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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uman Coding to Automated Detection
Detecting Visual Images of Female Body Objectification and Sexualized Poses from TV Music
Programs Using YOLO4 and MediaPipe*
Ho Young Yoon**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patterns of objectification and sexualization of the female body
in music programs on television. The study's goal is to identify rules for automated visual image
detection of body objectification and sexualization. To do so, previous qualitative study findings were
used to identify target images and the cutting-edge object-detection deep learning algorithm, YOLO4
(You Only Look Once), and MediaPipe, a framework for deep learning-based pose detection, were
used to search for patterns. As this is a one-of-a-kind study linking body objectification and
algorithm-based object detection, the case for analysis must be carefully chosen, taking into account
random effects from unplanned camera movements caused by real-time broadcasting. The dance to
the song 'Rollin' by the female group 'Brave Girls' had already been broadcasted earlier in 2017. Thus,
the on-stage choreography and camera movements associated with the song were already known,
making them suitable for research data. The study used music programs that aired on three
broadcasting networks, KBS, MBC, and SBS, during the second week of March, 2021. To fine-tune
the patterns, 12 screen images were selected by extracting keyframes from the song's original music
videos. The study's findings are summarized below. To begin, when the scene transition i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in the visual frame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frame, it is frequently associated with female body objectification. Because body objection is
associated with an emphasis on a specific body-part in the absence of a face, this is essential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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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 technique transited from a wide-angle view of the scene. This rule, however, is insufficient
for detecting objectified visual images; it can also be applied to screen images that avoid sexualized
images in the given dance choreography. As a result, an additional rule is required to exclusively find
images of female body objectification, and it is discovered that detecting human faces on the screen
appears to be a good measure. In other words, unless the human faces on the screen do not appear
with the scene transition that shows a dramatic decrease in the number of humans in the scene, a
visual flow of images can be considered female body objectification. The study also compared the
levels of objectification across broadcasting networks and found that MBC has a lower proportion of
sexualized images than that of other networks. On MBC's music program, the MediaPipe framework
for pose detection discovered fewer scene images with lower body parts than oth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mputer vision research can be used to detect female objectified bodies and
sexual images in television programs.
Keywords: Body Objectification, Object Detection, Pose Detection, YOLO4, Media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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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 배경
그동안 TV 음악 프로그램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연구에서 두드러진 연구 방법은 사람이 직접 방
송 내용을 보고 살피는 수동화된 방법이었다. 문화 연구가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락
음악으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맥락(Context)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 가수와 걸그룹의 출
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많이 다루었다 (Bradby, 1993; Dunbar, 2020). 특히 섹슈얼리티
와 관련해 패션이나 신체의 이미지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해 왔으며(윤선희,
2012; 이수안, 2014; Bradby, 1993; Cyrus, 2003; Dunbar, 2020), 젠더의 역할을 강조하
는 젠더 디스플레이(Gender Display)가 성애화된 신체 이미지(Sexualized Body Image)를
구축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하여 왔다(이수안, 2014; Wallas, 2011).
문화 연구의 시각이 방송 프로그램과 마주치면서, 대중문화 속에 젠더 디스플레이가 소비
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문화 연구는 대중음악 공연 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어떻게 젠더 디스플레이가 대중문화 속에서 재생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생
산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이수안, 2014; 조수선, 2015;
Sommers-Flanagan, Sommers-Flanagan, & Davis, 1993; Wallas, 2011). 미디어가 섹
슈얼리티를 해석하면서 어떻게 고유한 아젠다와 지배적인 사회 관념을 유지시키고, 청소년과 같
은 어린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기존의 고정 관념을 강화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하
는지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Arnett, 2002; Brown, 2002). 그런데, 미디어의 영향은 비단 인
식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음악 방송에 자주 노출된 여학생들은 성적 대상화
(Objectification)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신체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거
나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학생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섭식 행동이나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는 등
실제적인 영향력이 신체적, 물리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김시연·서영석, 2011;
Grabe & Hyde, 2009; Grabe, Ward, & Hyde, 2008).
