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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K-POP은 한류의 핵심 콘텐츠이자 한류 성장을 
이끄는 킬러 콘텐츠이다. K-POP의 경제유발효과
는 12조원에 달하고, K-POP 수출이 100달러 증가
하면 소비재 수출은 412달러가 증가하는 등 경제 
파급 효과 또한 강력하다[1][2].

이러한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의 원동력은 
바로 K-POP 댄스이다.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으로 바뀌면서 K-POP 인기비결의 핵심이 댄스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언론은 K-POP을 한

국의 아이돌 가수·그룹이 부르는 댄스 음악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미를 비롯하여 전세계가 K-POP 

댄스를 따라하는 커버 댄스 열풍이 불고 있는 등 
K-POP 댄스는 신산업 창출의 좋은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K-POP 댄스의 글로벌 인기에
도 불구하고 K-POP 댄스와 관련된 IT기반 기술
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전혀 없었으
며, 이는 K-POP 댄스 콘텐츠 산업의 부진으로 이
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POP 댄스 콘텐츠 산업의 활
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K-POP 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무 
동작 분석 기술의 연구개발 사례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소개함
으로써 향후 기술의 발전 방향과 파급 효과를 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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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의 핵심 원동력은 바로 K-POP 댄스이다. 이러한 K-POP 댄스의 인기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K-POP 댄스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산을 위한 IT 기반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K-POP 댄스 콘텐츠 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POP 댄스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K-POP 댄스 데
이터베이스 구축과 동작분석 기술 연구개발 사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기술의 발전 방향과 파급 효과를 전망한다.  

ABSTRACT

K-POP dance has been the best contributor for the worldwide spread of K-POP. However, 

despite the popularity of K-POP dance, Korea has not still secured foundation technology and 

database required for the global market expansion of K-POP dance contents, which results in 

stagnation in dance contents industry.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viltalization of K-POP dance contents industry. As one of the related studies, 

we especially introduce the research project conducted b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and address prospects for the technology and its rippl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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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POP 댄스 관련 핵심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4년 문화체육관
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문화기술개
발 사업의 일환으로 “생체역학적용 K-POP 댄스 
안무 검색 및 자세 정확성 분석 기술 개발”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고품질의 
K-POP 댄스 모션·생체역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 안무동작 분석기술 개발을 K-POP 댄스 콘텐
츠 산업의 근간을 마련하는 생태 조성에 필수적
인 요소라고 판단한다. 문화서비스 산업은 원본 
콘텐츠 뿐만 아니라 2차, 3차 저작물로부터 파생
되는 수익 또한 막대한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파급력 
있는 2차, 3차 파생 콘텐츠는 게임, 교습, 경연, 

공유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이며, 

이러한 콘텐츠 개발에는 높은 수준의 IT 기술이 
필수이다. 따라서 K-POP 댄스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한류 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K-POP 댄스와 관련된 핵심 기
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림 2. K-POP댄스 모션·생체역학 데이터베이스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는 K-POP 댄스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동작분석 기술의 개발이다. 

K-POP 댄스 모션·생체역학 데이터베이스는 
300곡 이상의 K-POP 댄스곡에 대하여 전문 댄서
의 65개 이상의 바디 파트에 대한 3차원 위치 정
보와 파워, 모멘트, 에너지 등의 생체역학 정보를 
포함하는 대용량 고품질 데이터베이스이다.

특히 생체역학 데이터는 신체 부위별 움직임 
정보만을 저장하는 기존의 모션 데이터와 달리 
신체부위별 움직임의 힘과 운동량 정보를 포함하
므로 신체 활동의 역학 분석을 필요로 하는 스포
츠, 트레이닝, 재활치료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
용되고 있는 정보이다. 본 과제에서는 K-POP 댄
스에 대한 생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써, K-POP 댄스 동작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인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생체역학 신호를 
기반으로 신체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산출이 
가능해지므로 퍼스널 트레이닝, 체중 관리 등 
K-POP 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건강관리 분
야에 활용할 수도 있다.

