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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선형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한 키넥트 센서 기반 스 모션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스 모션 분류를 수행하기 해서, 먼  키넥트 데이터 깊이 상과 이진 상을 보

간법을 통해 데이터의 크기를 정렬시켜 다. 다음으로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 (MPCA)을 이용하여 

연속된 스모션 상들에 한 특징을 추출하고, 유클리디안 분류기를 통해 클래스 분류한다. 본 실험

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키넥트 센서를 기반으로 문 서 4명을 통해 취득된다. 총 100곡의 

K-POP을 선정하 고, 곡마다 2개의 포인트 안무를 통해 총 200개의 포인트 스모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89.5%의 성능을 나타낸다.

1. 서론

컴퓨터 비  기술과 그래픽 기술, 다양한 센서들의 발

달로 인간과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한 요기술  하

나인 모션 인식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  발 되고 있다

[1]. K-pop이 세계 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  하나로 커

버 스(cover dance)가 있다. 커버 스는 팬 코스 의 

일종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스를 모방하는 행 를 

가리킨다. 하지만 와 같이 개인이 아닌 상업 인 이유로 

스를 모방하는 경우 작권 표  문제가 생긴다. 2016년 

국 걸 그룹 ‘AOS’가 국내 걸 그룹 ‘여자친구’의 곡의 콘

셉트와 스를 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키넥트 센서를 통한 모션분류 연구들을 살펴보면, 

Amor [2] 스 톤 모양을 통해 행동 분류를 연구하 고, 

Yuan [3]은 인간의 모션을 자동 인 특징을 검출하고 추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한, Chen [4]은 다  깊

이 기반의 3차원 인간 행동 인식을 하 고, Cao [5]는 행

동 인식을 한 3차원 딥합성곱 기술자를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다선형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한 스모션 분류를 수행하고자 한

다.  스 모션 분류를 해, 깊이 상을 보간법을 통해 

데이터의 크기를 정렬시켜주고,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 

(MPCA)을 이용하여 연속된 스모션 상들에 한 특징

을 추출  특징간 거리 값을 통해 클래스 분류한다. 실험

은 키넥트 센서를 통해 문가 서에 한 모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본 논문에 구성은 2장에서 MPCA를 

기술하고, 3장에서 MPCA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보여 다. 

4장은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나타낸다. 

2.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은 주성분 분석 기법의 다선형 

확장이다. 다선형 주성분 분석 기법은 2차원 주성분 분석

법과 같이 얼굴 이미지를 1차 벡터로 변환하지 않고 직  

공분산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다. N차 항의 텐서

는 그림 1과 같이 ∈ ×  × 으로 나타낸다. R은 차

원이고, I는 n형태의 입력 차원이다. 텐서 는 개의 지

수들    에 의해 표시되고, 각 은 의 

n-유형을 나타낸다. 행렬 ∈  × 에 의한 텐서 의 

n-모드 곱은 다음과 같이 표 되어진다 [6]. 

 ×           




    ∙ 

    (1)

(a)                  (b)

(그림 1) 스 이미지 기반 n 유형 벡터들의 시각  표  

(a) ∈ × ×   텐서 (b) ∈ × ×   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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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본 논문에서는 문 서들로부터 구축된 스모션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스모션 분류를 수행하기 해 

MPCA 특징추출과 유클리디안 거리 분류기를 이용한다.

3-1. 데이터베이스

K-POP 포인트 안무 데이터는 4명의 문 서들로부

터 취득한다. 안무 연습실에서 촬 하 다. 키넥트 V2와 

서와의 거리는 약 2.0 ∼ 3.8m 의 거리를 두고 취득했

다. 서의 활동 반경은 키넥트 V2의 화각을 가로 약 

2.7m 세로 약 1.8m의 공간에서 취득한다. 문 서는 경

력 2년 이상의 문가로 27세의 여성 문 서 2명과 29

세, 35세의 남성 문 서 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는 

센서로 취득된 스 안무 모션의 실루엣을 보여 다.

(그림 2) 스 안무 모션 실루엣 

3-2. 실험결과

먼 , 키넥트로부터 얻은 깊이 상의 크기를 맞추기 

해 보간법을 용한다. 보간법에 용된 데이터를 

MPCA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200개의 포인트 스를 총 

4명의 문가의 서들로부터 추출하 으며, 총 데이터의 

크기는 64*40*30*800이 된다. 64*40은 스 이미지의 크

기, 30은 임의 크기, 800은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MPCA를 통한 스 안무 인식률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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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PCA를 통한 스 안무 인식률

학습과 검증데이터는 50%로 나 어서 각각 

64*40*30*400의 크기를 갖는다. MPCA의 q값의 보존율을 

95%에서 100%까지 설정하면서 성능을 분석하 다. 분류

기는 유클리디안, 코사인유사도, MAD(modified angle 

distance)를 사용하 다. MAD는 R-1(Rank-1)과 R-5를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는 97%의 보존율로 설정 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깊이 상을 이용한 결과 R

–5에서 89.5%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무 작권 보호를 해 키넥트 센서 

기반 스 안무분류를 제안한다. 딥러닝을 통해 최  연구

를 진행했지만, 데이터의 크기와 3차원이라는 데이터를 처

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3차원 기반의 MPCA분류

기를 통해 3차원의 데이터를 용한 결과 74%의 성능을 

나타낸다. 

감사의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SW 심 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7-0-00137).

참고문헌

[1] M. Balazia, K. N. Plataniotis, “Human gait 

recognition from motion capture data in signature 

poses,” IET Biometrics, vol. 6, no. 2, pp.129-137, 2017.

[2] B. B. Amor, J. J. Su, A. Srivastava, “Action 

recognition using rate-invariant analysis of skeletal 

shape trajectories,”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2016, 1, 1-13. 

[3] X. Yuan, L. Kong, D. Feng, Z. Wei, “Automatic 

feature point detection and tracking of human actions in 

time-of-flight videos,” IEEE/CAA Journal of 

Automatica Sinica 2017, 4, 677-685. 

[4] C. Chen, M. Liu, J. Han, “Multi-temporal depth 

motion maps-based local binary patterns for 3-D 

human action recognition,” IEEE Access 2017, 5, 

22590-22604. 

[5] C. Cao, Y. Zhang, H. Lu, “Body joint guided 3-D 

deep convolutional descriptors for action recognition,” 

IEEE Trans. on Cybernetics 2018, 48, 1095-1108. 

[6] H. Lu, K. N. Plataniotis, and A. N. Venetsanopoulos, 

"MPCA: Multilinea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ensor object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vol.19, no. 1, pp. 18-39, 2008.

- 4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