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댄스의 예술과 스포츠적 요소가 결합된 것이 댄스스포츠이다. 지금까지 국내 댄스스포츠 선행 연구는 다양

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이경숙 등, 2009). 이만령(2015)과 유혜숙(2008)은 지면반력을 이용해 앞

으로 걷는(forward walk) 동작과 뒤로 걷는(backward walk) 동작의 연구를 하였다. 또한 박종율(2012)은 

근전도를 통해 탱고 종목에서 다양한 근육의 근활성도를 분석하였고, 이우진, 김영관(2019)은 몸통과 골반의 

협응을 분석하여 쿠반락 동작에서 다관절의 협응을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댄서 혼자 수행하는 동작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남·여 커플의 댄스라는 댄스스포츠의 고유

성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졌다. 정량적으로 남·여 커플의 댄스 동작을 동시에 측정하는데 기술

적인 어려움이 있다. 댄서들이 회전을 자주 하거나 서로 밀착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면 관절에 부착된 반

사 마커의 궤적이 카메라 영상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커플의 댄스 동작을 정확히 다 측정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남·여 함께하는 동작 연구의 필요성은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해외에서 Arvind(2009)는 관성센서의 각속도 값을 이용하여 알젠틴 탱고에서 남·여 커플 동작들의 상관관계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댄스 연습이 지속될수록 남·여 댄서의 골반 각속도 신호 크기의 편차가 작아져 커

플의 상호 호흡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관성센서란 물체의 전·후, 좌·우, 수직 움직임을 선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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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몸에 부착된 관성센서의 신호 패턴을 분석하여 남·여 커플에 의해 반복되는 춤 동작의 일관성을 정

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대한댄스스포츠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10 커플의 선수들이였다. 선수

들은 조작적으로 정의한 댄스 동작을 5회 반복 수행하였고, 골반에 부착된 관성센서로 부터 3축 시계열 각속도를 

획득하였다. 반복 수행한 동작의 일관성은 코사인 유사성(cosine similarity)과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distance)라는 다차원 시계열 신호들 간의 패턴 유사성을 분석하는 지표를 따랐다. 코사인 유사성 분석 결과 파

트너끼리 짝을 이룬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값과 유의한 상관계수(.725, p<.05)가 나왔고, 커플의 랭킹과는 상관관

계가 낮았다. 한편, 유클리디안 거리는 커플 경력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커플의 랭킹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계수

(-.888, p<.05)가 나왔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연구자의 예측과 반대로 나타나 커플들의 동작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관성센서의 신호 패턴 분석 결과 코사인 유사성은 커플들의 동작 일관성과 숙련도를 예

측하는데 좋은 지표로 생각되지만, 랭킹을 예측하는 타당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추후 더 많은 데이터 분석

을 통한 고도화 작업이나 또 다른 분석 기술로 세밀한 댄스 움직임을 정량화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댄스스포츠, 관성센서, 코사인 유사성, 유클리디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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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회전 각속도 신호로 보여주는 기기이다(이정근, 2015; 조성정 등, 2004). 이것은 크기가 작고 사용이 

쉽고 신호 손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활동량을 추정하거나 동작을 분석하는 기기로 활용되고 있다(강신일 등, 

2013; 임성빈 등, 2006; Handelman et al., 2000). 그러나 하나의 센서에서 나오는 3축 방향의 각속도 값을 

동시에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 운동역학 비전공자들이 관성센서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댄스는 여러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작의 숙련도나 일관성을 하나의 관절 정보나 지표로 설명하기 힘들

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댄스 동작을 분석한 하종규 등(2015)도 동작의 운동학적 특성을 5개의 관절 정보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댄스스포츠 동작을 차원 축소하여 간단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면 동작의 기술적 평가를 단순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남·여 댄서에서 나오는 동작 신호를 하나

의 벡터 세트로 만들고, 반복되는 벡터 세트들 간의 유사성을 동작의 일관성으로 정의하였다. 벡터 유사성

(vector similarity)을 살펴보는 방법 가운데 코사인 유사도(이정원 등, 2002)와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distance)로 골반 움직임 각속도의 방향 유사성과 크기 유사성을 판단하였다(김규영 등, 2012). 전문적인 댄

서는 고도로 숙련되고 일관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Reeve, 2013), 반복하는 남·여 커플의 동작 

일관성을 타당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면 커플의 숙련도나 연습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댄스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심판의 판정 과정이 지닌 한계점도 연구의 필요성으로 작용하였다. 댄스스포