미디어 분야 연구에서도 여성 신체와 관련해 방송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와 비슷한
지적을 수행하여 왔다. 선정성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방송사 채널 간 선정성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좁게 이해하는 선정성은 곧 성적인 동작, 노출 및 표현과 연계되므로
음악 방송이 가지는 선정성에 대한 연구 역시 미디어가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표상하는지 밝히는
작업이 된다. 남성 가수와의 비교, 지상파 방송 채널 간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
과가 방송 심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김경희·심미선·박은
희, 2012; 김형지·윤영민, 2011; 하승태·박범길·이정교, 2010). 이들 연구 결과는 젠더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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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의 범주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도움이 되어 왔으며, 여성 신체에 대한 대상화 관련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현재의 진화한 미디어 생태계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더욱 확장시킬 필요성을 제기
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뮤직비디오나 음악 프로그램의 내용
은 단순히 한정된 방송 채널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콘텐츠의 하나로 소비되는 현실이다. 방송 프
로그램이 단순히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에 머물지 않고, 유튜브의 콘텐츠가 되어 전 세계
로 퍼져나가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확산은 해당 방송의 영향력을 일회적인 시청자에 머물지 않게
하는 문화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K-POP 이 하나의 장르로 인식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되면서 K-POP과 관련된 문화적 텍스트의 소비는 이제 전 세계적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방송에서 보여주는 선정성 혹은 섹슈얼리티의 재현은 해당 방송 채널이 위치한 우리
나라의 섹슈얼리티라기 보다는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 텍스트가 되며, 이러한 섹슈얼리티 재현
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처럼 사림이 직접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장면을 살펴보는 방식을 중
심으로해서 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양은 한
정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 내의
다양한, 매우 많은 양의 문화 콘텐츠를 연구하기 어렵다. 특히 전문가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일반적인 해석과 분석의 패턴을 정규화하기가 어렵다. 전문가 자원 역시 한정된 자원인 것
이다. 하지만, 만약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섹슈얼러티와 관련된 재현 방식을 양적인 분석으로 수
행해 낼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화된 패턴을 찾
아내는 일종의 공식 또는 형식에 대한 연구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텍스트에 관한 분석
에서는 이와 유사한 한계를 인식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전산화된 분석(예. 텍스트 마이닝)을 도입
하고 있으며(DiMaagio, 2015), 폭력성 등 유해 영상에 관해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검출이 이루
어지고 있는데(Chen, Hsu, Wang, & Su, 2011; Zhou, Ding, Luo, & Hou, 2017), 방송
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전산화된 방법으로 연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전산화된 영상 분석, 특히 카메라 앵글을 활용한 신체 이
미지의 대상화를 기존에 알려진 일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패턴화하는 시도를 수행해 보고자 한
다. 선정성이나 섹슈얼리티 관련 영상 자료에 대한 연구는 문자인 텍스트에 대한 연구와 달리 아
직 부족한 면이 있어 왔고, 본 연구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섹슈얼리티의 재현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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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된 컴퓨터 작업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폭력적인 색깔
과 관련된 피의 검출이나 무기 등의 사용이라는 직접적 물체의 등장, 또는 화면 내 피부 색깔을
탐지하는 방식을 통한 단순 노출 정도가 아닌 선정성이나 섹슈얼리티의 재현은 기술적인 측면은
차지하고서라도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크게는 문화 컨텍스트를 컴퓨터를 통해 재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좁게는 선정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섹슈얼리티의 재현이나 선정성과 관련된 분석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
준을 따르는 일련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비록 한 번에 완성된 형태의 분석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시도가 보고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전산처리된 방식으로
신체 대상화를 연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연구 성과가 쌓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하나의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 있다는 점을 논증해 보이고자 한다. 일종의 연결고리로서의 실험 작업인
셈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Brave Girls)’의
롤린(Rollin) 노래를 대상으로 최근 지상파 3사의 방송 화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는
기존의 문화 연구에서 알려진 사실을 기반으로, 컴퓨터 전산 작업을 통해 패턴화하여 규칙을 찾
