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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대중음악에서 안무는 음악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특히 댄스 음악에서 안무는 음악을 들으면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일반 사람들도 댄스 음악을 듣고 나면, 비록
안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음악과 관련된 무대 및 안무에
관한 자료를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시각적으로 즐기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안무에 대한 공학적인 연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미리
선정한 음악 안무 집합에 대하여, 3차원 측정 장비로 3차원 안무
데이터를 생성하여 관련 음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검색 방법으로는, 음악 기반 검색을 통해
관련된 안무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입력 안무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3차원 안무 데이터와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3차원 데이터 기반의 안무
데이터 생성 및 검색 방법은, 특별한 3차원 입력 장비와 측정 환경이
요구되므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실제적인
3차원 환경의 구현 및 활용에 한계가 있어, 안무 검색 및 표절 판단이
가능한 상용화된 안무 검색 시스템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한 안무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3차원 장비 대신에 핸드폰과 같은 간단한
장비로 촬영한 일반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무를 비교 검색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3차원 안무 데이터 기반의 안무 검색 방식과
달리, 안무 동작에 대한 2차원적 표현법을 제안하고, 이것에 기반하여

i

안무 검색을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안무 영상에서 음악 비트
정보를 추출한다. 안무 영상에 포함된 음악 비트 정보를 이용하여, 비트
동기화된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샘플 프레임 시리즈가 추출된다. 안무를
대표하는 주요 동작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기 위해,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추출 간격을 실험을 통해 결정한다. 또한, 다양한 동작을 판별하기 위해
사람 신체 관절 추출 모델을 선정하여, 주어지는 안무 영상에서 신체
관절 위치를 학습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추정된 신체
관절 위치 정보는 사람의 자세 및 동작 표현에 보다 적합한 포즈 기반
신체 특성들로 변환되어 안무 검색에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안무
비교 및 검색에 효과적인 특성들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효용성을 검증한다. 결과적으로 샘플 프레임 시리즈는 음악 비트의
위치에 해당하는 프레임으로 추출하여 구성될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
또한, 제시된 안무 비교 및 검색 방법을 5개의 정답 동영상을 포함하는
500개의 동영상에 적용한 실험에서, 검색된 상위 10개 동영상 중에는
원하는 안무 동영상이 약 97% 정도의 높은 확률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안무 검색 알고리즘은 일반인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쉽게
안무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아울러
유사 안무 검색, 안무 표절 검사 등의 안무 기술 개발에 핵심요소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안무 검색, 안무와 관련된 음악 비트, 포즈 기반 신체 특성,
샘플 프레임 시리즈
학 번 : 2015-2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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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와 수많은 정보에 대한 기록 및 검색은 도구나
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대용량 정보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검색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게
만들어

되었고,
발전시켜

쿼리(query,
점에서

검색

특수한
왔다.

질의)를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받아

시스템으로서

원하는
큰

자체적으로

검색

포털사이트는
정보를

역할을

문자나

대중적으로

담당해

알고리즘을

왔다.

이미지

보여준다는
한편,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쿼리로 입력할 수 없는 음악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별도의 처리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통합 검색이
가능한

Google

에서는

검색

색인을

정렬하는

등

자체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Apple 사의 디지털 미디어 유통 서빗인
iTunes Store 에서는 음악 관련 검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Shazam 에서는 음악의 일부를 쿼리로 이용하여 관련 음악을 찾아 준다.
동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Youtube(이하 유튜브) 에서 개인 업로더들의
동영상 제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용자는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자 위주의 쿼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음악 검색의 경우에는, 문자 쿼리로 제목, 가사, 가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한편, 콘텐츠(contents)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에서 물건이나
음악 거래를 위한 온라인 검색 시스템은 대중화되어 있는 반면에, 검색
관심이 많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색 시스템이 없어 불편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 예로서, 음악 및 동영상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은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음악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안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안무가로부터 구두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검색하고자
하는 안무 동작을 안무 동영상을 통해 쿼리로 입력하여 찾아야 하는
수동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안무를 포함한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 기록물로 보관해
두는데, 나중에 관심 있는 안무를 찾으려고 해도 사람의 기억 외에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인덱스(index)가 없어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1].
본 논문에서는, 안무를 직접 쿼리 입력으로 사용해 유사 안무를
검색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무’의
정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무는 음악에 맞는 춤을
의미하는데, 무용 또는 무용적인 연기를 수반하는 음악 및 예능 영역에
적합하도록 동작 및 움직임이 고안된다. 안무는 대중음악의 춤, 응원,
체조, 빙상 스케이트, 연극, 행진 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안무의 기본을 이루는 동작은 항상 음악과 함께 구성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대체로 고도의 기술적 수련을 거친 무용가 혹은
안무를 제작하는 안무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표현되어 왔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여 춤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2,3].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도
전문가 못지 않게 안무를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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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가 많아진 안무 시장에서 안무를 제작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인터넷과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는 방법이 대중화된 이후로,
사용자가 직접 좋아하는 댄스 음악의 춤을 익히고, 관련 커버 댄스를
촬영하는 행태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일반인 사용자의 안무 참여는
대부분 동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웹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튜브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인 동시에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생겨나고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최대 규모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다.

특히,

스트리밍

사이트가

대중화된

2010

년

이후로

유튜브에서는 한류를 중심으로 케이팝 가수들을 따라 하는 안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다[4,5]. 일례로,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년에 화제가 되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커버 댄스를 촬영한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하여 백만 건 이상이 업로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7]. 더불어, 유튜브의 안무 관련
채널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안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러한 안무 동영상의 소비와
제작이 활발해지는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안무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지만 안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예를 들어,
수많은 음악에 대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음악을 찾아주는 음악 검색
알고리즘은 존재하여도 안무에 대해 음악을 검색하는 방법 혹은 검색을
위한 엔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안무가 어떤 노래에 포함된 안무인
지에 대한 검색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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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강남스타일’ 검색 결과

안무 검색 기술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 안무가에게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무가들의 경우에, 안무를 창작할 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안무의 표절 여부이다. 최근 생겨난 안무 저작권 보호로 인해
8 초 이상의 안무의 흐름이 유사하게 사용된 안무가 공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표절 시비가 붙을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창작한 안무와
비슷한 동작의 연속이 있는지, 있다면 포함된 안무가 어떤 것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은 전문가끼리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즉, 안무 창작 시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는 특정한
소수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여러

안무협회에서 사용하는 검색 방법은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안무를 찾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2 에서와 같이, 저작물명, 안무가, 가수, 등록일
등을

키워드로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확한

춤의

동작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안무를 등록한 전문가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특정 동작의 안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안무와 유사한 안무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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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동작으로 전체 구성이 되었는지 등이 궁금할 때는 주변인에게
물어보거나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일이 찾아 보아야 불편함이 있다.

