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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추적 기업이 미식 축구 경기장을 점령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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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폴라드 지브라테크놀로지 부사장이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 RFID 기술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운동선수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수집 및 자동식별 솔루션 전문기업 

지브라테크놀로지가 올해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NFL) 개막에 맞춰 경기에 쓰이는 모든 공에 

전자태그(RFID) 추적 칩을 달기로 했다. 경기 내 칩 사용은 2014년부터 테스트해 온 것인데,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경기부터 본격 도입된다. 

선수들도 운동복 양 어깨와 등에 동그란 동전 모양의 추적 칩을 단다. 선수와 공의 움직임을 

센서가 실시간 잡아낸다. 풋볼은 미국에서 축구나 야구보다 사랑 받는 최고 인기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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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폴라드 지브라테크놀로지 부사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산호세)에 위치한 이 회사 

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센서가 초 당 25번의 라디오 신호(RF)를 보내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선수의 상태와 움직임을 분석한다”고 추적 시스템을 설명했다. 

축구공에 칩을 집어 넣기 위해 지브라는 스포츠 용품 업체 윌슨과 손잡았다. 칩의 무게는 4g 

정도로, 축구공 무게의 1백분의 1 수준이다. 이 작은 칩이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모두 읽어내 

데이터로 전송한다. 

존 부사장은 “스포츠 리그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코치가 선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며 “TV 방송사도 이기술을 활용하면 복잡한 게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윌슨, 공 안에 칩있다” 

지브라는 올해 리그에 인텔과 팀을 이뤄 11개 경기장에 38대 카메라를 설치, TV 카메라가 방송할 

수 없는 360도 장면을 송출키로 했다. 관객들이 집에서 치맥을 먹으면서 경기를 뛰는 선수 중 

누가 전력질주하는지, 아니면 슬럼프인지 실시간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다. 

지브라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은 국내 소비자들엔 낯설 수 있겠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기업인데다, 주로 판매하는 제품이 RFID, 산업용 컴퓨터와 프린터 등 주변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물류에선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이다. 지난 2014년 모토로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부를 34억 500만 달러에 인수한 곳이 지브라다. 1969년 문을 연 이 회사는, 현재 40개국 

이상의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등을 장악했다. 

선수들에 적용된 기술은 스포츠에만 국한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에 도입된 추적 기술 

역시 지브라가 그동안 물류영역에서 쌓아 올린 기술 성과를 응용한 것이다. 지브라는 이 스포츠 

솔루션을 건강관리, 소매업, 자산관리, 제조 및 물류 등 전 산업군을 망라해 적용하고 싶어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관중들이 RFID 칩이 탑재된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브라는 관중들의 위치나 움직임 등의 정보를 활용, 음료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 

스포츠 솔루션처럼, 자사 기술 적용 부문 확장 차원에서 최근 지브라가 발표한 플랫폼이 

‘사바나’다. 

사바나는 소매 업체, 운송 업체, 제조 업체, 병원, 스포츠 팀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회사 70여 곳 파트너사 중 바이두 클라우드를 비롯한 5개 

기업이 사바나의 얼리어답터 프로그램을 이용키로 했다. 

순다 랑가나단 지브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브라의 사바나 데이터 플랫폼의 유연함은 

우리의 실시간 애플리케이션과 짝을 이뤄 차세대 엔텊라이즈 리테일 솔루션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브라가 윌슨과 손잡고 공에 탑재한 RF 칩(왼쪽). 오른쪽 칩은 선수복에 들어간 것이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다.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이 선수복과 공을 들고 움직여 보고 있다. 



 

 

 

RF칩을 탑재한 운동복을 입은 기자들의 움직임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다. 

 

지브라 소속 엔지니어가 축구공, 선수복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