PROP_FPS)
# 또는 cap.get(5)
print('너비: %d, 높이: %d, 초당 프레임 수: %d' %(width, height, fps))
fourcc = cv.VideoWriter_fourcc(*'DIVX')
# 코덱 정의
out = cv.VideoWriter('basketball_out.avi', fourcc, fps, (int(width),
int(height)))
# VideoWriter 객체 정의
while cap.isOpened():
ret, frame = cap.read()

# cap 정상동작 확인

# 프레임이 올바르게 읽히면 ret은 True
if not ret:
print("프레임을 수신할 수 없어 종료합니다.")
break
frame = cv.cvtColor(frame, cv.COLOR_BGR2GRAY)
out.write(frame)
cv.imshow('basketball_gray', frame)
if cv.waitKey(30) == ord('q'):
break
# 작업 완료 후 해제
cap.release()
out.release()
cv.destroyAllWindows()

[참고 자료] http://m.blog.daum.net/geoscience/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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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코드 설명]
7행: 프로그램 코드(예: cv_playmov.py)가 저장된 위치에 Test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 농구 슈팅 영상파일(예: basketball.mp4)을 저장한다.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테스트하고 싶다면 슈터의 뒤쪽에서 농구 골대의 백보드가
보이게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면 된다.
15행: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코덱과 파일을 지정한다. FourCC는 비디오 코덱
을 지정하는데 사용되는 4바이트 코드(4자)로 Windows에서는 보통 DIVX을
사용한다.
16행: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 VideoWriter 객체를 정의한다. 저장할 동영상의
FPS, 프레임 너비 및 높이를 파라미터로 포함한다. 프레임 너비/높이는 cap
객체의 해당 정보를 상속받고, 자료형은 int로 맞춰줘야 한다.
19행: 현재 정의된 cap 객체가 정상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반복문의 조건에
명시된 cap.isOpened()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basketball.mp4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반복문은 실행되지 않는다.
20행: cap.read() 함수가 반환하는 frame을 통해 동영상을 구성하는 프레임을 하
나하나 접근할 수 있다. ret은 프레임이 올바르게 읽히면 True를 반환한다.
ret이 False를 반환하는 경우는 프레임을 수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불
린(boolean) 변수를 통해 동영상의 끝 지점을 식별할 수 있다.
27행: cv.cvtColor()는 색 공간(color space)을 변환하는 함수이다. 여기서는 RGB
이미지를 회색(gray)로 변환한다.
28행: 흑백으로 변환된 프레임을 out 객체에 저장한다.
29행: 흑백으로 변환된 프레임을 화면에 표시한다.
30행: cv.waitKey() 함수는 프레임을 표출하는 시간을 정의한다. 이때 단위는 밀리
초, 즉 천분의 1초이다. if 문은 프레임 당 30밀리초를 표출하되, 'q'가 입력
되었을 때는 프레임 표출이 종료되도록 설정한다.
34~36행: 작업 완료 후 객체 반환 및 재생창을 닫는다.
[흑백으로 변환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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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동영상 파일 처리(영상 배경 제거)
cv_bgsubtraction.py
1 import sys
2 import cv2 as cv
3 print(cv.__version__)
4
5 cap = cv.VideoCapture('Test/basketball.mp4')
6 w, h, fps = int(cap.get(3)), int(cap.get(4)), int(cap.get(5))
7
8 fourcc = cv.VideoWriter_fourcc(*'DIVX')
9 out1 = cv.VideoWriter('basketball-mog2.avi', fourcc, fps, (w, h), 0)
10 out2 = cv.VideoWriter('basketball-mor.avi', fourcc, fps, (w, h), 0)
11
12 # BackgroundSubtractorMOG2
13 fgbg = cv.createBackgroundSubtractorMOG2()
14 kernel = cv.getStructuringElement(cv.MORPH_ELLIPSE,(11,11))
15
16 while(cap.isOpened()):
17

# ret: frame capture 결과(boolean)

18

# frame: capture한 frame

19

ret, frame = cap.read()

20

if (ret):

21

fgmask1 = fgbg.apply(frame)

22

fgmask2 = cv.morphologyEx(fgmask1, cv.MORPH_OPEN, kernel)

23
24

cv.imshow('mog2', fgmask1)

25

cv.imshow('mor', fgmask2)

26

out1.write(fgmask1)

27

out2.write(fgmask2)

28

k = cv.waitKey(30) & 0xFF

29

if k == ord('q'):
break

30
31
32

else:
break

33
34 cap.release()
35 out1.release()
36 out2.release()
37 cv.destroyAllWindows()

[참고 링크] https://webnautes.tistory.com/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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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14행, 19행: 배경 제거 알고리즘 MOG2를 적용한다. MOG2는 가우시안 혼합 기반 배경
/전경 분할 알고리즘(Gaussian Mixture-based Background/Foreground
Segmentation Algorithm)이다. 이를 통해 동적인 전경과 정적인 배경이 흑백으
로 구분(회색은 그림자 탐지)된다.
9행: 배경 제거 알고리즘이 적용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 VideoWrite 객체를 생성한다.
fourcc는 코덱정보, fps는 초당 저장될 프레임수, w와 h는 저장될 너비와 높이
이다. 끝에 0값은 컬러 프레임 여부이다.