본 과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안무 동작 분석
을 위한 핵심 기술은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질의동작 기반 안무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술은 사용자가 취한 구간 질의 동작과 K-POP 

댄스 모션캡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댄스 곡들
의 단위 안무를 비교하여 유사도 순으로 정렬된 
안무 리스트를 인터랙티브하게 제공하는 기술로 
대용량 K-POP 댄스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필
수 기술이다. 본 기술은 발레, 태권도 등과 같이 
단위 동작의 명칭만으로 동작을 검색하는 기존 

그림 1. 생체역학적용 K-POP 댄스 안무 검색 및 자세 정확성 분석 기술 개발 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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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방법과는 다르게 단위 동작의 명칭이 존재
하지 않는 K-POP 댄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자가 춤추는 안무 동작 자체를 질의 동
작으로 생성하고 이를 입력으로 안무 동작을 검
색하는 직관적인 기술이다. 

두 번째로, 실시간 안무 자세 정확성 분석 기
술은 전문 안무가의 고품질 모션 데이터와 저가
형 3D 센서로부터 입력받은 사용자의 동작을 비
교·분석하여 사용자의 춤 동작에 대한 정확도 정
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 공통 기반 기술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K-POP 댄스 동작의 정교한 
비교가 요구되는 안무 자세 정확성 분석 기술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로서, 안

무 동작 정확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집중도 및 몰입감을 극대
화 시킬 수 있어 댄스 학습 및 게임 분야에서 많
은 활용이 예상된다.

본 사업에서는 K-POP 댄스 콘텐츠 서비스 모
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2개의 사업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K-POP 댄스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
기 위한 K-POP 댄스 데이터베이스 스토어 사이
트이다. 수익모델은 2종의 K-POP 댄스 데이터 판
매이며, 댄스 관련 콘텐츠 개발 업체가 주요 수요
처로 예상된다.

두 번째 사업화 모델은 K-POP 댄스 전문 교육 
사이트이다. K-POP 댄스를 배우고 싶어하는 전세

그림 3. 질의동작기반 안무DB 검색 시스템 개념도

    

그림 4. K-POP 댄스 DB 스토어 사이트 개념도          그림 5. K-POP 댄스 교육 사이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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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K-POP 댄스 팬들이 주요 타겟이다. K-POP

댄스를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는 학습자가 
유튜브 등에서 댄스 교습 비디오를 검색해서, 동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댄스를 배우고 
있다. 학습자 자신이 춤을 잘 추고 있는 건지, 실
력은 나아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본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
츠는 전문 안무가의 춤 동작과 학습자의 춤 동작
을 비교·분석해서 학습자에게 체계적인 진단 서
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과학적인 댄스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집중도
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 효과적인 댄스 학습이 
가능하다.

Ⅲ.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3가
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먼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살펴
보면 K-POP 댄스 관련 IT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확보를 기반으로 K-POP 댄스 파생 콘텐츠 산업
을 육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K-POP 댄스를 기반으로 댄
스방, 댄스 게임, 댄스 교육 시스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게임중독,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에 긍적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재활 서비스 등을 통
하여 고령자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성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무검색 및 자세 분석 기술은 3차원 행동인식 

및 자세 인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 가능한 핵심공통 기반 기술이다. 따라서 기술
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산
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Ⅳ. 결  론

K-POP 댄스가 한류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임에
도 불구하고 K-POP 댄스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산을 위한 IT 기반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K-POP 댄스 동작의 교습 
확산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POP 댄스 콘
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의 제
시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기술의 발전 방
향과 파급 효과를 전망하였다. 연구개발 과제에서 
구축된 대용량 K-POP 댄스 데이터베이스와 개발
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함으로써 K-POP 댄스
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관련 산업의 동
반 성장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 현상을 지속적으로 
확산·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IT 기술 동력의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K-POP과 같이 
문화·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한류 콘텐츠의 
경우,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차
원의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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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본 연구개발 과제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