츠 경기 상황에서 심판들은 동시에 여러 커플들이 수행하는 댄스 동작을 보고 채점한다. 심판은 다양한 탐색 

전략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 심판의 시야에 들어온 특정한 커플의 동작을 보고 그 커플

의 경기력을 판단한다. 따라서 심판의 탐색 전·후에 펼쳐지는 동작들은 심판들이 보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진오, 김응준(2006)은 한 사람이나 한 커플만 대상으로 평가하는 유사한 예술 스포츠인 체조나 아이스댄싱에 

비해 댄스스포츠는 판정 영역 및 평가 요소가 많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판정 시스템 때문에 선수들

은 심판의 판정 신뢰도를 부정적으로 보았다(정진영 등, 2017).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댄스스포츠의 경기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나 평가 척도 개발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많이 사용되는 웨어러블 기기인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남·여 커플의 댄스 동작을 측

정하고, 남·여에서 나오는 신호를 통합한 벡터로 만들어 벡터유사성과 유클리디안 거리 분석법으로 커플 별로 

반복되는 동작의 일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댄스스포츠 연습에서 일관성을 평가

하고, 경기에서 커플의 경기력을 평가하는데 관성센서의 타당성 여부도 부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대한댄스스포츠연맹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 10 커플의 2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실험에 앞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을 이해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만을 대상을 실험을 실시하였다.

나이 (세) 신장 (cm) 체중 (kg)

남(10명) 23.3±4.7 173.7±5.5 68.5±6.0

여(10명) 22.5±4.7 156.1±5.4 46.3±4.4

표 1. 연구 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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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비

본 실험에서는 관성센서(Physilog®, Gait-up, Swissland) 2개를 사용하였다. 관성센서는 육면체 모양으로 

최대 가속도 16g까지 측정이 가능한 3축의 가속도 센서와 최대 2000°/s의 각속도까지 계측이 가능한 3축 각

속도 센서가 포함된 6측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와 센서 부착위치는 <그림 1>과 같다. 뒷면에서 볼 때 대

상자의 좌우 후상장골극(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의 중심에 센서를 부착하였다. 센서의 X축은 몸을 

좌우로 가로 지르는 좌우축(mediolateral axis)으로 골반의 전방경사(anteriro tilt, 음(-)의 각속도)와 후방경

사(posterior tilt, 양(+)의 각속도) 움직임을 나타낸다. Y축은 수직축(longitudinal axis)으로 골반이 좌측으

로 축회전하면 양(+)의 각속도가 나타났다. 센서의 Z축은 전후축(anteroposterior axis)과 일치하여 좌측 골

반이 아래로 떨어지면(반시계 방향) 양(+)의 각속도가 나왔다.

A. 관성 센서 및 센서 부착 위치 B. 남녀 센서 부착 위치

그림 1. 센서의 부착위치와 동작 분석에 적용한 축 방향의 정의

3. 실험절차

피험자들에게 실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조작적으로 정의한 커플동작을 알려주었다(<그림 

4>). 피험자들에게 20분 정도 연습 시간을 주어 동작 순서를 숙지하게 하였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 골반에 

관성센서를 각각 부착한 후 동작을 측정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동일한 룸바음악(23 bpm)에 맞춰 댄스 동작

을 5회 반복하게 하였다. 센서의 시작과 멈춤 작동은 테블릿(SM-T580, 삼성전자, 한국)에 장착된 어플

(Gait-Up , Gait-up, Swissland)에서 조작하였다.\

4. 자료처리와 분석

2개의 관성 센서에서 측정된 자료는 실험이 끝난 후 Gait-Up®사의 데이터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로 

내려 받았다. 내려 받은 자료는 csv 파일 형태로 바꾸고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Matlab®(ver. 2015b, 

MathWorks, USA)에서 자료 처리를 실시 하였다. 자료 처리는 데이터 필터링(data filitering), 시간 동기화

(time synchronization), 신호 유사도 계산(signal similarity calculation) 순서로 실시하였다. 획득된 자료

는 저역 통과 필터링(10Hz low-pass Butterworth filter)을 통해 신호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Matlab®의 

xcorr 함수(교차상관함수, cross-correlation function)을 활용하여 여러 번 얻어진 동작 신호들의 시작 시

간을 동기화하였다. 이 과정은 다른 시기에서 발생한 신호들 간에 최대교차상관계수 시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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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반복된 신호들을 모두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작적으로 정의한 동작의 일관성은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따랐다.