배경 제거 처리한 결과를 보면 원치 않는 잡음들이 보인다.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하
는데 ‘형태 변환(Morphological Transformation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형태 변환
은 일반적으로 이진 이미지에 수행되며, 원본 이미지와 커널(kernel)을 입력값으로 사
용한다. 이 중 Opening은 잡음 제거에 유용한 방법이며 침식 후 팽창((erosion
followed by dilation)을 통해 기준 이하 잡음들을 제거한 후 본래 크기로 돌려놓는다.
11행, 22행: Opening 기법을 적용한다. (11,11) 값을 수정하면서 적절한 kernel(알
갱이 크기) 값을 찾는다.
24행, 26행: 배경 제거(MOG2 적용) 결과 화면 출력 및 파일 저장
25행, 27행: 잡음 제거(Opening 적용) 결과 화면 출력 및 파일 저장

정적 배경 제거(MOG2 적용)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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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제거(Opening 기법 적용) 결과 1

정적 배경 제거(MOG2 적용) 결과 2

잡음 제거(Opening 기법 적용)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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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시

농구공 인식 및 추적하기, 득점 확인 및 점수 표시

1 들어가기

‘걷는 사람 세기(People Counter)’ 예제 프로그램을 시연 영상을 보고 농구
득점 확인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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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각 열기

걷는 사람들 세기 프로그램과 결과를 참고하여 농구공 인식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적어보자.
‣ 농구공 인식 및 득점 계산 알고리즘 설계하기(1단계)
1) 백보드 영역에 공이 인식되면 리스트에 등록
2) 위쪽 흰선(up limit)을 공이 지날 때 객체에 id 부여 및 추적 시작
3) 빨간선에서 파란선으로 공이 이동하면 볼 카운트 증가
4) 1) ~ 3) 반복

‣ 위의 1단계의 알고리즘은 위에서 아래로 공이 낙하하면 모두 득점으로 인식한다. 어떻
게 개선할 수 있을까?
1) 백보드 영역에 공이 인식되면 리스트에 등록
1-1)
2) 위쪽 흰선(up limit)을 공이 지날 때 객체에 id 부여 및 추적 시작
3) 빨간선에서 파란선으로 공이 이동하면 볼 카운트 값 증가
3-1)
4) 1) ~ 3)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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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3 생각 펼치기
활동 1. 농구공 인식, 추적 및 득점 확인 프로그램 작성하기
‣ 안내
[1] 걷는 사람 세기(People Counter)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고, 사람을 세는 원리를 파악한 후에
이를 응용하여 농구공을 인식/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세부 코드에 매몰
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코드를
수정하여 농구공 인식, 추적 및 득점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스포츠 영역에서 IT, AI
등의 첨단 과학 기술이 이용될 수 있음을 체험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영상 내에서 움직이는 객체(사람, 농구공)는 배경과 대비되어 인식 및 추적을 할 수 있다.
[3] 원활한 인식을 위해 여러 필터들을 사용하는데 최종적으로 검은 배경에 흰색 물체가
또렷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4] 인식된 물체는 매 프레임 내 중심점(화면 내 x 좌표, y 좌표)을 계산하여 추적하게 되
며 중심점이 특정 영역을 지날 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5] 이동 방향을 특정하기 위해 기준선 영역을 설정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했는지, 아래
에서 위로 이동했는지 계산할 수 있다.
[6] 아래 [5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중 설명된 핵심 코드 중심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한 후에
교사의 안내에 따라 일부 코드를 수정하여 농구 득점 확인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 농구 슈팅 영상에서 농구공을 인식, 추적하고 득점을 계산해 보자
[1단계] 관련 라이브러리 설치 (numpy, opencv)
[2단계] PeopleCounter.py, Person.py, TestVideo.avi 제공 후 PeopleCounter 실행
• 핵심 코드만 설명
[3단계] 농구 슈팅 영상 basketball.mp4를 제공
[4단계] TestVideo.avi 대신 basketball.mp4 영상으로 PeopleCounter.py 실행
• 골이 아닌 것도 골로 인식하는 상황을 확인
•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될지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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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코드 중 농구공 인식 및 득점 확인에 필요한 핵심 코드 수정
골 인식 및 득점 계산 ballcounter.p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https://www.youtube.com/watch?v=aEcBnD80nLg
## https://github.com/Gupu25/PeopleCounter/blob/master/PeopleCounter.py
import numpy as np
import cv2 as cv
import Ball
import time, pymysql, os
try:
log = open('log.txt',"w")
except:
print( "Could not open log file.")
#cap = cv.VideoCapture(0)
cap = cv.VideoCapture('Test/basketball.mp4')
#cap = cv.VideoCapture('Test/hyunho1.mp4')