아내는 작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걸그룹의 노래 1개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문제
1) 선행 연구의 이론: 미디어와 영상 화면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
(Sexualized Body Image)
선행 연구는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영상 미디어의 성애화된 신체 이미지 재생산 메카니즘을 세 가
지의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미디어는 ① 의제 설정(Agenda-Setting)과 프레이밍
(Framing)을 통해 거시적인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 ② 이러한 해석의 틀을 지속적으로 노출시
킴으로써 축적된 경험을 배양하며(Cultivation Theory), ③ 이를 사회 내 문화의 일부로서 인
지시켜 사회에서 학습(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 시키면서 모방하게 만들고 그럼
으로써 이미지가 현실이 되어 재생산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Brown, 202). 이러한 논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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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정형화된 이미지-노출-상호 학습 실천의 순환 고리 속에서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이 만들어지는데, 미디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제 가운데 하나가 된다.
먼저, 의제 설정 및 프레이밍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정형화된 형태
(Stereotype)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러한 고정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예
를 들어, 미디어가 마른 신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 바람직한 신체 모습에 관한 정형화
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이미지가 본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Bissell & Zhou, 2004; Jones, Vigfusdottir, & Lee, 2004). 물론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
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의한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인이 되어야 한다. 배양이론을 근
거로 한 90년대 뮤직비디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는데, MTV의 뮤직비디
오에 자주 노출될수록 남녀 역할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개 주도적인 역할이
나 가수로서의 능력이 강조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음악적 능력보다 댄서로서 인식되거나 특정
한 신체 동작을 취하는 사람(Poser)으로 비주도성을 가진 인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Cohen
& Weimann, 2000). 그 이전 시기 연구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시청자의 성별과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여성의 경우는 뮤직비디오 장
르를 많이 볼수록, 남성의 경우는 드라마를 많이 볼수록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trouse
& Buerkel-Rothfuss, 1987). 인지적 사회 학습 이론은 주로 성별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경험
하지 못한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구체화된 이미지를 TV 등의 미디어가 제시하고 이를 모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회 학습이론과 미디어의 관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반두라(Bandura)의
연구에서 보듯 폭력성 연구에서 각광을 받았다. 뮤직비디오 분석에 사회 학습 이론을 적용한 연
구들은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성이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폭력성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조수선, 2015;
Rich, Woods, Goodman, Emans, & DuRant, 1998). 뮤직비디오의 폭력성은 성에 대한 개
방적인 태도로서의 선정성과 함께 전형적인 미디어 효과로서 80년대 및 90년대에 많이 연구되었
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개 미디어 효과와 연관되어 있어서, 화면에서 여성이 어떻게 표상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후 연구는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이 어떻
게 보여지는가에 관한 화면 구성에 대한 구분으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질적인 내용 분석의
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방식으로는 뮤직비디오에서 행위를 구분하는 것과 이들 행위를 범주화하
는 다소 상이한 그러나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기준들이 제시되었다. 소머스-플래나건과 동료 연
구자들은(Sommers-Flanagan et al., 1993) 음악 TV 프로그램 내에서 정형화된 성역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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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화면 내용을 ① 지배와 복종(Dominance/Subservience) ② 폭력성의 암시(Implicit
Aggression) ③ 직접적 폭력성(Explicit Aggression) ④ 섹슈얼리티를 동반한 폭력성
(Aggression with Sexuality) ⑤ 대상화(Objectification) ⑥ 섹슈얼리티의 암시(Implicit
Sexuality) ⑦ 직접적인 섹슈얼리티(Explicit Sexuality)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7가지
중에서 대상화만이 다른 범주들과 구분되는데, 소머스와 동료들에 따르면 대상화란 카메라가 사
람 신체 전체가 아닌 신체 일부분에 국한하여 화면을 잡아내면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일컫는
다. 다른 범주들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행위에 중점을 둔 정의인 반면, 대상화는 행위보다도 카
메라 앵글이 어떻게 피사체를 잡아내는가에 중점을 둔다.
