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스포츠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지도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
하여 경기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이
를 트랙맨으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축적하여 지도
하고 있다[1]. 또한 골프 분야에서도 골프연습장 및 
엘리트 선수들을 위하여 역시 트랙맨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다[2].

농구 역시 슈팅 비거리와 슈팅 발사각에 따라서 
슈팅 성공률과 점수가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농구부 학생선수들을 대상
으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슈팅 훈련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연구하려 한다. 영상 자료에 나온 공의 
궤적으로 바탕으로 슈팅 각도와 비거리를 측정하
여 적절한 자세를 익혀서 훈련 효과를 늘리도록 
한다[3][4].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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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ngle of shooting based on the footage of shooting training of 
basketball student athletes taken by the basketball team leaders. In the shooting video, the shot 
height of the player and the trajectory of the ball were drawn through a solid line, and the 
player was shown to guide the player to adjust the angle of projection to a situation where the 
success rate was higher. Through this study, the video shows that efficient guidance can be 
made available to basketbal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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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탐구하고, 3장에서는 학생들의 슈팅을 분석
하여 보고 4장에서는 결론으로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훈련을 추구하려는 예가 많다. 국내에서
는 대표적으로 야구와 농구를 들 수 있다.

2.1 야구에서의 활용
야구는 데이터가 매우 풍부한 종목이다. 야구 종

목이 인기를 끌면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
고, 클래식 스탯(Classic Stat.) 뿐만 아니라 2차 데
이터인 세이버 메트릭스(Saver Metrics)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경기 결과에 기반한 2차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 영상을 활용한 데이터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경기력 향상에 활
용하기도 한다[5].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거의 전 구
단에서 트랙맨(Track Man)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
용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타자들
을 위한 데이터로는 발사각도와 비거리를 들 수 
있고, 투수들을 위한 데이터로는 익스텐션
(Extention : 투구판에서 팔을 최대한 타자 쪽으로 
이끌어 나오는 거리), 릴리스 포인트(Release Point, 
공을 놓는 높이), 좌우 또는 상하 변화 길이를 들 
수 있다[2]. 그림 1은 대표적인 영상 분석 소프트
웨어인 트랙맨을 활용하여 경기 중계나 훈련에 활
용한 예이다.

그림 1. 야구에서의 트랙맨 활용 예시

2.2 골프에서의 활용
국내에 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스크린 골프장

에서도 골프존(Golfzone)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비
거리와 발사각 등의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홍진영(2019)의 연구에서는 학생 골프 유망
주들에게도 트랙맨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사각, 비
거리, 볼스피드, 클럽 궤도 등을 분석하여 지도에 
적용하였다. 그림 2는 트렉맨을 활용하여 골프 지
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습득한 예이다[2].

그림 2. 골프에서의 트랙맨 활용 예시

Ⅲ. 영상 분석 및 지도 경과

농구에서 슈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 저항, 투사각도, 투사높이, 투사속
도의 4개의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영상으로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투사각도이며, 영상처리를 통하여 투사높이와 투사
속도까지 분석할 수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촬영
한 영상을 바탕으로 스크린 샷을 한 후 공의 궤적
과 슈팅한 높이를 처리하였다. 굵은 노란실선은 이
를 통하여 각도를 분석하겠다는 표시이다.

그에 따른 분석 예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농구 슈팅에서의 영상 분석 예시

영상을 취득한 후 학생 농구 선수들에게 그림 3
과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훈련을 진행하였다. 
자유투 훈련을 사전-사후 훈련으로 각각 20번씩 슈
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훈련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생들은 대체로 영상에서 분석된 각도를 바탕
으로 손의 움직임을 변경하면서 슈팅을 하였고 슈
팅의 성공률이 대체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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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No.(Position)
Pre-Test Post-Test

1 (PG) 15/20 (75%) 16/20 (80%)

2 (SG) 15/20 (75%) 17/20 (85%)

3 (SG) 18/20 (90%) 18/20 (90%)

4 (SF) 14/20 (70%) 15/20 (75%)

5 (PF) 15/20 (75%) 15/20 (75%)

6 (PF) 12/20 (60%) 13/20 (65%)

7 (C) 13/20 (65%) 13/20 (65%)

표 1. 연습 결과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구부 지도자들이 농구부 학생
들의 훈련 광경을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슈팅 
훈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 운동선수들이 슈팅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영상처리 프로그래밍이 
많이 완성하지 못하여 영상을 촬영한 결과를 통하
여 학생 농구 선수이 참고한 것을 분석한 것에 그
쳤다. 향후 연구로는 농구 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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