# 웹캠일 경우
# 144, 180, 108, 216
# 252, 293

cap.set(3,1280) # Width
cap.set(4,720) # Height
cap.set(5,30)
# FPS
# cap 속성 정보 출력
for i in range(19):
print( i, cap.get(i))
H, W = 720, 1280
X1, X2, Y1, Y2 = 600, 680, 0, 300
line_up = int(4*H/20)
line_down = int(5*H/20)

# 252
# 293

up_limit = int(3*H/20)
down_limit = int(6*H/20)

# 252-(293-252)
# 293+(293-252)

line_down_color = (255,0,0) # 빨강
line_up_color = (0,0,255)
# 파랑
pts_L1, pts_L2, pts_L3, pts_L4 = None, None, None, None
def calc_linepos(y, yh, x=620, xw=690) :
global line_up, line_down, up_limit, down_limit
global pts_L1, pts_L2, pts_L3, pts_L4, W, X1, X2, Y1, Y2, areaTH
X1 = x - (xw-x); X2 = x + (xw-x); Y2 = yh + (yh-y)
print('area', (yh-y) * (xw-x), ', X1', X1, ', X2', X2, ' Y2', Y2)
# Entry / exit lines
print( "Red line y:", str(y))
print( "Blue line y:", str(yh))
line_down = yh; line_up = y
pt1 = [0, line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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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pt2 = [W, line_down];
pts_L1 = np.array([pt1,pt2], np.int32)
pts_L1 = pts_L1.reshape((-1,1,2))
pt3 =
pt4 =
pts_L2
pts_L2

[0, line_up];
[W, line_up];
= np.array([pt3,pt4], np.int32)
= pts_L2.reshape((-1,1,2))

up_limit = y - (yh-y); down_limit = yh + (yh-y)
pt5 = [0, up_limit];
pt6 = [W, up_limit];
pts_L3 = np.array([pt5,pt6], np.int32)
pts_L3 = pts_L3.reshape((-1,1,2))
pt7 =
pt8 =
pts_L4
pts_L4

[0, down_limit];
[W, down_limit];
= np.array([pt7,pt8], np.int32)
= pts_L4.reshape((-1,1,2))

calc_linepos(line_up, line_down)
# 배경제거
fgbg = cv.createBackgroundSubtractorMOG2(detectShadows = True)
# Structuring elements for morphogic filters
kernelOp = np.ones((5,5),np.uint8)
### (3,3)
kernelOp2 = np.ones((5,5),np.uint8)
kernelCl = np.ones((11,11),np.uint8)
### (18,18)
# Variables
col, width, row, height = -1,-1,-1,-1
frame, frame2 = None, None
inputmode, rectangle, trackWindow, roi_hist = False, False, None, None
font = cv.FONT_HERSHEY_SIMPLEX
balls = []
max_b_age = 5
pid = 1
cur, conn = None, None
cnt_up, cnt_down = 0, 0
user = ''
# init 선수 정보 가져오기
dic={'02강인서':'Inseo', '51윤현호':'hyeonho', '59이수정':'suejeong'}
def dbConn(sw=1) :
global conn, cur
if sw == 1 :
conn=pymysql.connect(host='210.217.244.97',port=18001,user='sport',
password='1111',db='sport',charset='utf8')
cur=conn.cursor(pymysql.cursors.DictCursor)
elif sw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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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conn.commit()
105
conn.close()
106
107 def init() :
108
global user, cnt_down
109
dbConn(1)
110
sql = 'select * from play_2 limit 1'
111
cur.execute(sql)
112
row=cur.fetchone()
113
114
if user!=row['code']:
115
cnt_down=0
116
user=row['code']; state=row['state']
117
if user==None :
118
print('sport.play_2 초기화를 먼저 하세요. 경기중인 선수가 없습니다')
119
exit(1)
120
dbConn(0)
121
122 def updateDB(bcnt) :
123
global conn, cur, user
124
dbConn(1)
125
sql = 'update play_2 set score=%s where idx=1'
126
cur.execute(sql, (bcnt))
127
dbConn(0)
128
129 def onMouse(event,x,y,flags,param):
130
global frame, frame2, col, width, row, height
131
global inputmode, rectangle, roi_hist, trackWindow
132
#global line_up, line_down, up_limit, down_limit
133
134
if inputmode:
135
# 좌 클릭시
136
if event == cv.EVENT_LBUTTONDOWN:
137
rectangle = True
138
col, row = x,y
139
# 좌 클릭하는 도중 움직일 때
140
elif event == cv.EVENT_MOUSEMOVE:
141
if rectangle:
142
frame = frame2.copy()
143
cv.rectangle(frame,(col,row),(x,y),(0,255,0),2)
144
cv.imshow('frame', frame)
145
# 좌 클릭 뗐을때
146
elif event == cv.EVENT_LBUTTONUP:
147
inputmode = False
148
rectangle = False
149
cv.rectangle(frame,(col,row),(x,y),(0,255,0),2)
150
height, width = abs(row-y), abs(col-x)
151
trackWindow = (col,row,width,height)
152
roi = frame[row:row+height,col:col+width]
153
line_up = row; line_down = row+height
154
155
calc_linepos(row, row+height, col, col+height)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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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2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
#
#
#
#