그림 2.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텍스트 쿼리 기반 저작물 검색
방법

안무 검색 시스템은 그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8]. 텍스트
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 스케치나 가상 캐릭터에 의해 생성된 포즈
기반 검색, 그리고 동작 쿼리 기반 검색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레코드가 가능한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 동영상을 통해서 안무를
기록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안무 악보라는 스케치를 통해
이미지를 제작하여 안무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클래식 장르에 적합하여 발레 기본 동작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스트릿 댄스, 힙합, 재즈, 팝핀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구분 없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안무를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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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단순 동영상으로 남겨 두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량적
한계를 겪게 되며, 8 초 이상의 안무 동작의 기존의 다른 안무와
일치하는 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다양한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8 초 이상의 표절 검사를 하기에는 텍스트
쿼리

기반

검색이나

스케치

기반

검색

방법[9]을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 동작 쿼리 기반 검색은 앞선 두 방법에서 드러난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안무를

쿼리로

하는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고가의 3 차원 카메라 장비를 다수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구적 가치
이상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제 2 절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안무를 직접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 동영상에 포함된
안무

동작은

깊이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3

차원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룰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부족한 면을 안무와 관련된
음악적

특성과

안무

동작의

움직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완함으로써, 실제 효용성이 있는 검색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별도의 고가 장비 대신에 핸드폰과 같은
간단한 카메라로 손쉽게 안무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유사 안무 검색, 안무 표절 검사 등 다양한 응용에서 요소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먼저 2 차원 안무 영상에서의 안무 동작 특성과 연속된 동작 움직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3 차원 정보를 입력으로 했을 때와 유사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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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보이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안무가 함께 수록된 음악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음악 비트(beat) 정보를 이용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2 차원에서 3 차원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추가를 통한 정보 보완을 제시하며, 실험을 통해
효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한편, 음악의 빠르기는 안무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악의 비트 위치는 안무에서
음악과 맞춰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특히,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보여주는

음악이

대다수이므로,

음악과

안무의

유사한

면이

다른

장르에서 사용하는 음악보다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
위치나 비트 사이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추출한 안무 동작이 중요
동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음악의 비트를 이용한 안무 동작 분리
가능성을 확인한다.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구성된 안무 검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첫째, 동영상에서 음악이 있을 경우와 음악이 없을 경우를
구분하여 음악이 있는 동영상은 음악의 비트를 추출하고, 음악이 없는
동영상들은 자체적으로 동작을 이용한 비트를 구하여 쿼리로 삽입한다.
둘째,

널리쓰이는

Convolutional

심층학습(Deep

Neural

Learning,

Network(이하

이하

CNN),

딥러닝)

구조인

Deep

Neural

Network(이하 DN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하 GAN)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관절 위치값과 사람의 포즈를 추정하며, 그
중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딥러닝

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로, 사람의 관절 위치와 관절 값들을
연결한 뼈에 해당하는 벡터, 뼈와 뼈 사이의 각도, 중심점과 지평선을
이용한
정확성을

벡터

등의

높인다.

메타데이터(metadata)를
알고리즘의

검색

성능에

이용하여
대해

알고리즘의

평가하며,

제안

알고리즘에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실험 결과를 네 가지로 나누어 평가한다. 먼저
비트 위치에 있는 안무 영상을 추출하였을 때, 비트 위치 영상과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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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즉, 하프 비트 위치의 영상도 함께 추출하였을 때, 그리고 전체
프레임 영상을 전부 추출하였을 때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검색 결과에서 상위권에 분포하는 곡들의 동영상을
실제로 확인하여 찾고자 하는 구간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파악하며,
쿼리를 동영상만으로 줄 때와 동영상과 음악을 같이 줄 때의 성능
차이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검색 실험 결과에 대하여 상위 10 곡 안에
같은 곡의 다른 동영상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추후에 안무를 창작하는 안무가가 기억에서 찾지 못했던
유사한 안무를 검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안무 표절 시비를 가리기 위해
사용할 검사 알고리즘의 요소 기술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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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2.1.1. 음악의 비트와 안무의 연관성

음악에서 안무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개념은 다양하다. 기존에 자동
안무

생성을

위해

많이

사용된

것은

음향

분석(acoustic

analysis)[2,3,6,10], 구조 분석(structural analysis)[2,3,6,10], 코드
레이블(chord label), 업/다운 비트(up/down beat)[2]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요소는 음악과 안무의 위치와 관련된 비트를
사용한다. 비트란 음악의 박자의 단위로써 오선지 박자의 기준이 되는
곳을 박, 또는 비트라고 하며 4 분의 4 박자의 경우에는 한 마디에
비트가 4 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트의 위치는 안무의 위치에 관한
정보와 유사하며 안무의 순차적 정렬에 있어서 표시점이 된다 [11].
안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무를 창작 혹은 동작을 익히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카운트(count)는 ‘1, 2, 3, 4’, ‘1, 2, 1, 2’,
‘Q, Q, S’ 등으로 박자를 세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림 3 과 같이
비트가 얼마가 되든 그 셈과 유사하게 맞춰지는데 빠른 비트이면 동작
또한 빨라지고 느린 비트이면 동작 또한 느려지는 동기화 현상을 다양한
안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안무는 비트 위에 핵심
동작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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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음악의 비트 및 안무의 카운트 정의

2.1.2 사람의 동작 추정
사람의 관절 기반 동작 추정(pose estimation)이란 일반적으로
단일 렌즈를 통해 촬영된 이미지에서 사람의 동작을 추정하는 기술이다.
사람의 모습을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됐다. 최근에는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공개되었는데
그중에서 동작 추정에는 DNN 과 CNN 을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DNN 을 이용한 방법과 CNN 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동작
추정을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GAN 또한 이용하여 중 가장 적절한
동작 추정 방법을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DNN 을 이용한 포즈 추정 연구에서는 이미지에서 14 가지
뼈의 위치와 위치들의 x 축, y 축, 그리고 이미지에서 관절이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12].

해당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DNN 을 이용한 학습 시 사람의 포즈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방법은

GAN

으로

원래

이미지를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지만 동작 추정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실험하였다[13]. 이 모델은 학습했던 이미지들을 토대로
이미지로부터 학습된 것과 유사한 모습을 생성해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서의 사람의 뼈대를
학습시킴으로 인해 새로운 이미지에서 사람의 뼈대에 해당하는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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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은 CNN 을 이용한 방법으로 사람의 포즈를 추정하고자
하였다[14]. 사용하고자 한 알고리즘은 기존에 Top-down 방식으로
사람을 찾고 포즈를 추정하던 방법과는 다르게 제일 먼저 관절의 부위를
찾고 그 부위 간의 PAF(Parts Association Fields)을 구한다. CNN 은
이미지로부터 부위 찾기와 부위 연관성 찾기 위해 사용되었다.
실험의 결과 가장 사람의 동작을 잘 찾아내는 CNN 을 이용하여
연구의 알고리즘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사용하고자 하는 동작 추정
방법은 CNN 을 여러 단계를 거쳐 사용하여 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부분에

해당하는

점들을

관련

있는

점들과

거리

및

이미지에서의 관련성 벡터를 구하여 PAS(Part Affinity Score)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18 개의 관절 위치 값을 가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당 연구의 경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포즈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PAF 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사람 이상의 관절 값을 찾지 않기 위해서 가장 관절
값이 많고 상반신이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안무를 찾고자 하였다.

제 2 절 기존 안무 검색 방법

2.2.1. 자동 안무 생성 연구

자동 안무 생성이란 안무가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서

불러오는

정보와

결합하여

기존에

있던

여러

동작을

재배열하여 새로운 안무로 창작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자동 안무 생성
연구는

안무

검색하는

연구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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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로

애니메이션이 발달한 일본에서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사람 포즈 추정 방법만으로는 안무를 검색하기에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동 안무 생성 연구에서는 안무와 안무 사이의
동작 연결성에 집중한다. 안무와 안무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악
구성 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음악의 요소들을 통해 동작의
크기나 어디에 비트가 위치하고 있을지 분석하고 그와 결합한 안무를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비트와 결합하여 동작의 끊김이
있기 때문에 동작과 동작 사이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음악의 하이라이트 부분의 반복적인 안무를 삽입하거나 다양한
음악적 요소에 부합하는 안무를 창작하는 것이 평가의 주요 요소였다.
자동 안무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또한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각각의

연구마다

제안하고자

하는

플랫폼과

연구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용자가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동작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든 Goto 의 연구[15]와 안무를 음악적
요소와 결합하여 클러스터로 안무의 동작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던
Lee 의 연구[16]가 대표적이다. Goto 의 연구는 안무가를 고용하여 몇
가지의 안무 데이터를 생성한 뒤 그것의 삼차원의 좌표점을 활용하여
사람의 관절 위치를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작의 자연성을 추구한다.
이에 사용되는 것이 조건부 확률인데 음악의 요소의 균형을 조건부
확률의 식으로 계산하여 가장 부드럽게 움직임이 제작되도록 유도하였다.
평가 기준은 사용자 평가로 어떤 동작이 가장 자연스러웠는가를 두고
원래의 안무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Lee 의 연구는 SSM 을 이용하여

음악의 변화를 인지하고 비트와 안무의 연관성에 집중하였다. 전문적인
안무가들로부터 모션 카메라로 삼차원 정보를 입력받아 음악과 동작을
구분 지어 자른다. 이로부터 음악의 특징이 유사한 것끼리 모아 그룹을
형성하고 음악이 쿼리로 삽입될 경우 유사한 음악으로 간주하는 그룹의
동작 중에 선택 후 동작의 조정을 통해 안무를 생성한다.
자동 안무 생성 연구는 이처럼 삼차원 카메라에 대한 의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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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선택을 위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평가의
정확도를 가리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 과제가
안무 동작 사이의 자연스러움과 동작의 선택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다른 성질을 띤다.