Trial #1 X축(좌우)

Y축(수직)

Z축(전후)

Trial #2 X축(좌우)

Y축(수직)

Z축(전후)

Trial #1 X축(좌우)

Y축(수직)

Z축(전후)

Trial #2 X축(좌우)

Y축(수직)

Z축(전후)

(ωX,T1,F, ωY,T1,F, ωZ,T1,F)

(ωX,T2,F, ωY,T2,F, ωZ,T2,F)

(ωX,T1,M, ωY,T1,M, ωZ,T1,M)

(ωX,T2,M, ωY,T2,M, ωZ,T2,M)

그림 2. 남·여 댄서의 골반에서 반복되어 측정되는 3축 골반 각속도 신호 패턴과 3차원 벡터의 표현

<그림 2>는 관성센서에서 나오는 벡터 세트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다. 5회 반복 동작을 수행하면 남·여 댄

서의 각 관성센서에서 3축의 각속도 신호가 나온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시도(Trial #1, T1)일 때 여자(female, 

F) 댄서의 각속도 벡터는 (   ), 두 번째 시도(Trial #2, T2)의 각속도는 

(   )가 된다. 한편, 남자(male, M) 댄서의 각속도 벡터는 첫 번째(Trial #1, T1)와 두 번

째(Trial #2, T2) 시도일 때 각각 (   )와 (   )가 된다. 한편, 커

플(couple)의 벡터 세트는 남자와 여자의 각속도를 합친 것으로 정의한 6차원 벡터 세트가 되어 첫 번째(Trial 

#1, T1)와 두 번째(Trial #2, T2) 시도일 때, 각각 (     )와 

(     )가 된다. 이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의 값도 

비슷하게 정의하였다.

반복되는 동작의 일관성(consistency)은 조작적으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Jarodzka., 2010; Rahutomo 

et al., 2012; Xia et al., 2015)와 벡터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distance)(Elmore et al., 2001)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남·여 개인 동작의 일관성은 3차원 벡터, 커플 동작의 일관성은 6차원 벡터의 코

사인 유사도와 유클리디안 거리값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그림 3>은 i 번째 시각일 때 여자 댄서의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와 유클리디안 거리 계산 예이다. 코사인 각도(cos(θi))는 

cos 
 

  
 

  
  

 
 

      

이다. 코사인 유사도(CS)는 n 번째의 시각까지의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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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였다.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면 코사인 유사도는 1이 되고, 90°로 벌어지면 0, 180°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면 –1이 나온다. 이러한 방법으로 5회 반복한 동작들 사이의 비교 조합인 10회(5C2=(5×4)/(2×1)=10)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고, 그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하였다.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작이 서로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X (좌우)

Y (수직)

Z (전후)

(ωX,T1,F, ωY,T1,F, ωZ,T1,F)i

(ωX,T2,F, ωY,T2,F, ωZ,T2,F)i

θi
di

 

그림 3. 3차원을 지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 동작의 두 벡터에 의해 형성되는 코사인 사잇각과 유클리디안 거리의 정의

한편, 두 벡터 사이의 절대적인 거리인 유클리디안 거리(di)도 계산하였다.

       
       

     


유클리디안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두 벡터 끝단 사이 거리가 가까워 두 벡터의 크기가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클리디안 거리의 평균(ED)도 또 다른 일관성 지표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5회 반복한 동작 사이의 비교 조합인 10회(5C2=(5×4)/(2×1)=10)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고, 그 평균값

을 대푯값으로 하였다. 

 









커플(couple)이 만들어낸 합성 벡터는 6차원의 성분을 지닌 벡터들의 코사인 각도(cos )와 유클리디

안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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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커플이 나타내는 코사인 유사도와 유클리디안 거리도 5회 반복 동작에서 나오는 10회 비교 조합의 평균

으로 기술하였다.