HSV 색공간으로 변환
roi = cv.cvtColor(roi,cv.COLOR_BGR2HSV)
HSV 색공간으로 변경한 히스토그램 계산
roi_hist = cv.calcHist([roi],[0],None,[180],[0,180])
계산된 히스토그램 노말라이즈
cv.normalize(roi_hist,roi_hist,0,255,cv.NORM_MINMAX)

return
init()

### 결과저장 http://m.blog.daum.net/geoscience/1501
fourcc = cv.VideoWriter_fourcc(*'DIVX') # 코덱 정의
out = cv.VideoWriter(str(dic[user]) + '_out.avi', fourcc, 24, (int(1280),
int(720))) # VideoWriter 객체 정의
while(cap.isOpened()):
# Read an image from the video source
ret, frame = cap.read()
## 201101 추가
cv.namedWindow('frame')
cv.setMouseCallback('frame',onMouse,param=(frame,frame2))
for i in balls:
i.age_one() # age every ball one frame
# 전처리
# Apply background subtraction
# http://blog.daum.net/geoscience/1316 OpenCV-Python으로 영상 배경 제거
fgmask = fgbg.apply(frame)
# Binary to remove shadows (color gris)
try:
## 이미지 임계값 처리 https://bit.ly/3lwIotM
ret,imBin = cv.threshold(fgmask,200,255,cv.THRESH_BINARY)
# 모폴로지 연산(경계값 처리) Opening
mask = cv.morphologyEx(imBin, cv.MORPH_OPEN, kernelOp)
# Closing
mask = cv.morphologyEx(mask, cv.MORPH_CLOSE, kernelCl)
except:
print('EOF')
print( 'UP:',cnt_up)
print ('DOWN:',cnt_down)
break
# CONTORNOS
# RETR_EXTERNAL returns only extreme outer flags. All child contours are
left behind.
contours0, hierarchy =
cv.findContours(mask,cv.RETR_EXTERNAL,cv.CHAIN_APPROX_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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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for cnt in contours0:
area = cv.contourArea(cnt)
if area > 200:
# TRACKING
# It remains to add conditions for multi-ball, screen outputs and inputs.
# 무게중심 구하기 https://bit.ly/3nuhB37
M = cv.moments(cnt)
cx = int(M['m10']/M['m00'])
cy = int(M['m01']/M['m00'])
x,y,w,h = cv.boundingRect(cnt)
new = True
if cy in range(up_limit,down_limit):
for i in balls:
if abs(x-i.getX()) <= w and abs(y-i.getY()) <= h:
# The object is already near what was detected before.
new = False
i.updateCoords(cx,cy)
if False and i.going_UP(line_down,line_up) == True :
pass
elif i.going_DOWN(line_down,line_up) == True and
(cx > X1 and cx < X2) :
cnt_down += 1;
print("ID: %2d"%(i.getId()),'crossed going down
at',time.strftime("%c")," area %4d"%(area),
' cx ', str(cx), ' cy ', str(cy))
log.write("ID: " + str(i.getId()) + ' crossed
going down at ' + time.strftime("%c") +
' area ' + str(area) + '\n')
updateDB(cnt_down)
break
if i.getState() == '1':
if i.getDir() == 'down' and i.getY() > down_limit:
i.setDone()
elif i.getDir() == 'up' and i.getY() < up_limit:
i.setDone()
if i.timedOut():
# balls 리스트에서 꺼냄
index = balls.index(i)
balls.pop(index)
del i
# 메모리 해제
if new == True and (cx > 550 and cx < 750 and cy < 334) :
p = Ball.MyBall(pid,cx,cy,max_b_age)
balls.append(p)
pid += 1
# DRAWINGS
if cx > X1 and cx < X2 and cy < Y2 :
# cv.circle(frame,(cx,cy), 5, (0,0,255), -1)
img = cv.rectangle(frame,(x,y),(x+w,y+h),(0,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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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cv.drawContours(frame, cnt, -1, (0,255,0), 3)
# END for cnt in contours0
# DRAWING TRAJECTORS
for i in balls:

''' 궤적 추가 코드/ 주석처리
if len(i.getTracks()) >= 2:
pts = np.array(i.getTracks(), np.int32)
pts = pts.reshape((-1,1,2))
frame = cv.polylines(frame,[pts],False,i.getRGB())
if i.getId() == 9:
print(str(i.getX()), ',', str(i.getY()))
'''
cv.putText(frame, str(i.getId()),(i.getX(),i.getY()),font,0.3,
i.getRGB(),1,cv.LINE_AA)
# IMAGANES
str_down = 'SCORE: '+ str(cnt_down)
str_player = 'PLAYER: '+ str(dic[user])
frame = cv.polylines(frame,[pts_L1],False,line_down_color,thickness=2)
frame = cv.polylines(frame,[pts_L2],False,line_up_color,thickness=2)
frame = cv.polylines(frame,[pts_L3],False,(255,255,255),thickness=1)
frame = cv.polylines(frame,[pts_L4],False,(255,255,255),thickness=1)
cv.putText(frame, str_down ,(480,40),font,1,(255,255,255),6,cv.LINE_AA)
cv.putText(frame, str_down ,(480,40),font,1,(255,0,0),2,cv.LINE_AA)
cv.putText(frame, str_player ,(680,40),font,1,(255,255,255),6,cv.LINE_AA)
cv.putText(frame, str_player ,(680,40),font,1,(255,0,0),2,cv.LINE_AA)
out.write(frame)
cv.imshow('frame',frame)
# cv.imshow('Mask',mask)

# 파일로 저장
## Frame -> frame
##

# ESC 눌러 종료
k = cv.waitKey(30) & 0xff
if k == 27:
break
# i를 눌러서 영상을 멈춰서 roi 설정
if k == ord('i'):
print("농구링 영역을 선택하고 아무키나 누르세요.")
inputmode = True
frame2 = frame.copy()
while inputmode:
cv.imshow('frame',frame)
cv.waitKey(0)
print(trackWindow)
if k == ord('s'):

###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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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user=input("학번 뒤 두 자리와 이름을 입력하세요. 예)99홍길동 : ")
cnt_down=0
if k == ord('e'):
### end
dbConn(1)
sql='insert into game_ft (code, name, try, score) values(%s, %s, %s, %s)'
cur.execute(sql, (user, user[2:5], 10, cnt_down))
dbConn(0)
# END while(cap.isOpened())
# CLEANING
log.flush()
log.close()
cap.release()
out.release()
cv.destroyAllWindows()

[코드 설명]
5행: BallCounter.py와 같은 위치에 Ball.py 파일이 있어야 함.
9행: 골 인식 상황(객체 ID, 시간, 면적, X좌표, Y좌표)을 log.txt 파일에 기록
13행: 웹캠일 경우 주석해제
17행~19행: 입력 영상을 1280*720, 30fps로 설정
22행~24행: 가져온 영상의 속성 정보 출력/ 삭제 가능
26행: 검사 영역 설정(보통 백보드 주변)
X1~X2(600픽셀에서 680픽셀 사이의 세로 영역(링 영역)에서 인식/추적 실행),
Y1~Y2(0에서 300픽셀 사이의 가로 영역에서 인식/추적 실행)
28행~29행: 빨간선, 파란선 기준 위치(링의 위치에 따라 변경해야 함)
31행~22행: 위 아래 기준 위치(흰 선, 이 선을 통과할 때 ID 부여 받고 추적 시작)
39행~69행: pts_L1, pts_L2, pts_L3, pts_L4를 계산하는 함수
74행: 배경 제거를 위해 MOG2를 적용
77행~79행: 잡음 제거를 위한 모폴로지 연산에 사용할 커널값을 설정(시도해 보면 변경)
81행~93행: 변수, 리스트 선언
96행: 선수 정보 딕셔너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정보를 입력해 두는 것이
좋음
97행~105행: DB연결 및 DB연결 해제 함수
107행~120행: 초기화 함수, 최초 1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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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행~127행: 슈팅 성공 시 점수를 갱신(sport.score)
129행~163행: 실시간으로 슈팅 게임을 할 때 기준영역을 마우스로 설정할 수 있게 해
주는 함수
169행~171행: 인식 결과를 파일에 저장하기 위한 코덱 및 객체 정의
175행: cap.read() 함수가 반환하는 frame을 통해 동영상을 구성하는 프레임을 하나하
나 접근할 수 있다. ret은 프레임이 올바르게 읽히면 True를 반환한다. ret이
False를 반환하는 경우는 프레임을 수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불린
(boolean) 변수를 통해 동영상의 끝 지점을 식별할 수 있다.
178행~179행: 기준영역을 마우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마우스 이벤트 추가
188행: 배경 제거
194행: 이미지 임계값 처리
196행, 198행: 잡음 제거를 위해 Opening, Closing 연산
208행: 인식된 모든 Contour(외곽선)을 contours0에 기록
211행~212행: 각 객체의 면적을 계산하고 면적이 200이 넘는 객체에 대해 추적
217행~220행: 무게중심 및 사각형 영역 구하기
223행: 위, 아래 기준영역의 모든 y좌표에서
224행~252행: 등록된 모든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
229행: 위로 움직이는 공은 고려하지 않음
231행~233행: 내려가는 공이고 농구 골대(링) 영역을 지난다면 cnt_down 증가
234행: 공 ID, 인식된 시간, 면적, 좌표를 출력
240행: DB에 기록
243행~247행: 영역을 벗어난 공은 setDone()
248행~252행: 등록 후 시간이 경과된 공은 리스트에서 꺼내고 메모리 해제
254행~257행: 새로운 볼을 등록, pid 부여
260행~264행: 인식된 공에 사각형 표시
269행~277행: 공의 이동 궤도 표시, 현재는 주석 처리되어 실행 안 됨
278행: 공에 ID 표시
281행~293행: 4개의 선(흰 선 2개, 빨간선, 파란선), 점수, 선수이름 출력
295행: 파일로 저장
296행~297행: 영상을 화면에 출력, 297행은 이진화된 영상 출력
299행~302행: ESC를 누르면 종료
304행~313행: ‘i’를 누르면 기준 영역을 마우스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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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행~317행: ‘s’를 누르면 선수를 새로 등록하고 게임을 다시 시작한다.
319행~323행: ‘e’를 누르면 게임을 마친 선수의 점수를 DB에 저장한다.
326행~331행: 모든 작업 완료 후 객체 반환 및 재생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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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시