반면에 젠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표현의 문제로 접근한 월리스(Wallis, 2011)는 11개의
비언어적 동작으로 구분하였는데, 예비적 구분과 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판별분석을 통해 종
속적인 젠더 디스플레이로 ① 미묘한 자기 몸 쓰다듬기 ② 머리(카락) 만지기 ③ 미소짓기 ④ 어
린애처럼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기로 구분하고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서는 ⑤ 외설적인 안무
(허리, 힙 돌리기) ⑥ 손 흔들기 ⑦ 힘의 과시 ⑧ 열정적인 노래 부르기 ⑨ 중성적인 복장 ⑩ 도발
적 복장 ⑪ 관능적인 시선으로 구분하였다(이수안, 2014). 이들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월리스
의 구분 범주는 맥락에 따라 소머스-플래나건의 범주와 서로 접합되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외설적인 안무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섹슈얼리티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서 여성 신체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위만 강조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대상화가 나타나게 된다.

2) 선행 연구: 음악 영상 화면의 선정성 그리고 카메라 앵글
K-POP과 관련된 국내 음악 영상 화면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 신체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방송
화면의 선정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여기서 선정성은 선정성에 대한 넓은 형태의 정
의인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의 도덕적인 감성과 관련된 표현양식이 아니라 좁은 의미
의 성적인 의도와 표현에 한정된 것을 의미한다(김형지·윤영민, 2011; 하승태 외, 2010). 음악
영상 화면과 관련한 선정성 연구에서 걸그룹을 포함한 여성 가수들의 비언어적 표현은 전형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걸그룹의 젠더 디스플레이가 이러한 요소를
이미 상당 부분 수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의 음악 영상을 윌리스가 구분
한 방식으로 비교해보니, 여성 그룹의 경우 외설적인 안무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뒤
로 머리 만지기를 이어 미묘한 자기 몸 쓰다듬기가 뒤를 이은 반면, 남성의 경우는 함의 과시, 열
정적으로 노래부르기, 손흔들기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이수안, 2014).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서술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꼬기, 손으로 가슴을 슬쩍 지나가는 안무 포인트가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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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카메라는 이러한 동작을 클로즈업으로 모두 따라간다는 것이다.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이러
한 선정성의 경향은 심화되어 왔고, 댄스 음악일 때 그리고 남성 가수일 때보다 여성 가수일 때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선정성을 표현한다고 알려졌다. 카메라 앵글을 통한 비교에서는 지
상파 3개 방송사간 선정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김형지·윤영민, 2011).