조작적으로 정의된 댄스 동작은 총 8소절로서 24개의 이벤트(event, E)로 구성하였다(<그림 4>). 이벤트는 

각 각 해당되는 룸바 카운트(2, 3, 4 1)에 따라 나누었고, 국면(phase, P)은 2소절씩 4개로 나누었다. P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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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의 오픈 베이직(open basic) 동작으로 2소절인 E1~E6로 구성되었다. P2는 오픈 힙트위스트(open 

hiptwist) 동작(E7~E12), P3는 하키스틱(hockeystick) 동작(E13~E18)이다. 마지막 P4는 사이드스텝(side 

step) 동작(E19~E24)의 2소절 부분이다.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P1 P2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E13 E14 E15 E16 E17 E18 E19 E20 E21 E22 E23 E24

P3 P4

그림 4. 룸바 리듬에 따른 이벤트 및 국면

Ⅲ. 연구 결과

1. 골반 각속도 특성

<그림 5>는 시간에 따른 남자와 여자 댄서 각각의 골반 각속도 결과 예시(C4 커플)이다. 각각의 선은 매회

의 결과이고 5회의 결과를 중첩해 놓은 것이다.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축 방향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 

X축(좌우축)과 Z축(전후축)은 각속도의 크기가 Y축(수직축)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녀 모두 주어진 동작

을 실행할 때 골반의 전·후방경사 움직임과 관상면에서 골반 움직임이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Y축(수직

축)의 큰 각속도는 골반의 좌·우 축회전이 주요 동작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 P3와 P4에서 Z축(전후

축) 움직임이 크게 나와 골반을 좌우로 누르는 동작이 나타남을 보였다.

<그림 6>는 5회 반복한 동작들 사이의 2회씩 뽑아 유사도를 계산한 10회의 코사인 유사성과 유클리디안 

거리의 평균(굵은 실선)과 표준편차(얇은 점선)를 나타낸다. 코사인 유사도는 평균적으로 0.6 이상의 값을 보

였고, 유클리디안 거리는 시간에 따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코사인 유사성

댄스스포츠 커플동작에서 관성센서를 골반에 부착하여 도출된 데이터의 코사인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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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구간별 C4 커플의 남자와 여자 무용수의 3차원 골반 각속도

A
n

g
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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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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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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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C4 커플의 각 구간별 코사인 유사성과 유클리디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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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P1 P2 P3 P4 전체 커플경력(년) 랭킹(등)

C1 0.744 0.662 0.673 0.609 0.672 7 2

C2 0.716 0.64 0.657 0.653 0.667 7 1

C3 0.736 0.672 0.628 0.666 0.675 5 8

C4 0.713 0.679 0.653 0.696 0.685 4 3

C5 0.734 0.662 0.629 0.661 0.672 4 9

C6 0.718 0.655 0.65 0.654 0.669 3 10

C7 0.683 0.681 0.657 0.661 0.671 2 6

C8 0.702 0.655 0.679 0.629 0.666 2 7

C9 0.75 0.64 0.657 0.627 0.668 1 4

C10 0.767 0.644 0.638 0.601 0.662 1 5

평균 0.726 0.659 0.652 0.646 0.671 3.6

랭킹 : 피험자들간의 경기실적 순위

표 2. 코사인 유사성- 커플                                                     - 상위 30%,  - 하위 30%

커플
P1 P2 P3 P4 전체 경력(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C1 0.697 0.715 0.656 0.647 0.683 0.635 0.624 0.61 0.665 0.651 10 17

C2 0.67 0.683 0.666 0.618 0.684 0.623 0.658 0.61 0.669 0.633 15 15

C3 0.713 0.7 0.693 0.634 0.687 0.578 0.683 0.633 0.694 0.636 6 6

C4 0.683 0.687 0.635 0.665 0.651 0.654 0.651 0.689 0.655 0.674 13 15

C5 0.709 0.692 0.658 0.647 0.685 0.589 0.649 0.644 0.675 0.643 7 4

C6 0.686 0.696 0.668 0.629 0.676 0.628 0.651 0.638 0.67 0.648 6 7

C7 0.686 0.644 0.66 0.668 0.659 0.642 0.651 0.644 0.664 0.65 6 10

C8 0.655 0.714 0.661 0.661 0.669 0.663 0.628 0.614 0.653 0.663 14 7

C9 0.665 0.746 0.613 0.674 0.633 0.633 0.602 0.65 0.628 0.676 5 12

C10 0.721 0.712 0.658 0.63 0.656 0.616 0.587 0.609 0.655 0.641 13 10

평균 0.689  0.699 0.657  0.647 0.668  0.626 0.638  0.634 0.663  0.652 9.5 10.3

표 3. 코사인 유사성 – 남 / 여                                                  - 상위 30%,  - 하위 30%

코사인 유사성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고, 0에 가까울수록 서로 90°의 방향 분리를 나