체육관에서 농구슈팅 게임(피드백)

1 농구 슈팅 게임
‣ 체육관에서 실시간 슈팅 게임을 하기 위해 설치된 웹캠, 노트북, TV 등을 소개, 슈팅

및 득점 확인 프로그램(혹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자.

‣ 활동 1: 친구들과 농구장에서 슈팅 게임

- 개인별로 10회를 던짐
- 실시간 영상을 분석하여 득점 여부를 바로 확인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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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연습

- 슛 자세 및 연습, 슈 동작시 바른자세를 지도한다.

‣ 농구에서 활용되는 슛의 종류

바스켓을 향하여 공을 던지는 동작을 말한다. 농구의 슛은 세트슛· 점프슛·리바운드
슛·탭슛·러닝슛·덩크슛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슛은 거리·위치·
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의 역학적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몸의 조정과 팔꿈치·손목·손
가락 등의 교묘한 협동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정확한 슛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에서 슛을 시도하든 손에서 공을 떼어놓을 때에는 몸을 바스켓을 향하여 정면으로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또 눈은 항상 바스켓의 림(rim) 앞쪽 끝이나 뒤쪽 중앙을 바라
보고, 손가락으로 공을 보내되 적당히 역회전을 주는 것이 좋다.
• 원 핸드슛(one hand shoot): 한 손의 스냅을 활용하여 던지는 슛.
• 투 핸드슛(two hand shoot): 두 손의 스냅을 적절히 활용하여 던지는 슛. 한 손
만으로는 볼을 던질 힘이 부족한 경우 사용한다.
• 세트슛(set shoot): 스탠딩 상태에서 하체를 고정시킨 채 점프를 하지않고 던지는
슛.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자유투(free throw)를 주로 세트슛으로 던진다.
출처: https://samhono1.tistory.com/entry/농구의-기술농구슛Shoot농구슛의-종류 [스포츠]

‣ 연습 후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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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 탐색하기
Career Path 활동 1. 관련 직업 알아보기 – ①빅데이터 분석가

[출처:Getty Images Bank]
서울시는 심야버스 노선을 정하기 위해 자정 이후 택시비의 결제가 집중되는 위치 정보 데이터
를 활용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노선을 배치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기상청은 호우,
풍랑, 한파 등 위험기상 예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국내 항공업체가 항공기 운항, 기상정보
등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빅테이터분석을 활용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지구촌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은 흔적(데이터)을
남기는데요,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튜브 등 ‘손가락’의 흔적들이 세계 곳곳의 데이터망에 자동으
로 저장되고 있어요. 바야흐로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온 거죠.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정보화 사회의 원유(Oil)에 비유해요.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듯, 디지털시대에 빅데이터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다는 것이죠. 개인이건 기업이건 빅데이터를
부가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쓸모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 ‘빅데이터 분석가(Big Data
Analyst)’ 가 주목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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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분석가란 무엇일까?

2. 빅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3.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4. 빅데이터 분석가의 전망은 어떤가요?