2.2.2. 안무 검색 연구

안무 검색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의 안무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림 4 와 같이 입력을 받을 때
키넥트를 이용하여 3 차원 동영상 데이터를 받아서 해당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 동작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1,16,17,18]. 동작을 설명함에
따라 어떤 것이 중요한 동작인가를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찾아낸
후 해당하는 중요 동작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전체 세그먼트들에
대하여 거리 매트릭스 매칭으로 비교한다.

그림 4. 기존 3차원 안무 검색 알고리즘

두 개의 포즈 거리 계산 방법에 이용되는 골격 위치는 총 14 개로
다섯 개의 몸통 관절과 다섯 개의 일차 자유도 관절들, 그리고 네 개의
2 차 자유도 관절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적으로는 1 차 자유도 관절과 2
차 자유도 관절이 이용되고 이들의 거리의 합이 두 동작의 매칭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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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실시간 기반으로(real time) 데이터베이스는
열두 개의 적외선 카메라를 두고 센서를 몸에 붙인 상태로 촬영하여
후처리를

거친

삼차원

동영상이

입력된다[1,16,17].

총

백

개의

퍼포먼스에 대하여 키포즈 중심의 프레임의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입력
장치로는 삼차원 깊이 카메라(low-cost depth camera)가 이용되었고,
모두 14 개의 관절을 사람 뼈 위치 추적법(skeleton tracking)을 통해
입력 받았다[19,20]. 200 개의 세그먼트에 대해 후보 선택 모듈에
의해서 후보 세그먼트를 선정하고, 시간 윈도우를 씌워서 나누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그먼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동작과의 거리
매칭을 구하여 거리가 가장 짧은 것부터 상위 몇 개를 선택함으로써
유사도를 나타냈다[21].
해당 방법에서 키포즈(key pose)를 중심으로 몇 초 단위로 자르는
것은 길이가 짧아 전체 안무의 특징을 커버하기엔 부족하고 키포즈를 몇
개를 뽑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논문의 입력 동영상의 평균
시간은 5.6 초였는데 키포즈 주변을 2~3 초 단위로 자르게 될 경우 입력
동영상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확률 또한 높기 때문이다.
또한,

포즈

설명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혹은 수작업이 필요한 문제이다.

2.2.3. 기존 안무 검색과의 차별점

일반적으로 안무는 경험에 의존하여 창작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안무가 박자가 비슷한 음악끼리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2224].

위의

삼차원

모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백 개 정도의 곡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그 규모가

- 14 -

커진다면

입력으로

제공되는

평균

시간만으로는

어떤

안무인지

평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더하여 8 초 이상의 단위로 길게
선별하기엔 비교해야 할 프레임 수가 많아지며, 데이터의 크기 또한
커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한 프레임의 중요한 포즈
정보가 여러 프레임에서 보고 뽑는 정보에 비교해 낮다는 점은 결국
키포즈에서 중요한 포즈가 잘못 설정될 시 잘못된 안무 검색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며, 이는 쓸모없는 프레임의 연속을 찾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25].
이들의 다른 연구에 있어서 안무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키넥트의
뼈 위치추적방법의 노이즈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정확성, 속도,
동작의 크기의 차이를 정규화시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뼈는
총 25 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관절에서 연관 회전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모든 특성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Goto 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15,26]. 그는 전체 뼈의 정보를
모두 받아 이용했으며 논문마다 다른 특성 벡터를 사용하고 그 개수
또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동작

세그먼트의 경우에도 비트 단위로 자르거나 육안으로 임의로 자르는 등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정량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의 직관에 의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며, 본 연구를 진행할 때 보완해야 하는
점이다.
위

선행

연구들의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음악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둘째, 3 차원 깊이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다수 등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였다.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떨어지며,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기에 제약이 존재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장이 어렵다.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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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용량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신곡의 안무
영상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전문가의 안무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과
초빙 과정,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의 필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2 차원 동영상을
이용한 동작 쿼리 기반 검색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극복할 방법으로 비트 위에 있는 프레임과 신체의
주요 특성을 이용한 몇 가지 제안 사항을 고려한 안무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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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안무 검색 알고리즘

이 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구성 및 구현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절에서는 알고리즘의 개요와 전반적인 연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2 절에서는 각 구성 요소와 샘플이 되는 프레임 추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3 절에서는 신체 부위 특성의
추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다룬다. 마지막 4 절에서는 선별된 샘플
프레임 유사도 계산 및 검색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그림 5 와 같이 음악에서 뽑아낸 비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샘플 프레임 시리즈와 신체 부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사한 안무를 결과로 제시하는 안무 검색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2 차원의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입력 쿼리로
받아

입력과

유사한

안무를

가진

곡을

결과로

제시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안무 영상에서 뽑은 음악에서 비트 정보를 저장하고,
안무 영상에서 비트 추출 위치와 관련이 깊은 프레임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곡의 제목 이름 아래 저장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 영상에서
오디오를

통해

판별된

비트에

따른

추출

간격을

결정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프레임들처럼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이룬다. 이를 통해
추출된

프레임에서

신체의

모습에

따른

신체

부위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데, 총 14 개의 위치 정보에 따른 6 가지의 특성을 정의한다.
신체 부위 특성으로 입력 쿼리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된 샘플 프레임
시리즈와 비교하고, 입력 쿼리를 슬라이딩하는 방식으로 거리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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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안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유사한

정도는

입력

쿼리와

데이터베이스 내 곡이 가지는 차잇값이 작을수록 일치한 안무가 된다.
유사 안무를 검색한 후 안무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 곡을 검색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한다. 이때 비트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되는 추출 간격과 추출 위치는 실험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구간을
정하였다.

그림 5. 시스템 개요

제 2 절 음악의 비트 및 샘플 프레임 시리즈 추출

안무 영상에서 음악의 시간 순서에 따른 안무는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과 표현되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이동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동작과 동작 사이 이동하는 프레임들이 아닌 표현하려는
목적이

되는

정의한다.

동작

안무

이미지를

영상의

초당

담은
프레임

프레임을
수와

샘플
음악의

프레임이라고
비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0~30 개의 프레임 중 1 개의 프레임 만이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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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이 된다. 이처럼 사람의 평상시 행동과 같은 일반적인 동작에
관한 프레임 추출과는 다르게 안무는 음악의 비트 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이 존재하므로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추출 위치는 음악의
비트와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비트는 안무의 중요한 정보로
안무 동작의 시작과 종료가 비트 위에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22].

3.2.1 음악 비트 추출

검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샘플 프레임 추출 간격을 결정하기
위해 안무와 연관이 깊은 음악 비트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비트
위치를 추출하기 위해 동적 프로그래밍(dynamic programming)을
사용한 Ellis 의 비트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27]. 먼저 오디오
신호의 onset strength envelope 의 autocorrelation 을 사용하여
오디오의

박자를

예측한다.