타낸다. <표 2>는 커플 경력으로 내림차순하여 커플 별로 전체 동작 및 각 세부 국면에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낸 것이다. 동작 전체적으로 경력이 오래된 커플들(4년 이상)이 0.667~0.685의 값을 나타내었고, 짧은 

커플들(3년 이하)은 0.662~0.671을 나타내었다. 최고의 코사인 유사도를 보인 커플은 C4(0.685)이었고, 최저

는 경력 1년의 C10 커플이었다. <표 3>은 커플 경력의 내림차순에서 남자와 여자 개인별 코사인 유사도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각 국면과 전체 구간에서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전체 동작에서 남자와 여자 결과

의 패턴을 보면 남자들이 높은 코사인 유사도(상위 30%)를 보이면, 여자들은 낮은 값(하위 30%)를 보였다. 반

대로 남자들이 낮은 값이면, 여자들이 높은 값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유클리디안 거리

댄스스포츠 커플동작에서 관성센서를 골반에 부착하여 도출된 데이터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다음과 같다(<표 

4>,<표 5>). 유클리디안 거리의 값은 0에 가까울수록 거리에 대한 유사도가 높아지고, 값이 커질수록 거리에 대한 

유사도는 낮아진다. <표 4>는 커플 경력으로 내림차순하여 커플 별로 전체 동작 및 각 세부 국면에서의 유클리디

안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커플 경력에 따른 특징적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C10 커플을 제외하고 4년 이사인 

C5에서 C9 커플들은 낮거나(하위 30%) 중간값을 나타내었다. 최대값을 보인 커플은 C4(90.499 deg/s)이고, 최

소값은 C6(58.961 deg/s) 커플에서 나왔다. 개인별로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한 결과인 <표5>에서도 C5에서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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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결과에서만 낮거나 중간값의 경향을 보여 주었고, 그 외의 커플들 결과에서는 특정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커플　 P1 P2 P3 P4 전체 커플경력(년) 랭킹(등)

C1 73.654 80.458 120.707 78.272 88.261 7 2

C2 49.842 62.133 69.101 58.244 59.813 7 1

C3 59.229 77.794 72.184 79.88 72.28 5 8

C4 79.107 84.886 102.202 96.205 90.499 4 3

C5 41.38 64.379 69.68 67.314 60.635 4 9

C6 42.233 57.819 71.813 63.81 58.961 3 10

C7 50.51 70.803 79.052 72.919 68.263 2 6

C8 45.493 179.812 69.675 62.917 59.53 2 7

C9 63.819 83.333 80.248 71.332 74.649 1 4

C10 93.039 80.037 78.096 62.405 78.295 1 5

평균 59.831 84.145 81.276 71.330 71.119 3.6

랭킹 : 피험자들간의 경기실적 순위

표 4. 유클리디안 거리 - 커플 (단위: deg/s)                                      - 상위 30%,  - 하위 30%

커플
P1 P2 P3 P4 전체 경력(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C1 39.715 55.814 47.839 57.891 71.709 85.117 49.093 53.824 52.109 63.132 10 17

C2 30.311 34.282 41.914 39.707 49.271 40.44 42.064 33.834 40.869 37.067 15 15

C3 33.178 44.425 50.873 50.639 55.654 38.749 58.296 45.559 49.518 44.835 6 6

C4 42.976 60.639 48.395 62.013 43.599 84.884 49.882 75.325 46.186 70.616 13 15

C5 26.508 28.255 35.561 48.294 45.359 44.857 39.718 47.965 36.755 42.309 7 4

C6 29.449 24.545 38.104 37.739 42.669 50.538 42.527 40.042 38.195 38.266 6 7

C7 27.659 38.347 33.481 57.866 40.519 60.636 47.102 48.727 37.177 51.346 6 10

C8 26.814 33.565 96.121 138.925 35.089 55.672 43.114 38.435 35.455 42.589 14 7

C9 32.738 50.159 43.484 64.399 39.77 62.79 42.984 48.932 39.758 56.511 5 12

C10 56.529 65.116 46.869 59.206 52.137 50.247 36.265 45.6 47.881 54.98 13 10

평균 34.588 43.515 48.264 61.668 47.578 57.393 45.105 47.824 42.390 50.165 9.5 10.3

표 5. 유클리디안 거리 – 남 / 여 (단위: deg/s)                                    - 상위 30%,  - 하위 30%

4. 커플 경력, 랭킹과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안 거리의 상관

<그림 7> 코사인 유사도와 커플 경력 및 커플 랭킹과의 산포도, 회귀식, 결정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10 커

플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코사인 유사도와 커플 경력은 결정계수(.113)와 상관계수(.336)를 보였다(<그림 

7A>). 극단값 경향이 있는 7년차 커플들(C1과 C2)을 제거한 후 다시 상관 관계를 보았을 때는 매우 높은 결

정계수(.5255)와 유의한 상관계수(.725, p<.05)를 보여 주었다(<그림 7B>). 한편, 코사인 유사도와 커플의 랭

킹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그림 7C>).