그런데,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상 화면의 선정성과 관련된 방송 채널 간
선행 비교 연구에서 연구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내적인 한계는 기존 연구가 카메라 앵글이 가지는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 결
과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선정성을 동작과 표정/시선 등의 행위적 요소와 복
장과 같은 노출 요소 그리고 언어적 표현으로 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왔다(예. 김형지·윤영민,
2011; 하승태 외, 2010).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카메라 앵글에 의한 대상화를 구분하여 선정성 여
부를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분석에서 비교의 통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는 특정한
음악 화면의 선정성 요소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채널 간 비교
연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이유는 특정한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춤을 출 때, 카
메라가 동작을 잡아내는 앵글에 따라 선정적인 화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허리 돌리기와 같은 장면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티스트를 화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줌인(Zoom-In) 방식을 화면 좌에서 우로 돌리는 팬(Pan) 형식의 촬영과 동시적으
로 보여줄 때와 단순히 공연자의 얼굴 표정을 방송으로 내보낼 때, 선정적인 동작 여부에 대한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미 정해져 있는 대본을 따라 촬영이 이루어지고 화면이 편집되는
뮤직비디오나 드라마와 달리, 실시간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특정한 아티스트가 매 방송마다
똑같은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많은 방송 카메라 중에서 어떠한 앵글로 찍은 아티스트의 장면을
내보낼 것인가에 따라 선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앵글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채널간 선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아티스트가 동일한 댄스 퍼포먼스의 내용을 가
지고 무대 공연을 수행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
지 않을 경우 음악 방송 화면과 관련하여 채널 간 선정성 비교는 방송사의 신체에 대한 객체화를
통한 선정성 증가가 아니라, 댄스 안무 자체의 선정성이 증가한 것과도 구분되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성의 빈도를 비교하면서 이를 편성의 문제
와 같은 내용으로 간주한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 한계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 방식이 지속가
능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가진 내적인 한계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제기되는 연구 외부적인 사항이다. 앞서 서론에서 제기하였듯이 미디어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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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콘텐츠가 매우 다양해졌고 유통되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내용 분석을
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며 카메라 앵글 등을 비교 연구 수행하는 방식은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 즉, 대용량의 데이터로 연구를 확장시키기가 어려우며, 영상 분석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뉴스 화면과 같은 경우 키프레임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분
석을 수행하는 방식이 동원되기도 하였지만 (예. 백지연·윤호영, 2021), 정적인 화면이 아닌 움
직임이 다양한 춤 같은 경우는 화면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키프레임 추출로는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 방법에 대한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문제 도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의 사물 인식 및 검출 방법의 적용
컴퓨터 비전 방법은 컴퓨터를 통한 인공 시각을 만들어 특정한 임무에 특화된 작업을 완료하거나
또는 인간 시각과 유사한 형태의 영상 자료 처리를 목표로 하는 작업으로 이차원의 세계로 표현
된 사진이나 영상 정보를 3차원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작업이다(오일석, 2020). 컴퓨터 비전 방
법은 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사진 내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러한 규칙성에 기
반하여 사물을 감지하여 판별한다. 현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컴퓨터 비전 방법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정치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주로 선거 후보자의 영상 이미지나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분
석하는 방법이 활용되었다(최윤정 외, 2020; Peng, 2018; 2021).
컴퓨터 비전 방법은 영상 이미지를 여러 개의 격자 형태의 숫자 정보로 변환하고, 이러한
숫자 정보를 처리하여 이미지 부분 부분이 보여주는 특질(Feature)의 패턴을 잡아낸다
(Voulodimos, Doulamis, Doulamis, & Protopapadakis, 2018). 이러한 패턴을 잡아내는
데 다양한 알고리즘이 쓰이는데, 이른바 딥러닝이라 불리는 인공 신경망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알
고리즘을 통해 이미지의 색채 등의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구분했다. 예를 들어, 일반
적으로 보행자를 검출하는데 많이 사용된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알고리
즘의 경우 격자로 나누어진 화면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지역 픽셀 내 정보를 히스토
그램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차이를 통해 이미지 내 사물을 검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Dalai
& Triggs, 2005). 이후 인공 신경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컴퓨터 비전 분야도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공 신경망 방법은 컨볼루셔날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으로 입력 처리된 영상 정보를 레이어(Layer)라
불리는 여러 개의 최적화 노드로 연결하고 이들 레이어를 겹겹으로 쌓아서 최적화된 학습 결과를
내는 방법이다. 이후 이러한 신경망에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객체 검출과 관련된
혁신적인 방법으로는 YOLO(You Only Look Once)라는 알고리즘이 있다(Red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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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vala, Grishick, & Farhadi, 2016). 쉽게 설명하면 이전에 사용되던 방법은 객체를 탐지
하기 위해 객체가 위치한 지역 영역을 먼저 탐지하여 분류하고 이 지역에 대한 경계 상자(bound
box)를 만들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연산이 오래 걸리는데 YOLO는 경계 분
류와 경계 상자 만드는 과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1단계 방법을 활용한다. 그 이름에서 보듯
한번만 보고 탐지함으로써 영상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셈이다.