그런

다음

음악의

박자와

onset

strength 를 고려한 위치 집합을 감지한다. 비트 위치를 예측한 후,
그림 6

과

같이

음악의

비트

위치와

프레임으로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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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프레임을

샘플

그림 6. beat tracking의 예시

3.2.2 샘플 프레임 시리즈 추출

모든 안무 동작의 시작과 종료는 비트 위에 있다는 점은 여러
논문에서 증명되었으며, 기존의 비트 추출 알고리즘을 활용한 비트
추출법은 안무 검색 알고리즘에서 샘플 프레임 추출 위치 선정 시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다[28,29]. 샘플 프레임은 그림 7 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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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레임들 중에서 선정된 기준에 따라 선별되어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이룬다.

그림 7. 안무 영상에서 음악의 비트와 샘플 프레임 이미지 추출 위
치의 시계열적 관계

샘플 프레임의 추출 간격은 짧을수록 안무를 식별하는 정도가
정확할 수 있으나 역으로 동작이 많아질 경우 같은 안무라도 추는
행위자마다 안무를 추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에
대한 오버헤드(overhead)가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성능의 포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섣부른 판단에 따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실험을 통해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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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프레임 시리즈 추출 구간을 정하고자 했다. 실험에서는 그림 8 과
같이 비트 위의 위치에 해당하는 온비트(On-beat) 구간, 온비트와
비트 정가운데인 인터비트(inter-beat)를 포함하는 하프비트(Halfbeat) 구간, 그리고 전체 프레임을 다 사용하였을 경우(All frames)의
성능을 비교하여 최적의 추출 간격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림 8. 샘플 프레임 이미지 추출 위치의 3 가지 유형: (왼쪽부터)
온비트, 하프비트, 모든 프레임을 다 사용한 경우의 이미지의
수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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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람이 판단하는 비트 위치의 프레임들과 비트를 절반으로
나눈 간격의 위치 그리고 전체 프레임에 대한 동작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위의 그림과 같이 샘플 프레임 추출 간격에 따라 추출된
이미지 시리즈를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비트 단위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보았을 때 보다 하프 비트 단위 샘플 프레임 시리즈가 훨씬
동작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당 뽑는 프레임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며 모든 안무의 영상은 프레임
수가 높을수록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동작으로
인지되었다. 그러나 만약 프레임 수를 비트 단위로 다운샘플링할 경우
유튜브에 올라온 대부분의 안무 영상이 24~30 FPS 임을 고려할 때,
1.5~3.5 프레임으로 줄이는 것이 알고리즘의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량은 감소하지만, 성능은 높게 나타내는 최적의 프레임
수를 구하여 안무 검색 알고리즘의 샘플 이미지 추출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전체 프레임들을 확인한 결과, 비트 위의 이미지가 아닐 경우
사람의

형체가

뭉개지는

현상이

비트

위의

이미지보다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비트와 비트 사이에 움직이는 구간에서 동영상의
FPS 가 낮은 경우 빠른 동작을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체 프레임으로 할 경우에 유사 안무를 검색하는데 오차를
낳을 수 있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험에서는 육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온비트의 샘플 프레임 시리즈와 하프비트의 샘플 프레임
시리즈가 성능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샘플 프레임이 비트 단위로 추출되었을 때 충분히
안무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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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체 부위 위치 추정

동영상의 한 프레임 영상에는 3 차원 실세계 물체가 깊이 정보가
제거되어 2 차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존 방법들에서 사용되던
3 차원 기반 기술은 신체의 좌우관계 변화나 관절 위치를 찾는데
활용할 수가

없다.

이에,

최근

연구되고

있는

딥러닝 기법들을

이용하여, 2 차원 영상에서 신체 관절 위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신체 좌우관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테스트 영상 집합에 검토해 보았다. 만약 이러한 접근 방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깊이 정보가 없는 2 차원 영상에서도 사람이
어떤 동작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동영상에서
추출한 후 딥러닝을 통한 신체 위치 추정할 수 있다면, 적은 프레임
수만으로도

안무

정보를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으며

구현도

가능해진다[30]. 이에, 딥러닝 학습을 통해 2 차원 영상에서 사람의
신체

부위

위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DNN, GAN, CNN 을 이용한 모델이며, 사람 신체 부위
위치를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의 동작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람의 포즈에 대하여 관절 좌푯값을 제공하고 있는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공개

데이터셋은

LSP

Extended

데이터셋[31], FLIC-full 데이터셋[32], MPII 데이터셋[33] 등이
있으며,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와

14

개의

관절

위치

좌푯값을

태깅(tagging)한 레이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운동 장면을 이용한
LSP 데이터셋은 운동 장면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이며, MPII 데이터셋은
일상과 레포츠를 중심으로 15 가지 상황의 모습들을 모아두었다.
FLIC-full

데이터셋은

영화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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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놓은

데이터셋으로

상반신만 존재한다. 연구에서는 위 세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 FLICfull

데이터셋을

배제하거나

데이터셋들을

변형(modification)하여

사용한다.
DNN 이용 실험에서는, 전체 신체 모습을 학습하고자 하므로
FLIC-full 데이터셋을 제외하였다. 두 데이터에서의 뼈 위치 및 x, y
관절 유무 등 표현이 다르므로, 통합된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의 에폭(epoch)은 200 에폭을 이용하였다. DNN 학습
결과를 간단한 입력 동영상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9 에
보인 바와 같이, 대부분 프레임에서 사람 신체 모습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였다.

추정된

관절

위치

정보가

대부분

사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 한 곳에 뭉쳐져 나타나타 현상, 그리고 실제
관절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 등을 감안할 때, DNN 학습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9. DNN을 이용한 동작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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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으로, 안무와 유사한 이미지를 선별하여 GAN 을
이용하여 사람의 포즈를 추정한다. 해당 방법의 경우엔 관절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찾는 방법으로 주어진
뼈대를 학습하고 그 이미지로부터 정답을 찾고자 하였다. 뼈대의
굵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실험하였으며

학습하고자

한

원래

이미지에서 사람의 안무와 유사하고 여러 사람이 없으며 사람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배경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2450 개의 데이터를 골라내어 학습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그림 9 와 그림 10 에서처럼 관절의 좌표점을 결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과 포즈의 모습이나 위치가 비교적 정확하나
팔을 벌리거나 엎드리는 등의 기본 동작과 크게 벗어날 경우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는 에폭을 추가로 올려도 해결이 안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강아지 등의 이미지에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사람처럼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흑백으로 이미지를 학습한 것을 컬러로
바꾸거나 아울러 관절의 위치를 점만 찍어 학습하는 방법 또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 두 가지 방법의 실패로 인해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더
정제한 뒤 2200 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되는 뼈의 굵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흑백 이미지를 이용하여 280 에폭으로 실험을
하였으나 처음의 결과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해당하는 GAN 은 유사 안무 검색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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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AN 을 이용한 동작 추출 결과

마지막으로 사용한 방법은 CNN 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해당
방법에서는 그림 12 처럼 총 18 개의 관절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얼굴의 좌측 귀, 좌측 눈, 우측 귀, 우측 눈의 좌표점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4 개의 값을 이용한 좌표점을
활용하여 동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CNN을 이용할 때 추출되는 18개 관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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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법은 그림 13 처럼 가장 이상적으로 신체를 표현하였으며
대부분 프레임에서 실제 동작과 유사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특정
관절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있을 법한 위치를 제시하였으며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관절

좌푯값을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크고 또렷한 사람의 신체 관절 좌표값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CNN 모델 학습은 다양한 포즈의
정확도가 높았으며 프레임에서 보이지 않는 관절 위치 추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였다. 다만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가장 크고 관절의 개수가 많은 사람의
모습만 찾는 방법을 이용한 후처리를 통해 춤추는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관절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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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NN을 이용한 동작 추출 결과

제 4 절 신체의 특성 추출

3.4.1 뼈 기반 신체 표현 모델

사용하고자하는 신체 표현 모델은 CNN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18 개의 좌푯값을 제공한다. 그 중 안무 동작에 필요한 14 개 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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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푯값을 바탕으로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14 처럼 관절의 좌푯값마다 고유한 신체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팔, 다리, 목 몸통의 위치, 각도, 구부림, 회전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더하여 각각의 뼈의 벡터값을 구하여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얼마만큼의 관절의 벡터값이 변하는지 구할 수 있어
특성을 추출하는데 적합하다.