[출처: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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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 펼치기
세계 스포츠 빅데이터 시장
1. NBA, MLB

• 현재 스포츠 시장에서 빅 데이터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곳은 미국의 NBA, MLB이다.
NBA에선 코트에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 설치해 이를 통해 운동 거리, 선수의 가속도 및 최
고 스피드, 측면 동작 등을 수집하며 이 자료로 선수를 평가하고 팀 전력을 분석한다.
• MLB에선 빅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고 경기 분석을 하는 것은 물론 빅
데이터를 이용한 선수 분석도 실시
• 미국의 팀들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들과 손을 맞잡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 또한 성공적
• 축구에서는 유럽 빅리그의 팀은 빅데이터를 통한 전력분석 팀을 20여명 가량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 중
2. SAP
• 전용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경기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기 분석에 활용
• SAP 소프트웨어인 매치 인사이트를 통해 선수들의 정강이 보호대 밑, 선수복, 축구공에 삽입
된 마이크로센서로부터 공간좌표 데이터를 수신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하여 선수들의 순
간 가속도, 이동 속도, 볼 접촉 기록 등을 수집
• 독일팀은 이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훈련, 팀의 훈련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찾아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뤄냄
3. NIKE
• 인구통계 데이터와 연결해서 지역별로 판매 선호도와 구매 패턴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 분석
• 본사의 영업본부와 지역 마케팅팀 사이의 정보공유, 데이터의 시각화,
• 판매 이력과 추이 검색, 상관 변수를 분석
• 지역 영업 마케팅 책임자와 구매자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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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대응 전략도 좋아짐

4. SECOND SPECTRUM

• 영상 기반의 트래킹 데이터 제공
• 2017년부터 STATS를 밀어내고 NBA 공식 트래킹 업체로 선정
• AI/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훈련시켜, 디테일이 강화되고 오류 발생률은 적어짐
• 카메라가 선수 개개인을 인식하여 위치뿐만 아니라 세밀한 동작(점프, 팔 각도 등) 데이터까지
제공
• 농구 트래킹 제품 중 가장 발전된 기술 보유
출처 : 빅데이터 산업 시장조사, 스포츠 빅데이터 구내 해외 상황 https://quaresma.tistory.com/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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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으로 – 스포츠 영상 전문가(Sport video professional)
운동선수의 미세한 움직임도 중요하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올림픽. 리듬체조 경기에 출전 중인 선수의 몸이 순간 살짝 흔들린
다. 그런데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 논란이 인다. 이럴 때 경기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는
점수 판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논란이 커졌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영상 자료를 돌려보기도 하고,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이를 판독해 심판 판정이 바뀌기도 한다. 스포츠에서 영상 자료는 선수의 기량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정도로만 쓰이다가 지금은 경기 내용 전반을 기록한 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를 좀 더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문화가 형성
되고 있다. 기존에는 영상 자료가‘ 경기 뒤 사후 참고 자료’ 정도의 용도로만 쓰였지만, 이젠
실시간으로 선수의 움직임과 태도, 심지어 경기가 진행될 때 배경 광고가 몇 회 노출됐는지
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쓰이며, DB로 구축된다. 스포츠 문화가 발달한 미국 등에서는 이렇게
경기 현장을 실시간 다각도로 촬영해 경기 분석 자료로 구축하는 스포츠영상전문가의 영역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스포츠가 문화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각종 영상기
술, IT 등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현대 스포츠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는 운동경기에서 참여하는 운동으로 관심이 증가하
여 일 상의 일부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다. 스포츠가 문
화를 넘어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한 요즘, 개별 운동경기를 보다 정밀하게, 다각도로 촬영해
기록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 관심 커졌어요!
스포츠 관련 영상은 경기를 분석하거나 운동선수의 기량이 어느 수준으로 성장했는지를 분
석할 때 주로 활용되곤 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
롯해 해외 국가에서는 경기 운영에 대한 영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영상 자료가 경기를 단순히 녹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 나오는 영상 자료들은
각 경기에 맞춰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경기 영상을 촬영해 구
축한다. 이런 영상 자료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활용이 되면서 스포츠 경기의 일부가 되고 있
다. 이미 브라질월드컵에서 골 판정에 영상 판독이 도입되었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서 영상물을 활용한 현장 판독이 도입되었다. 국내에도 프로야구 등에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경기 촬영, 다각도에서 기획해
스포츠영상전문가는 스포츠 경기 촬영을 위해 지역별로 있는 경기장에서 촬영이 가능한 모
든 카메라 수량을 검토하고, 어떤 위치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지 등을 기획한다. 각 종목의 경
기 규칙(rule)에 맞춰 카메라의 위치를 선정하고, 촬영을 통해 심판이 판정 및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촬영한 자료는 실시간으로 방송 제작팀, 심판,기록원, 운영진 등에게 제공한
다.스포츠영상전문가는 경기가 끝난 뒤 촬영 된 영상 자료를 스포츠기록분석연구원에게 전달
하고, 팀과 협의를 거쳐 마케팅 노출 빈도를 측정한다.

