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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나라는 고유의 문화를 이용한 컨텐츠 개발에 많은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우리 고유 문화

를 이용한 컨텐츠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KPOP과 같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 적지 않은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고유 무예인 택견을 이용한 스포테인먼트형의 택견 품새 학습시스템을 제안

한다.

키워드: 택견(Taekgyeon), 학습시스템(Learning System), 스포테인먼트(Spotainment)

I. 서 론

택견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로 수박(手搏)·수박희(手搏戱) 등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해석은 “발로 차서 쓰러

뜨리는 경기로 각희(脚戱)”라고 한다. 주로 발로 차거나 걸어서 상대

방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내지만 상대방 얼굴을 차는 것으로

도 이기게 된다. 손질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택견은 민속경기

놀이로 전승되어왔으며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

으며 1990년대 들어 생활체육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인 택견을 체계화하여 디지털화하고 

컨텐츠화하여 일반인과 전세계적으로 보급하는 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였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택견을 이용한 스포테인먼트형

의 택견 품새 학습시스템을 제안한다.

II. 본 론

제안하는 시스템은 체험형에서 체감형 콘텐츠로의 변화를 수용하

는 것을 중심으로 수동형 또는 관객형에서 능동형 수요자 형성을 

목적으로 택견의 가상 문화 콘텐츠로의 형상화 및 3D 또는 4D
 기반의 CNS(Contents Networkin Service) 시스템 구현을 주요 

목적으로 설계․구현하였다.

그림 107. 제안 시스템의 목적

Fig. 1. Goal of Proposed System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 시스템의 인식기 내부는 다수의 인식 모듈들로 구성된다. 이는 

인식하고자 하는 택견 동작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대상 동작의 

주요 움직임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동작 부분들을 분석

함으로써 해당 그룹의 인식 모듈로 자동 분류하기 위해 차원축소를 

통하여 저차원상에서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변량 자료분석기법

인 주성분 분석 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462

그림 108. 시스템 워크 플로우

Fig. 2. System Work Flow

본 논문에서는 백-루프(Back-Loop) 없이 좌에서 우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Left-to-Right HMM을 구현하였다. HMM에 입력될 심

볼들은 먼저 입력되는 3차원의 궤적 자료들로부터 2차원 피팅 평면

(Fitting Plane)을 LSM (Least Square Method)으로 추출한다. 그
리고 그 평면상의 방향 벡터들로부터 가장 안정적인 심볼들을 제공

하는 8방향 체인 코드(Chain Code)를 구한 후 이를 HMM의 입력 

시퀀스로 사용하였다. 자세 및 궤적 기반 인식 시스템은 입력 자료들

로부터 팔 및 다리 동작의 다차원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입력 노드로 

설정하였다. 기준 템플릿과 인식한 동작의 유사성을 검출하기 위한 

두 영상 P1, P2간의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계산법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비교한다.

    



 
   

    


∈    는 좌표 는 시간축
   히스토그램 수
여기서 구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영상의 동작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콘텐츠에서 전통 무예 

택견의 동작을 캐릭터화 하여 좌측화면에 보여주고, 이때 사용자는 

해당 동작을 학습하며 따라 한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카메라

를 통해 사용자의 학습 동작을 인식하고, 녹화 및 기록하고 캐릭터로 

보여진 택견의 정식 동작과 사용자의 학습 동작을 비교 하여 동작 

학습 수준과 동작의 일치성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replay 등의 기능

으로 자신의 동작 확인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09. 시스템 구현 예

Fig. 3. System Example

이때, 단순한 텍스트 정보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형 증강 

기술들을 융합하여 실제 전수관에서 택견 지도자에게 동작을 배우

는 감각적 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시도하

였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을 초원한 체감형 택견 스마트 컨텐츠 개발

을 통하여 재미와 학습을 함께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작분석용 인식 알고리즘과 가상현실 구현을 통한 

체험 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인체 모델링 기술을 제안하

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택견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고 

놀이화 하여 택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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