그림 13. 실험에서 사용하는 신체의 위치

3.4.2 신체 동작 표현을 위한 특성들

본 실험에서는 사람 몸의 모든 관절과 뼈들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features)을 사용한다.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관절 점을 연결하는 뼈의 벡터(vector), 벡터와 벡터 사이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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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이차원 좌표에 해당하는 값, 골반의 중심점 등이다. 해당
특성들의 사용을 위해 각각의 정보를 절댓값으로 만들어주어야한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되는

샘플

프레임들에

대하여

모든

신체의

좌푯값을 정규화(normalize)하여 비교한다.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정규화는 어깨의 길이를 목에서부터 골반
중심까지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용한다. 상체가 얼마나 옆으로 돌아가
있는지 혹은 숙이고 있는지 등의 정보로 정규화할 경우 기존의 몸
전체를 박싱(boxing)하는 것보다 이점을 가진다[34].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목에서 골반 중심까지의 길이가 완전히 숙일 경우
0 이 된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숙인다는 정보를 제공 하에 예외처리
하였다. 이를 이용한다면 관절에서 어깨너비의 비율을 이용하여 몸이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섯 가지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디자인한 뼈의
개수는 12 개로 각각 좌측 팔 상박, 좌측 팔 하박, 우측 팔 상박, 우측
팔 하박, 어깨, 목과 좌우 골반 연결, 좌측 다리 상박, 좌측 다리 하박,
우측 다리 상박, 우측 다리 하박 등이다. 이를 통해 어깨 너비와 몸통
길이의 비율, 양 팔 사잇각, 양 다리 사잇각, 상체 좌우 기울임, 팔
상박/하박

사잇각,

그리고

다리

상박/하박

사잇각을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 특성 1 ) 어깨 너비와 몸통 길이의 비율

그림 15 의 특성 1 에 대한 식 (1) 은 어깨의 길이 w 를 상체
중심선 h 로 나누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상체의 회전 및 앞으로 숙임
여부, 앉기, 엎드림 등의 신체 자세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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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w/h

(1)

그림 14. (특성 1) 어깨와 골반의 중심점과 목의 연결선의 위치

( 특성 2 ) 양 팔 사잇각

좌측 팔과 우측 팔의 각도를 이용하여 몸을 표현하면 양 팔의
올림/내림, 벌림, 어긋 벌림 등과 같이 다양한 자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6 의 특성 2 는 식 (2)처럼 정의내린다.

𝜃𝑎𝑟𝑚𝑠

⃗⃗⃗
⃗⃗⃗⃗𝑟
1
𝐴𝑙 × 𝐴
⃗⃗⃗𝑙 + ⃗⃗⃗⃗
𝑐𝑜𝑠 −1 (
𝑖𝑓 (𝐴
𝐴𝑟 )𝑦 < 0
)
|𝐴𝑙 ||𝐴𝑟 |
2𝜋
=
⃗⃗⃗𝑙 × ⃗⃗⃗⃗
1
𝐴
𝐴𝑟
[2𝜋 − 𝑐𝑜𝑠 −1 (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
|𝐴𝑙 ||𝐴𝑟 |
{2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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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15. (특성 2) 양 팔 사이의 각도

식의 𝐴𝑙 는 좌측 상박 벡터를 𝐴𝑟 는 우측 상박 벡터를 의미한다.
팔은 상박과 하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깨선에 연결된 신체 부분은
팔의 상박이므로 이 경우 좌측 상박과 우측 상박의 각도를 이용하였다.
이 경우 360 도 전 각도를 사용할 수 있다. 팔 사이의 각도를 보되
각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내적을 사용하였다. 만약 두 벡터의 y 좌표가
0 보다 작을 경우 사잇각 θ 을 사용하고 0 보다 클 경우 2π − θ 을
사용하여 간의 각도를 구한다. 안무 동영상의 경우 동작의 좌우 구분
없이 추는 사용자들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안무

좌우대칭＇이라는

쿼리를

통해

좌우를

뒤바꾸어

동작을

연습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카메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좌우를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묵인할 경우 결괏값의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좌우대칭에 따른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요소에서 팔의 좌측과 우측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내적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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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3 ) 양 다리 사잇각

양 다리 사이의 각도로 다리 벌림, 회전 등과 같은 자세를
확인한다. 그림 17 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식 (3)에서 𝜃𝑙𝑒𝑔𝑠 은 팔
간의 각도를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다리 간의 각도 또한 내적을
이용하여 사잇각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림 16. (특성 3) 양 다리 사이의 각도

𝜃𝑙𝑒𝑔𝑠 =

⃗⃗⃗
1
𝐿𝑙 × ⃗⃗⃗⃗
𝐿𝑟
𝑐𝑜𝑠 −1 (
)
|𝐿𝑙 ||𝐿𝑟 |
𝜋

(3)

식의 𝐿𝑙 는 좌측 허벅지 벡터를 𝐿𝑟 는 우측 허벅지 벡터를 의미한다.
벡터는

골반에서

무릎까지

혹은

골반에서

발목까지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 결과 골반과 발목의 움직임을
벡터로 만들 경우 무릎이 주는 정보를 손실한다는 점에서 골반에서
무릎까지의 관절 위칫값을 이용하여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더욱
적합하였다.

- 34 -

( 특성 4 ) 상체 좌우 기울임

다음은

몸의

좌우

기울기를

표현한

것으로

상체와

바닥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방법의 경우 그림 18 과 같이 어깨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목의 위칫값과 골반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 후 두
점을 이어 벡터를 만든다. 해당 벡터는 몸통의 중심을 연결 하므로
정자세일 경우 지평선과 거의 수직을 이루게 되며, 상반신의 기울기에
따라 지평선과의 각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골반의 중심점과 어깨의 중심점을 이은 벡터와 지평선 간의 각도를
구하면 상체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 몸의 좌우 기울기 𝜃𝑡𝑜𝑟𝑠𝑜 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𝜃𝑡𝑜𝑟𝑠𝑜 =

⃗ ∙𝑥
1
ℎ
𝑐𝑜𝑠 −1 (
)
|ℎ||𝑥|
𝜋

(4)

⃗ 는 목에서부터 골반 중심까지의 길이에 해당하는 벡터이고
여기서 ℎ
𝑥 는 지면에 해당하는 x 축의 단위 벡터를 의미한다.

그림 17. (특성 4) 상체를 가로지르는 벡터와 지평선 사이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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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5 ) 팔 상박/하박 사잇각

다섯 번째 요소는 팔의 상박과 팔의 하박의 벡터를 이용하여 외적을
구한 후 두 부위의 각도를 구하는 것으로 그림 19 의 특성과 같다.

𝜃𝑒𝑙𝑏𝑜𝑤 =

⃗⃗⃗
1
𝐴𝑙 × ⃗⃗⃗⃗
𝑊𝑙
𝑠𝑖𝑛−1 (
)
|𝐴𝑙 ||𝑊𝑙 |
𝜋

(5)

식 (5)에서 표현된 𝜃𝑒𝑙𝑏𝑜𝑤 에서 𝐴𝑙 는 왼팔 상박 벡터를 𝑊𝑙 는 왼팔
하박 벡터를 의미한다. 팔의 상박과 하박은 팔의 하박이 상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되므로 외적을
이용한다. 각도를 π 로 나누어 줌으로 인해 각도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왼쪽 팔과 마찬가지로 오른 쪽 팔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값을 정한다.