- 27 -

경기당 마케팅 노출 빈도를 영상의 크기, 주목도, 횟수 등으로 뽑고, 그 결과를 스폰서 기
업들에게 제공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스포츠영상 자료를
경기 이후 논란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자료로 구축해뒀다면 이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자
료화 하고, 마케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상 촬영 및 기획 능력 + 스포츠 보는 안목
스포츠영상전문가로 일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은 없다. 다만 영상 촬영 경력 및
기획 능력이 있으면 시장에 진입할 때 유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경기의 특성과 규칙
을 이해하고 각 경기에 맞는 영상 촬영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마케팅 관점에서 경기 흐름을 쫓아 광고주의 제품을 적절히 노출시키도록 기획하는 능
력도 필요하다. 영상 촬영 경험이 많거나 스포츠 관련 전공자가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스포츠기록분석연구원, 스포츠마케터와 닮은 부분 있어
스포츠영상전문가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스포츠기록분석원, 스포츠마케터 등이 있다.
스포츠기록분석연구원은 캠코더와 같은 장비로 운동경기 등을 촬영해 선수와 경기 전술 등
을 연구하는 일을 한다. 실제 촬영 이후 자료를 기록해 정리·분석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업무
이다. 또한 스포츠마케터는 스 포츠와 관련된 홍보 및 마케팅을 한다.
영상을 촬영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이들 직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스포츠영상
전문가는 영상판독, 경기분석 외에도 스포츠마케팅에 목적을 두고 영상기록을 촬영·분석한다
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촬영에 개입해 실시 간으로 영상을 방
송에 제공하기도 하며, 방송 프로그램 기획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포츠기록분석연구원 등이 촬영에 사용하는 장비보다 높은 사양의 영상기록 장비
를 사용한다.
미국·유럽, 영상 판독 경기 일부로 인식
미국과 유럽의 프로 스포츠에서는 경기를 할 때 영상 판독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 이를
경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상 판독은 1986년 미국 풋볼리그(NFL)가 먼저 도입을 했고, 1991년 북미아이스 하키
(NHL), 2002년 미국프로농구(NBA)가 도입했다. 2006년에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에서 초당
60프레임으로 3mm 오차까지 식별이 가능한 ‘호크 아이(Hawk-eye)’라는 이름의 획기적인 공
추적 시스템이 나오기 도 했다.
현재는 MLB사무국, NBA사무국, 유럽축구리그, 월드컵조직위원회, 국제테니스연맹 등 다양
한 스포츠 관련 기구들에서 영상 판독 과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의 단순한 기록을 넘
어 경기를 실시간으로 판독하고, 스포츠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스포츠 영상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이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프
리랜서로 일한다.
앞으로 스포츠 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관련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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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빙상 등만 별도 영상 있어
국내에서는 육상, 빙상과 같이 육안으로 정확한 순위 판별을 하기 어려운 경기 등에서 경기
영상을 별도로 촬영해두는 상황으로 관련 업체들이 스포츠 영상과 관련해 해외 기술과 판권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상 자료는 해외 자료와 비교할 때 정밀한 계측을 토대로 하지 않아
마케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사무국 등에서 활동
현재는 기록경기와 관련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분야에서 스포츠영상전문가 관련 분야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관련 사무국에 전속 및 프리랜서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포츠 영상물을 통해 각종 통계 등이 정확히 산출되기 시작하면 스포츠 관련 통계 업
체와 매니지먼트 업체 등 다양한 곳에 정보 소스 등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다.
‘제2의 심판’ 역할 할 것
일부 스포츠 종목의 경기에서는 영상 판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국내 프로야구는 2009년부터 홈런 타구에 한해서만 영상 판독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2014프로야구에서 심각한 판정 논란을 겪으며 후반기부터 심판의 고유 권한인
‘아웃·세이프’ 등에도 영상판독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야구는 세계 최초로 영상판독을 도입했으며, 프로농구 등도 영상판독 실시 기준
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현재는 영상 판독에 모두 TV중계 화면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각도에
서 촬영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혹여 방송 중계 카메라가 촬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에 대해서는 판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식 기록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판정에 의심이 생길 경
우 상대팀의 지적이 심판에게 전달되고 심판의 요청에 따라 공식 영상물 기록업체가 해당
촬영물을 제공한다. 스포츠 관련 영상은 공정성 있는 판정을 도와 ‘제2의 심판‘이라 불리며,
이외에도 마케팅 전략까지 수립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 스포츠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운동경기를 넘어, 분석하고 판단하며 즐기게
되면서 특히 청년층의 스포츠영상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워크넷-직업정보-미래직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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