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dl & Wyscout,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축구 비디오 분석, 데이터 및 선수 

발굴 플랫폼 구축 
 
전 세계의 축구 관련 비디오 및 데이터를 모아 놓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Hudl의 
엔드 투 엔드 분석 플랫폼과 연결함으로써 재능 있는 선수를 찾고 콘텐츠를 공유하며 협업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Hudl은 오늘 축구 클럽 및 팀을 위한 선수 스카우트 및 인재 식별 분야의 세계적 리더인 
Wyscout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Hudl의 9번째 인수입니다.  
 
1,000개 이상의 전문 클럽, 1,000개 이상의 선수 에이전시, 60개 이상의 전국 팀 및 연맹에서 
Wyscout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Wyscout는 경기에 대한 이해, 인재 식별 및 평가, 경기 
실적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에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yscout의 비디오 및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Hudl의 전문가 등급 솔루션 
그룹에 연결하면 업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축구 비디오 분석, 데이터 및 선수 발굴 플랫폼이 
생성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최상급 조직뿐 아니라 어떤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클럽도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Hudl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John Wirtz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규모의 클럽이 다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거느릴 필요 없이 매일 효과적이고 정교하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Hudl과 Wyscout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감독, 분석가 및 축구 커뮤니티는 경기력 
향상 및 전 세계 인재 발굴에 필요한 모든 비디오 및 데이터에 전에 없이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데이터를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여러 시스템을 탐색하는 대신 핵심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분석은 감독과 분석가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Wyscout와 Hudl의 강점을 결합하면 클럽뿐 아니라 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클럽과 에이전트 사이, 청소년팀과 일군 사이, 그리고 심판들 사이에서도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yscout의 CEO인 Matteo Campodonico는 말합니다. 
“플랫폼 간 결합을 통해 클럽뿐 아니라 업계의 모든 이가 모든 일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계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혁신적인 마인드로 일해온 두 회사는 가장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는 경기 분석이든 선수 발굴이든 간에 비디오로 시작해서 비디오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클럽은 Hudl과 Sportscode에 연결된 수십 만 건의 경기에 액세스함으로써 
이러한 이상적 프로세스를 각자의 고유한 코칭 철학에 맞춰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mpodonico는 “클럽이 기술과 협업을 통해 축구 커뮤니티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업 만큼 열정적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조직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최상의 인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선수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눈에 띄어야 합니다. Wyscout의 콘텐츠를 Hudl의 비디오 분석 및 
배포 플랫폼에 연결하면 클럽은 현지 인재 풀뿐 아니라 전 세계 선수 네트워크에도 액세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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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상위 시스템(super system)’에서 제공하는 액세스 권한을 통해 모든 이는 시간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회사를 가장 설레게 만드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에 대해 양사의 결합된 
전문성이 발현되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기술 중 몇 가지는 기계 학습과 인공 지능으로 구동될 것입니다.”라고 Wirtz는 
말합니다. “클럽은 사람의 작업이 필요 없고 광학 선수 추적을 통해 고도로 정확한 물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버튼을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기술은 Pro Suite의 일부일 뿐 아니라 7월에 출시할 
새로운 Hudl Sportscode에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연구 개발 팀 간 협업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가치를 훨씬 더 빠르게 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Wirtz는 말합니다.  
 
Wyscout가 Hudl 가족에 합류하는 것이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udl 소개  
Hudl은 성과 분석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감독과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2006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 링컨에서 창립된 Hudl은 초기 
팀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 걸쳐 전 세계 150,000개가 넘는 스포츠 
팀에 비디오 및 데이터를 이용해 통찰력을 축적할 수 있는 완비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udl의 제품 및 서비스로는 온라인 도구, 모바일 및 데스크탑 앱, 스마트 카메라, 분석, 고객 교육 
등이 있습니다. 
 
Wyscout 소개 
Wyscout는 550.000명이 넘는 선수 프로필과 200개 이상의 리그 및 선수권 대회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축구 비디오 및 데이터 기반을 제공합니다. 2004년 이탈리아 치아바리에서 창립된 
Wyscout는 경기에 대한 동작별 분석과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성능 분석, 코칭 및 
스카우트 활동을 강화하고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선수 발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축구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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