그림 18. (특성 5) 팔의 상박과 하박 사이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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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6 ) 다리 상박/하박 사잇각

마지막 요소로 다리의 상박과 하박을 벡터로 만들어 외적을 통한
사잇각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𝜃𝑘𝑛𝑒𝑒 =

⃗⃗⃗𝑙
⃗⃗⃗
1
𝐿𝑙 × 𝐶
𝑠𝑖𝑛−1 (
)
|𝐿𝑙 ||𝐶𝑙 |
𝜋

(6)

그림 20 에서 특성 6 으로 설명된 위 특성은 식 (6)에서 𝜃𝑘𝑛𝑒𝑒 에 대해
𝐿𝑙 을 왼쪽 허벅지 벡터로 𝐶𝑙 를 왼쪽 종아리 벡터로 정의함으로써 특성
5 와 마찬가지로 값을 구한다. 또한, 오른 다리도 마찬가지로 계산한다.
이 방법은 네 번째 요소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안으로 굽어 있는지
밖으로 굽어 있는지 정도를 판단하며, 외적으로 인해 𝜋 로 나누어준다.

그림 19. (특성 6) 다리의 상박과 하박 사이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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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샘플 프레임 유사도 계산 및 검색 성능 평가

3.5.1 안무 유사도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안무

동작

간의

거리

계산을

통해

유사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입력 쿼리는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 샘플 프레임에서의 특성값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형태가 된다. 그림 21 과 같이 입력된 쿼리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모든
안무에 대해 거리 계산이 이루어진다. 6 가지 동작 특성에 대한
유사도를 각각의 특성값에 대해 거리 비교하며 계산하여 합산한 값을
저장한다. 거리 계산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안무 샘플 프레임
시리즈에 대해 진행된다. 한 영상의 처음 시작 부분부터 입력 쿼리의
길이만큼 특성의 값을 비교한 후 입력 쿼리의 끝과 특정 안무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끝이 같아질 때까지 비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영상과 비교하여 각각 합산한 값을 값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결과로 제시한다. 이러한 경우 유사한 안무에 대하여 프레임 개수가
차이가 나거나 세부 춤 동작의 지속 시간 차이에 의하여 안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는 비트 동기화된 추출 간격으로
실험에서 보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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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안무 유사도를 구하기 위한 거리 계산 방법

3.5.2 검색 결과의 평가 방법

본 연구의 목표를 검증하기 위해선 검색 정확도에 대한 정량적
성능 평가를 목표로 한다. 그림 22 과 같이 제안 안무 검색 알고리즘은
유사 안무 검색 순위를 곡의 제목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쿼리를
삽입하였을 때 전체 테스트셋 중 가장 유사한 안무를 상위 K 개로
선정하고 검색 결과에 n 개 내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Top-1 정확도란, 최상위 예측 안무가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의미하고
Top-10 정확도란, 10 위까지의 검색 결과 내에 정답과 같은 제목을
포함하는 곡이 하나라도 있는가를 의미한다. K 의 개수는 10 개로
실험하였다. 또한, 그림 23 처럼 특정 쿼리의 상위 K 개 검색 결과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AP@K(Top-K Average Precision)을 사용한다.
모든 쿼리 AP@K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mAP@K (Top-K mean
Average Precision) 를 계산하여, 실험의 결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식 (7)에서 𝑃(𝑡𝑜𝑝𝑘 ) 는 precision@k 이며 𝑟𝑒𝑙(𝑘) 는 k 번째 순위와
관련된 노래이면 1 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0 을 표시한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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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서 q 는 쿼리를 나타내고, 𝑄는 쿼리의 수를 의미한다.

AP =

∑𝑛𝑘=1 𝑃(𝑡𝑜𝑝𝑘 ) × 𝑟𝑒𝑙(𝑘)
𝑛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𝑟𝑒𝑙𝑒𝑣𝑎𝑛𝑡 𝑠𝑜𝑛𝑔𝑠

mAP =

∑𝑄
𝑞=1 𝐴𝑃(𝑞)
𝑄

그림 21. 안무 검색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방법

그림 22. Top-K mean Average Precision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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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제 1 절 샘플 프레임 시리즈 추출 간격 실험

안무 영상으로부터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추출하기 위하여 음악의
비트가 프레임을 추출하는 간격에 적합한지 유사 안무 검색의 성능
결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24 와 같이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12 개 곡의 60 개 안무 영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12 곡으로 구성되며 각 노래마다 5 개의 안무 동영상이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쿼리에 대해 4 개의 정답과 55 개의
오답이 존재한다. 입력 쿼리는 안무 동영상에서 음악의 하이라이트
부분 중 무작위로 20~40 초의 구간을 선정하였다. 입력 쿼리와 동일한
영상은 결과로 나타나는 순위에서 배제하였으며 각각의 정답지의
이미지들에 대하여 처음 시작하는 프레임은 모두 같도록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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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샘플 프레임 시리즈 추출 간격 실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

안무 영상의 간격을 선정하기 위해 세 가지 추출 간격에 대해
비교한다. 음악의 비트 위를 나타내는 비트 위치의 프레임들(비트
위치의 프레임들), 비트와 비트 사이의 인터비트 또한 포함하는
비트를 절반으로 나눈 간격의 위치, 그리고 동영상의 FPS(Frame per
Second)에 따른 안무 전체 프레임들을 간격으로 설정하고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비트 위치의 프레임들의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결과는 표 1 과
같다.

온비트의

경우

초당

1.4~3.3

개의

프레임을

뽑아서

이루어졌으며, 전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프레임
수가 감소하였다. 하프비트는 비트 위치의 프레임과 온비트 사이
정가운데에 위치한 비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프레임 수가 두 배로 구성되었다. 전체 프레임들은 한 곡의 안무
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추출한 것으로 평균 5000~6000 장의 프레임이
한 영상에서 추출되었다. 안무 검색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초당
프레임의 수의 차이보다 더 격차가 커졌다. 온비트를 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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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초가 걸리는 것에 비해 전체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 1003.77 초가
걸려 온비트에서 검색 시간이 334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간격 추출을 위한 세 가지 추출 방법의 곡 당 평균 소요
시간

결과는 그림 25 와 같다. 온비트와 하프비트의 경우 12 곡 중
11 곡이 1 위(Top-1)에 정답과 같은 곡을 제시하였다. Top-2 까지
확인할 경우 온비트와 하프비트가 모두 정답을 제시하였다. 반면 전체
프레임을 안무 검색에 사용할 경우 정답인 개수는 1 위까지 6 곡,
2 위까지 8 곡으로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 전체 프레임을
이용하면 8 순위까지 검색해야 12 곡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 2 위에서
모든 곡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온비트와 하프비트와 비교해 볼
때 전체 프레임을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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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Top-k 정확도 비교 분석 결과:
(왼쪽부터) 전체 프레임의 경우, 하프비트, 온비트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추출할 경우 전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보다 온비트 혹은 하프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비트와
하프비트를 전체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Top-1 에서 정답
개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1 순위에서 온비트, 하프비트가 12 곡
중 11 곡에 대하여 정답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전체 프레임을
사용하면 6 곡만 선정된다. 또한, 온비트와 하프비트는 Top-2 까지
확인할 경우, 모두 정답을 찾지만 전체 프레임을 사용하면 Top-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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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정답을 다 찾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세 가지 추출
방법의 곡당 평균 소요 시간이 표 1 에서와 같이 전체 프레임을 이용할
경우 1003,77 초로 가장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반면, 온비트와
하프비트는 각각 3.00 초, 11.58 초가 걸린다. 마지막으로, 전체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 프레임의 개수가 온비트, 하프비트에 비해 평균 10 배 이상
차이 났다. 따라서 전체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형성과
그 크기가 다른 두 방법에 비해 이점이 없다.
위의 이유 외에도 안무 검색 성능을 평가했을 때 전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다고 평가된 비트 위치의 프레임들과 비트를 절반으로 나눈
간격의 위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평가하기 위해 mAP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그림 25 와 같이 나타났다. 각각의 값은 전체 프레임들에서는
0.5497, 비트를 절반으로 나눈 간격 위치의 프레임들에서는 0.7929,
비트 위치의 프레임들에서는 0.8465 의 값을 나타내어 비트 위치의
프레임들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실험들에 따라
비트 위치의 프레임들을 이용하여 안무 검색 알고리즘의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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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샘플 프레임 추출 간격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의 mAP
결과: (왼쪽부터) 전체 프레임의 경우, 하프비트, 온비트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서의

