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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 개요(1)
1. 기술개발의 필요성

K-POP 열풍의 핵심은 K-POP 댄스
 해외 언론은 K-POP을 “아이돌 가수∙그룹이 부르는
한국의 댄스 음악”으로 정의
 YouTube™의 K-POP 조회수 상위 50위 곡은 모두
댄스 음악

K-POP 댄스는 新산업 창출의 기회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원에서 K-POP 커버 댄스 페
스티벌 성공적으로 개최
 K-POP 커버댄스 영상은 YouTube™의 전체
커버댄스 영상 중 40%를 차지
※ 약 730만개 중 300만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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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 개요(2)
2. 기술의 개념
(1) 안무 동작 인식 및 검색 기술


저가형 3D 카메라(kinect 등)기반 3차원 휴먼 동작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함



K-POP 댄스와 같이 역동적이고 복잡한 동작의 인식이 가능한 고도화 된 기술임



사용자가 직접 추는 안무 동작 자체를 질의동작으로 대용량 안무 DB의 고속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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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 개요(2)

(2) 안무 동작 정확성 평가 기술


전신 안무 동작을 대상으로 자세와 타이밍 정확성 모두를 실시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임



안무 동작과 신체 부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정 정보 피드백을 제공함
 댄스 게임과 피트니스 보조 뿐 아니라 안무 교습도 가능한 상세 분석 정보 제공

5

Ⅱ 개발기술의 주요내용(1)
1. 기술의 특징
(1) 안무 동작 인식 및 검색 기술
휴먼의 체형, 동작크기, 동작속도 등의 차이에 강인하게 동작함
유사 동작의 구별이 가능한 정교한 동작 인식 기술임
 안무와 같이 바디파트의 겹침이 빈번한 복잡한 동작에 대한 인식이 가능함
UI용 손 제스처 뿐만 아니라 휴먼의 상반신/하반신/전신 행동인식도 가능함
인식하고자 하는 동작의 추가 및 삭제가 용이함
휴먼의 동작 자체를 쿼리로 하여 동작 DB에서 유사 동작의 고속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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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발기술의 주요내용(1)

(2) 안무 동작 정확성 평가 기술
사용자와 환경의 변화에 강인한 안무 동작 인식 가능
 사용자 위치 변화, 몸통 회전, 신체 부분 가림이 발생해도 정확한 동작 추적 가능
 고속 동작 분석을 통해 실시간 안무 동작 평가와 피드백 가능
안무 교습 수준의 상세하고 체계적인 동작 분석 평가 정보 제공
 안무 자세와 동작 타이밍에 대한 시공간 분석을 통해 종합적 동작 분석 가능
 신체 부위별 세부 관절 동작 분석 평가를 통해 교습 정보 정교화

 안무 특성을 고려한 포인트 안무 집중 교습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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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발기술의 주요내용(2)
2.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일상생활행동 및 게임동작 등의 비교적 단순한 동작에 대한 동작인식 기술 연구가 대부분임
경쟁기술들의 개발방향도 동작 분석의 정교화를 지향하고 있음
 동작인식기술: Microsoft(미), INRIA(프), Fraunhofer(독)
 동작정확성평가기술: Microsoft(미), SoftKinetic(벨), Ubisoft(프), Harmonix(미)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 인식 대상 행동이 소규모임 (10~20개 수준)
• 일상 행동 및 게임 등 인식이 용이한 단순한 동작을 대상으로 인식함
• 역동적이고 복잡한 동작에 대한 동작 정확성 분석 정밀도가 낮음
• 대규모의 동작 및 행동을 인식 대상으로 함 (100개 이상)
• 바디파트의 회전 및 겹침이 빈번한 복잡한 동작도 인식 가능함
• 유사 동작의 구별이 가능한 정교한 동작인식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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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발기술의 주요내용(3)
3. 기술의 완성도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완료시기

기술의 완성도
안무동작인식 및 검색기술

안무동작 정확성 평가 기술

1차완료 (2015.10)

동작인식 성공률: 93%
안무검색 성공률: 95%

동작정확성 분석 성공률: 90%

2차완료 (2016.02)

동작인식 성공률: 95%
안무검색 성공률: 97%

동작정확성 분석 성공률: 97%

* 동작인식기술은 MS가 제공하는 공개 DB를 활용하여 평가함
* 안무검색 및 동작정확성 분석기술은 전문 댄서를 대상으로 ETRI가 구축한 대용량 안무DB를 활용하여 평가함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개별 이전)
안무동작 인식 및 검색 기술
 안무동작 인식 및 검색 라이브러리, 샘플프로그램, 기술설명서 및 시험결과서
안무 동작 정확성 평가 기술
 동작 정확성 평가 라이브러리, 샘플프로그램, 기술설명서 및 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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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발기술의 주요내용(4)
4. 표준화 및 특허

표준화 동향
• 관련 국제 표준 : 인체 형상의 애니메이션 표현 및 자료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인 “ISO/IEC 19774:2006
Human Animation (H-Anim)”이 본 기술과 가장 유사
• 국내 표준화 활동 : 국내 Web 3D 포럼과 기술표준원과 공조하에 H-Anim의 차세대 버젼을 위한 표준 아이
템 발굴을 주도하고 있음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질의동작기반 안무 데이터베이스 검색 장치 및 방법

한국

출원

동작 기반 인터렉티브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한국

출원
출원

METHOD AND SYSTEM FOR MOTION BASED INTER
ACTIVE SERVICE
SYSTEM AND METHOD FOR SEARCHING CHOREOG
RAPHY DATABASE BASED ON MOTION INQUIRY

출원(등록)번호
10-20140139569
10-20150013277

출원(등록)
년도
2014.10
2015.01

미국

14/663,188

2015.03

미국

14/667,058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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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1)
1.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동작기반 교육용 콘텐츠

참여형 광고 및 전시

제스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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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2)
2.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K-POP 시장은 해외진출 지속화 및 공연시장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됨
동작인식 시장은 2015년 6.2억달러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됨
댄스게임 관련하여 ‘Dance central’ 이 300만장 (1억 5000만 달러)의 DVD 판매기록을 달성하며,
MS XBOX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자리잡음
본 기술은 핵심공통기반 기술로써 K-POP댄스, 게임, 동작인식 등 관련산업의 시장확대 및 신규
시장의 창출이 가능함

예상 시장 규모
국내 시장 규모 610억원
세계 시장 규모 3,355억원
(2018년 기준)

* 시장 규모 추정 참고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3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전망 2014

수출증대 효과
3,632억원

(2018년 이후 5년간)
* 수출증대 효과 추정 근거
- 수출 규모는 국내 시장규모의 약 1.3배로 추정됨
- 연간 국내 시장규모 성장률은 20%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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