A B C

경력(년)

코
사
인

유
사

도

경력(년) 랭킹

그림 7. (A) 10 커플의 커플 경력과 코사인 유사도, (B) 8 커플의 커플 경력과 코사인 유사도, (C) 커플 랭킹과 코사인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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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클리디안 거리와 커플 경력 및 커플 랭킹과의 산포도, 회귀식, 결정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10 커

플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유클리디안 거리와 커플 경력은 상관도가 없었다(<그림 8A>). 한편, 10 커플의 커플 

랭킹과 유클리디안 거리의 낮은 결정계수(.2898)를 보였으나 극단값 경향을 보이는 랭킹 1위인 C2 커플을 제거

한 후 다시 상관을 보았을 때는 매우 높은 결정계수(.7887)와 유의한 상관계수(.888, p<.05)를 보여 주었다.

A B C

경력(년) 랭킹 랭킹

유
클

리
디

안
거

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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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커플 경력과 유클리디안 거리, (B) 10 커플의 커플 경력과 유클리디안 거리, (C) 9 커플의 커플 경력과 유클리디안 거리

Ⅳ. 논 의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댄스스포츠 커플동작의 일관성을 코

사인 유사성과 유클리디안 거리 지표로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 5>에서 관성센서가 커플 동작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각 구간별 동작에 따

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5>를 국면별로 보았을 때 P1과 P2에서 남녀의 Y축 골반 각속도 그래프 흐름

이 서로 반대로 진행된 것은 남녀가 마주보고 서로 체중이 반대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P3의 경우 

중간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향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여성이 룸바 특유의 골반 움직임

(세틀링)을 하지 않고, 회전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같은 음의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

다. P4구간에서 골반각속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그래프 폭이 크게 나온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골반 움직

임이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와 같이 같은 실험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규일(2019)은 체육수업의 중-고강도 신체활동(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ntivity) 수준을 3차

원 관성센서를 통해 분석하고, 조가람(2014)은 리듬활동에 대한 신체활동량을 관성센서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전체 신체 활동량이라는 제한된 정보만 제시하였고, 시간에 따른 관절과 분절의 

움직임을 독립적으로 나타내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센서가 나타내는 신호의 특징을 보고 시간 흐름에 따

라 구간별 동작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남·여 각각 관성센서를 통해 동시에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5>에서 Y축의 골반 각속도 그래프가 X축이나 Z축에 비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보아 댄

스스포츠 룸바 동작에서는 수직축 각속도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인다. 장호열(2008)에 의하면 댄스스포츠

의 룸바는 스텝이 옮겨질 때마다 골반의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는 룸바 특유의 움직임으로서 세틀링(settling)이

라 칭한다. 이는 수직축에서의 움직임으로서 금명숙(2009)과 서세미 등(2010)에 의하면 룸바 스텝 시 골반 움직

임이 전·후 기울기나, 상·하 기울기에 비해 좌·우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다고 하는 선행연구를 뒷받침 하기도 한

다. 그리고 체중이동을 위해 힙 움직임을 크게 하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이경숙, 2013; 

이우진, 김영관, 2019)를 보아 룸바에서는 세틀링이 스텝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플동작을 관성센서를 통해 각 국면별로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두 남녀에서 얻어진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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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벡터 세트로 만들어 서로 다른 남녀의 벡터를 함께 봄으로서 코사인 유사성과 유클리디

안 거리로 댄스스포츠의 일관성을 해석하였다. 기존에 코사인 유사성과 유클리디안 거리는 인공지능분야 텍스

트의 유사도검사에 주로 활용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 댄스스포츠 동작에 적용해보고자 하

였다(윤종찬 등, 2010; 이정원 등, 2002). 댄스스포츠에서는 남성(리더)과 여성(팔로워)이 함께 동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 내적 타이밍을 주고 받아 예측 가능한 신호에 따라 움직임을 제어하고 이러한 내적타이밍은 커플댄

스에서 정확성과 일관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장호열 2008; Pressing, 1999). 또한 스포츠에서 전문 선수