움직임

오디오

정보가

정보를

자기

없는
상관

동영상에

대하여

안무

방법(autocorrelation)으로

분석하여 동영상의 비트를 구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29]. 자기 상관
함수를 이용하면 그림 27 처럼 결과가 나타난다. 입력 쿼리로 삽입했던
영상에서

자기

상관을

가장

높게

가지는

위치를

정점(peak)으로

표시하였고 그래프는 곡 마다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동작이 명확한
안무와 같은 경우 정확도가 훨씬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느리고 동작이
불명확한 안무는 정점이 엉뚱하게 표시되었다. 또한, 그림 28 과 같이
100 곡의 댄스음악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75~180BPM 의 비트
범위

내에

있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정점만

선별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범위 내 정점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가장 고점을 가장 유사한
비트라고 판단하고 동영상의 비트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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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Autocorrelation 결과와 실제 비트 위치의 연관성

그림 27. 데이터베이스 내 음악 BPM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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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의 자기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유의하고 영상을 뽑아야 하였다. 동영상이 외부에서 촬영되고 조도,
바람에 의한

물체의

움직임,

사람의

이동 등의

변화가

있으면,

실내에서 정적인 촬영이 있더라도 조도, 커튼, 바닥의 움직임이 있으면
프레임 간의 변화량이 커지므로 지양한다. 또한, 손을 이용한 촬영이나
고정해서 촬영되지 않은 동영상 역시 프레임에서 배경의 이동이
감지되므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제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거나 글씨 등이 중간에 등장할
경우와 색깔의 변화가 생길 효과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편집하였을
경우도 제외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제거한 10 곡의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표 2 와 같이 6 곡은 BPM 이 실제 음악의 BPM 과 같거나 8 BPM
이내로 차이가 남을 보였으며 2 곡은 128BPM 의 곡이 64BPM 을
찾는 등 옥타브 에러가 발생하였으며 75~180BPM 범위 내에 정점이
없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2 곡은 정답과 동떨어진
곳에서 정점이 나타났다.

표 2. 안무 영상의 실제 BPM 과 추출된 동영상 속 음악의 비트를
이용한 BPM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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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체 부위 위치 추정 및 신체 특성 추출

2 절에서는 현재 사용한 알고리즘 및 그를 이용해서 안무의
관절을 뽑은 결과와 6 가지의 특성의 추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실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평가에 사용된 동영상의 개수는
500 개이며, 전체 곡은 100 곡이다. 곡마다 5 개의 동영상이 있으며
500 개의 동영상을 이용하여 비트 위에 위치하는 샘플 프레임
이미지를 일컫는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뽑았다.
실험 데이터셋의 동영상은 24~30FPS(Frame per Second)로
이루어져

있으며

데이터셋의

동영상에

대한

음악의

비트는

83~164BPM(Beat per Minute)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트 위치의
프레임들은 음악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비트를 이용하여 찾았으며
9~22

개

간격으로

프레임에

비트가

위치하고

있다.

즉,

초당

24~30 개의 프레임을 전체 사용하는 것과 초당 1.4~3.3 개의
프레임을 사용할 때 정보의 손실이 유의미하게 있었는지 비교한다.
실험에서 입력 쿼리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총 100 곡이 있으며
각 곡은 5 개의 영상을 가진다. 이중 1 개의 동영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입력 쿼리로 사용하고, 정답이 되는 같은 곡의 안무 영상
4 개를 시스템을 통해 찾도록 하였다. 즉, 495 개의 정답이 아닌 안무
영상과 4 개의 정답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안무 검색을 통해 가장
유사한 10 개의 안무 영상의 제목을 오차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나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영상은 모두 다른
사람이 다른 곡을 추는 영상이므로 안무 영상에서의 사람의 크기를
정규화한 후 이용하였다. 같은 곡 내에서도 그림 30 처럼 사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곡에 대하여 어깨길이/상체길이인

w/h 값을 전체 프레임에 대하여 추출한 후 평균을 구하여 각각의
프레임을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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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어깨길이(w)와 상체중심선(h)을 이용한 정규화

제 3 절 샘플 프레임 유사도 계산 및 검색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신체 좌푯값을 이용하여 특성을 정의한 후 거리
계산을

통해

안무

검색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온비트에

해당하는 샘플 프레임 시리즈에 대하여 입력 쿼리를 1 곡에 대한
5 개의 영상 중 1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쿼리로 제공되는 영상의
안무 중 음악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랜덤하게 평균 20 초인 구간을
선택하여 온비트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샘플 프레임 시리즈로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결과는 그림 32 와 같다. 전체 100 곡 중에서 자신의 곡을
Top-1 로 선택한 곡의 개수는 66 개이며 Top-2 와 Top-3 사이를
제외하고 정답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Top-10 까지
볼 경우 Top-9 에 비해 정답이 9 곡이나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Top-10 에서는 전체 누적 정답 개수가 97 개로 3 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10 위 내에 정답과 일치하는 곡을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안무 검색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mAP 계산 결과 값이
0.6733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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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온비트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안무 검색 결과

마지막으로 온비트에 해당하는 샘플 프레임 시리즈를 바탕으로
안무 검색에서 찾은 부분이 실제 안무와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찾은
구간과 입력 안무의 프레임을 비교해 보았다. 정답인 경우 입력의
동작과 구간이 일치하는 곳에서 안무를 찾았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곡이지만 유사한 안무가 반복되는 다른 구간을 찾기도 하였다. 또한
정답이 아닌 경우 샘플 프레임 시리즈의 연속된 신체의 형태가 입력
쿼리와 흡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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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휴대폰 카메라와 같은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안무
검색이 가능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안무 동영상에서
음악의 비트 정보를 추출하여 비트 위 샘플 프레임 시리즈로 표현하는
것이 유용함을 보였다. 다음에는, CNN 딥러닝 학습방법을 이용하여,
안무

영상에서

제시하였다.

사람

이어서,

신체의
안무

관절

동작을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데

추정하는

유용한

여섯

방법을
가지

특성들을 제안한 후, 궁극적으로 어떤 안무에 대하여 샘플 프레임 별
특성값 시리즈로 표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값 기반 안무 표현법은 안무 동영상을 매우 적은 용량의
데이터로 표현이 가능해져 데이터베이스 용량 및 검색 시간 절감에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고가의 3 차원 특수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저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안무를
수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추출한 비트 정보를 이용하여 샘플 프레임 시리즈 추출 간격을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온비트가 검색 시간이 가장 빠르고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을 적게 차지하였으며, mAP 값이 가장 커 성능이
좋았다. 다음으로, 특성값 기반으로 표현된 안무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비교 방법으로 안무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500 개 동영상에 대하여 적용하여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검색된 상위
10 개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약 97% 성공률로 정확한 안무를 검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시된 안무 검색 방법론은 일반인도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안무를 검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일반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제시된 안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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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안무

표절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정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하여 안무 콘텐츠 보호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로서, 특성값 기반 안무 표현법을 다른 장르의 안무에
대하여 확대 적용해 볼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안무를 의미 있는
군집으로 자동 분류하는데 적용해 보고자 한다.

- 53 -

참고 문헌

[1] KIM, Dohyung, et al. Choreography Retrieval from the
Korean POP Dance Motion Capture Database with Low-Cost
Depth Cameras. In: Advances in Computer Science and

Ubiquitous Computing. Springer, Singapore, 2015. p. 805-811.
[2] SACHS, Curt. World history of the dance. 1964.
[3] BENNETT, Andy, et al. Popular music and youth culture:

music, identity and place. Macmillan Press Ltd., 2000.
[4] MIURA, Takeshi, et al. A hybrid approach to keyframe
extraction from motion capture data using curve simplification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EEJ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2014, 9.6: 697-699.
[5] KHIUN, L. K-pop dance trackers and cover dancers. The

Korean Wave: Korean Media Go Global, Abingdon: Routledge,
2013, 165-82.
[6] PETERS, Kathrin; SEIER, Andrea. Home dance: Mediacy
and aesthetics of the self on YouTube. The YouTube Reader,
2009, 187-203.
[7]

강현구;

고훈준.

K-POP

의

음악

패턴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2013, 11.3: 95-100.
[8] CHAO, Min-Wen, et al. Human motion retrieval from hand-

- 54 -

drawn

sketch.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012, 18.5: 729-740.
[9] GILLIES, Marco, et al. Sketches vs skeletons: video
annotation

can

In: Proceedings

capture

of

the

what

2nd

motion

capture

International

cannot.

Workshop

on

Movement and Computing. ACM, 2015. p. 104-111.
[10] MEZA, Xanat Vargas; PARK, Han Woo. Globalization of
cultural products: a webometric analysis of Kpop in Spanishspeaking countries. Quality & Quantity, 2015, 49.4: 13451360.
[11] FAN, Rukun; XU, Songhua; GENG, Weidong. Examplebased automatic music-driven conventional dance motion
synthesis.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012, 18.3: 501-515.
[12]

BEARMAN,

Amy;

DONG,

Catherine.

Human

pose

estimation and activity classifica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S231n Course Project Reports, 2015.
[13] ISOLA, Phillip, et al. Image-to-image translation with
conditional adversarial networks. arXiv preprint, 2017.
[14] CAO, Zhe, et al. Realtime multi-person 2d pose estimation
using part affinity fields. In: CVPR. 2017. p. 7.
[15] FUKAYAMA, Satoru; GOTO, Masataka. Music content
driven

automated

choreography
- 55 -

with

beat-wise

motion

connectivity constraints. Proceedings of SMC, 2015, 177-183.
[16] LEE, Minho; LEE, Kyogu; PARK, Jaeheung. Music
similarity-based

approach

to

generating

dance

motion

sequence.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2013, 62.3: 895912.
[17] KIM, Dohyung, et al. Classification of Dance Motions with
Depth Cameras Using Subsequence Dynamic Time Warping.
In: Signal

Processing,

Image

Processing

and

Pattern

Recognition (SIP), 2015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2015. p. 5-8.
[18]

PAPADOPOULOS,

Georgios

Th;

AXENOPOULOS,

Apostolos; DARAS, Petros. Real-time skeleton-trackingbased

human

action

recognition

using

kinect

data.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Modeling. Springer,
Cham, 2014. p. 473-483.
[19] HU, Min-Chun, et al. Real-time human movement
retrieval and assessment with kinect sensor.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2015, 45.4: 742-753.
[20]

SHOTTON,

Jamie,

et

al.

Real-time

human

pose

recognition in parts from single depth images. I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1 IEEE Conference
on. Ieee, 2011. p. 1297-1304.
[21] TORMENE, Paolo, et al. Matching incomplete time series
- 56 -

with dynamic time warping: an algorithm and an application to
post-stroke rehabili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2009, 45.1: 11-34.
[22] DAHL, Sofia; FRIBERG, Anders. Visual perception of
expressiveness

in

musicians'

body

movements.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007, 24.5: 433-454.
[23] PANAGIOTAKIS, Costas, et al. Beat synchronous dance
animation based on visual analysis of human motion and audio
analysis of music tempo.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Visual

Computing.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3. p. 118-127.
[24] CHEN, Kuen-Meau; SHEN, Siu-Tsen; PRIOR, Stephen D.
Using music and motion analysis to construct 3D animations and
visualisations. Digital Creativity, 2008, 19.2: 91-104.
[25] ZHANG, Qiang; ZHANG, Shulu; ZHOU, Dongsheng.
Keyframe extraction from human motion capture data based on
a multiple population genetic algorithm. Symmetry, 2014, 6.4:
926-937.
[26]

FUKAYAMA, Satoru; GOTO, Masataka. Automated

choreography synthesis using a gaussian process leveraging
consumer-generated dance motions. In: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er Entertainment
Technology. ACM, 2014. p. 23.
[27]

ELLIS,

Daniel

PW.

Beat

- 57 -

tracking

by

dynamic

programming. Journal of New Music Research, 2007, 36.1: 5160.
[28] PANAGIOTAKIS, Costas, et al. Beat synchronous dance
animation based on visual analysis of human motion and audio
analysis of music tempo.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Visual

Computing.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3. p. 118-127.
[29] OFLI, Ferda, et al. Multi-modal analysis of dance
performances

for

music-driven

choreography

synthesis.

I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CASSP), 201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2010. p. 2466-2469.
[30] TOSHEV, Alexander; SZEGEDY, Christian. Deeppose:
Human

pose

estimation

via

deep

neur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4. p. 1653-1660.
[31] JOHNSON, Sam; EVERINGHAM, Mark. Learning effective
human

pose

estimation

from

inaccurate

annotation.

I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1

IEEE conference on. IEEE, 2011. p. 1465-1472.
[32]

SAPP,

Ben;

TASKAR,

Ben.

Modec:

Multimodal

decomposable models for human pose estimation. I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3 IEEE Conference
on. IEEE, 2013. p. 3674-3681.
[33] ANDRILUKA, Mykhaylo, et al. 2d human pose estimation:
- 58 -

New benchmark and state of the art analysi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4. p. 3686-3693.
[34] ANDRILUKA, Mykhaylo; SIGAL, Leonid. Human Context:
Modeling human-human interactions for monocular 3D pose
estim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culated Motion

and Deformable Object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2. p.
260-272.

- 59 -

Abstract

Efficient Retrieval of Two
Dimensional Choreography Videos
Using Beat-synchronous Sample
frames
Seohyun Kim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produce and consume various contents related to choreography
in our daily life.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system
that help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horeography.
Especially, the technique related to choreography retrieval is rarely
studied. This study is about how to easily search for the
choreography you are looking for using video queries. Previous
studies of choreography retrieval algorithms are based on motion
capture database collected using a three-dimensional depth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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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n infrared camera. Such methods are difficult to use by the
general public. Also,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database are
troublesome and the database size is large. To overcome the
problem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horeographic search method
based on two-dimensional video. To this end, beat information of the
music contained in choreographic video is extracted. Using extracted
beat information, series of beat-synchronous frames from the video
are also extracted and positions of joints are detected from each
frame using pose estimation algorithms. From joint positions, we
defined six features representing the motions. Features calculated
from an input query and the database are compared to search the
most similar choreography with the input video.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high retrieval accuracy is guaranteed using many
difference versions of same choreography videos as input querie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extracting the sample
frames from On-beat position is the most efficient and takes less
time. It takes less time to search, and it is easy to insert a database
or use daily life. Also, using the beat-synchronous frame does not
require a large capacity of the database, rather than using the entire
frame. It is affirmed that the choreography search accuracy using 2D
video is high because the performance of the choreographic retrieval
system in the frames of the On-beat position searches 97 out of 100
in the top 10.

- 61 -

Keywords : Choreography retrieval, Beat information related to
choreography, Body part features, Sample frame series
Student Number : 2015-26097

- 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