들이 숙련도를 올리기 위한 훈련을 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김승철 등, 2016; 김영관, 

2020; 설정덕 등, 2017). 따라서 두 커플의 반복되는 연습과정 사이의 동작 유사성을 통해 커플 댄스의 심미

적 영역의 데이터를 쌓아 정략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하여 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유사성은 백터유사

성은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방향의 유사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방향의 유사도는 낮아진다. 또한 유클

리디안 거리 값은 0에 가까울수록 거리에 대한 유사도가 높아지고, 값이 커질수록 거리에 대한 유사도는 낮아

지는 것으로 시간흐름에 따라 변하는 골반 움직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다. 

파트너로 합을 맞춘 기간이 오래된 C2는 코사인 유사성이 P2를 제외하고 모두 중위권 레벨의 유사도를 보

였고, 유클리디안 거리 역시 모두 평균이상의 유사도를 보였다. 개별 경력 각 각 15년과 커플경력 7년 이라는 

C2의 조건을 보아 피험자 중 가장 안정되고 숙련된 커플로 생각된다. 우수한 커플일수록 호흡이 잘 맞다는 것

을 유사도를 통해 점검할 수 있었다.

피험자 커플 C4와 C1은 본 실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들 중 가장 높은 랭킹을 보유하고 있었다. C4의 코사인 유

사성은 P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평균이상의 유사도를 보였다. 하지만 개별 코사인 유사성을 보면 남성

이 P1과 P4를 제외하고 하위레벨에 속했고, 여성은 P1을 제외한 모든구간에서 상위레벨의 유사도를 보여준 것

으로 보아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경력을 갖고있는 여성의 높은 유사도에 영향에 의해 커플 코사인 유사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C4의 유클리디안 거리 유사도는 모든 국면에서 낮은 레벨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커플 C1은 파트너로서 합을 맞춘 기간이 7년으로 피험자 중 가장 오랜 기간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C1의 코사인 

유사성을 보면 하위레벨에 속한 P4를 제외 모두 평균이상의 유사도를 보였다. 하지만 유클리디안 거리를 보면 

C1은 P2를 제외하고 모두 하위30%에 해당하는 유사도를 보였다. 높은 랭킹을 보유한 C4와 C1모두 코사인 유

사성에 비해 유클리디안 거리 유사도가 낮게 나왔다. 이는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일정하지만 이들의 스텝길이

가 매 실험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숙련도가 높을수록 예측력이 뛰어나고 타이밍이나 운동수행

력이 안정되고 정확하도록 과제를 수행한다(Runigo et al., 2010). 또한 높은 수행력을 위해서는 리듬과 템포를 

고려한 협응이 이루어져야하고 숙련자일수록 내적 타이밍에 의해 자유도의 가변성과 일관성을 조절 할 수 있다

(김선진 등, 2011; Pressing, 1999). 이 커플들의 랭킹이나 경력을 보았을 때 코사인 유사도와 달리 유클리디안 

거리 유사도가 낮게 나온 것은 매 스텝마다 파트너와의 내적 타이밍에 맞춰 세틀링(settling)에 의해 스텝 길이가 

달라지는 가변성을 보였기 때문에 유사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댄스스포츠의 룸바는 특히 골반의 움직

임(세틀링)에 의해 동작이 결정된다는 마정순(2002), 서세미(2010) 연구의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었다. 

반면 C6과 C8의 경우 비교적 무난한 코사인 유사성 값에 비해 유클리디안 거리 유사도는 C8이 P2를 제외

한 모든 구간에서 C6과 함께 평균 이상의 유사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동작을 하면서 방향성에 일관성보다는 

보폭에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커플들의 개인적인 경력은 모두 7년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함께 

합을 맞춘 커플 경력이 낮고 중하위권 랭킹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C4, C1커플과 같이 골반의 움직임(세틀링)

에 의해 이동하기보다 다리가 먼저 움직여 정해져있는 익숙한 스텝길이에 맞춰 이동하였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거리 유사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룸바의 쿠카라차를 연구한 이진 등(2011)은 견갑골 하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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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움직임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라 룸바 스텝을 보다 세밀하게 움직이기 위

해서는 단순히 스텝만 밟기 보다는 상체의 협응과 함께 골반을 움직여야 할 것 이다.

파트너로 함께 합을 맞춘 기간이 가장 짧은 커플은 C9과 C10 커플이다. 우선 C10은 코사인 유사성과 유

클리디안 거리 유사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명제민(2010)과 황미숙(2005)의 연구에 의하면 댄스스포

츠는 남·여의 신체의 조절기술에의해 적절한 힘의 분배와 안정과 균형을 이루어 두 댄서의 일체적 수행을 만

들어야한다. 하지만 C10의 경우 파트너로서 같이 맞춘 커플경력이 짧았기 때문에 서로의 힘의 조절이 잘 전

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방향이나 거리 모든 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C9 코사인 유사성

에서 P2와 P4를 제외하고 무난한 유사도를 보여주었다. 유클리디안 거리 역시 P2와 P3를 제외한 나머지 국

면에서 평균이상의 유사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C9의 남·여를 각각 보았을 때, 코사인 유사성의 경우 5년 경

력의 남성은 매 국면, 혹은 모든 국면에서 하위 30%에 속해있었고, 12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은 모두 상

위 30%에 속해있었다. 이는 이들의 커플경력기간은 짧았지만, 남성에 비해 경력이 훨씬 많은 여성의 코사인 

유사성의 높은 영향을 받아 커플 코사인 유사성의 값이 중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유사도 검사가 타당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사인 유사성 및 유클리디안 거리와 경력, 랭킹

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림 7>에서 코사인 유사성은 경력과 양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극단값을 보이는 

두 커플을 제외하고 분석 하였을때는 유의한 양적 상관을 보여주어 경력이 높은 커플과 낮은 커플의 차이에 대

한 설명을 더욱 뒷받침 할 수 있었다. <그림 8>에서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경력보다는 랭킹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하지만 유클리디안 거리는 각 커플별로 보았을 때 커플들의 기술 구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타당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방향 측면에서 살펴본 코사인 유사성과 거리 측면

에서 살펴본 유클리디안 거리를 살펴보았을 때 코사인 유사성이 각 커플의 숙련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관성센서를 사용하여 댄스스포츠 커플 동작의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커플 댄스라는 댄스스포츠 

특성상 남·여 두 댄서를 함께 분석하고자 다차원적인 신호를 하나의 세트로 종합하여 코사인 유사성과 유클리

디안 거리로 해석을 하였다. 코사인 유사성은 경력 및 랭킹과의 상관관계가 완전하게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두 

댄서가 커플로 맞춘 경력이 오래될수록 유사도는 높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사인 유사성을 각 각 성

별로 보았을 때는 개인별 경력에 따라 유사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각 커플마다 경력이 오래된 

성별 쪽의 유사도 성격이 강하게 나왔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숙련된 커플일수록 유사도가 낮게 나왔지만 대부

분의 커플이 기술(테크닉)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커플의 움직임을 6차원 요소의 통합으로 유사성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세밀한 자유도의 변화 

설명이나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동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추후 다른 분석 기술과 함께 댄서들의 

세밀한 움직임을 또 다른 정량화 기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을 통해 댄서들의 동작을 

심미적 테크닉과 정량적 데이터간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춤의 기술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군집의 동작 평가로 이루어지는 댄스스포츠 심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고 심사자가 감지

하지 못하는 순간의 동작 결과까지도 추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발전된 연구를 통해 댄스스포츠 

전자채점 도구로서의 활용가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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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alysis of the Consistency of Dance Couple Motions 

in Terms of Inertial Sensor Signals

Woojin Lee*⋅Young-kwan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fy the consistency of repeated dance motions of the couple in 

terms of analysis of inertial sensor signals from the pelvis of dancers. The subjects consisted of 10 

couples of athletes registered in the Korea Federation of Dance Sports. They performed operationally 

defined dance motions five times and inertial sensors capable of measuring three axial angular velocity 

collected motion data from dancers. Collected man and woman data were merged together into one set of 

a vector. The cosine similarity and Euclidean distance were used to evaluate the signal pattern similarity, 

indicating consistency of couple dance. Results on the cosine similarity indicated the higher values 

according to the longer years of partnership, resulting in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725, p<.05). 

However, the ranking of couple is not associated with cosine similarity. Regarding the Euclidean distance, 

it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ranking of couple but it was far from expectation of researchers. It might 

be due to the techniqu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couple. Conclusively, the cosine similarity is 

considered as a decent index for expecting couple’s motion consistency and matured relationship but it has 

a limitation on validity of expecting the ranking. In future, further increased data analysis and another tool 

for in-depth dance technique analysis is need for well quantifying couple danc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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