컴퓨터 비전 방법을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 정보에서의 선정성과 연결시키는 전형적인 방
법은 기본적으로 선정성을 정의하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동작과 화면을 제시하여 컴퓨터가 선정적인 화면과 그렇지 않은 화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특정한 규칙에 기반한 패턴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정성은 여전히 사람에
의한 연구 방법에 의존해야 하며, 대규모의 자료로 선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예를 들어, 선정성을 담아내고 있는 화면과 그렇지 않은 화면을 먼저 구분하여 컴퓨터에게 자료
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자료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컴퓨터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자
료를 받았을 때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분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 데이터
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만드는 일 자체가 상당한 노동이 투여되는 작업이
다(예. 정부의 데이터댐 사업).
따라서 카메라 앵글에 따른 선정성 차이와 같은 영상 정보를 양적으로 감지해내고 이를 판
별하기 위해서는 영상에 대한 패턴을 찾는 작업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 자체에 들
이는 노동을 줄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알고리즘 방법이 실제로 통
용될 수 있으며 오류가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에 알려진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그 알고리즘에 적확한 연구주제를 찾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의 감
정을 읽어내어 이를 선거 후보자 영상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알고리즘 방법을 해당 컨텍스트에
활용하여 해석하는 문제이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역으로 선거와 관련
된 연구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선거 방송에서 짓는 특
정한 표정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기 직전의 표정이라든가 무엇인가 중산층에게 호감을
얻는 표정이라든가 라는 것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악 방송
과 같은 내용에서 신체의 대상화라든가 선정성이 나타나는 맥락을 찾는 작업은 단순히 알려진 기
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제기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컴퓨터 비전 방법을 기존의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여성 신체의 대상화나 선정성을 담
고 있는 화면 판별과 같은 연구에 적용하여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양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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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것이다. 연속적인 방송 화면에서 여성 신체의 대상화나 방송 화면의 선정성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규칙을 찾는 것
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 간 여성 신체 이
미지에 대한 객체화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카메라 화면 앵글 분석을 기존의 알려진 딥러닝 방법
으로 수행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카메라 앵글은 카메라 촬영 기법의 연속적인 촬영 방식이 아니
라 정지된 화면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방법에 대한 사항
은 본 연구가 아닌 더 진전된 연구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연속적인 장면에 대한
컴퓨터 비전 적용은 정지화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더욱 발전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정성을 화면 탐지로 정의하지 않고, 미리 화면상에서 기존 연구에
기대어 어떠한 장면이 선정성인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 해당 장면이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이 있
는지를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탐구하여 규칙을 찾는 연구이다. 그런 점에서, 경험적인 연구를 통
해 자료에서 나타난 패턴을 찾은 다음 이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장점이라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자료는 2021년 상반기 역주행으로 인기를 끈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Rollin)’ 지
상파 3사의 2021년 3월 2번째 주 음악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이다. 브레이브 걸스 해당 노래의
영상은 본 연구와 관련된 가장 훌륭한, 최적화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은 거의 정확히 4년 전인 2017년 3월 3번째 주에 브레이브걸스가 휴지기를 거친 후 방송에
복귀한 음악으로, 지상 3파 방송 전파로 이미 방송된 곡이다. 해당 음악을 가지고 4년 뒤에 다시
지상파 3사 방송에 출연하였는데, 방송 아이템으로서 새로울 것이 없고 영상과 관련된 흔히 ‘콘
티’라 불리는 영상 대본이 이미 존재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방송 카메라 앵글의 움직임이
다른 영상에 비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자료도 많기 때문
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사항이 단순한 1회 방송의 일시적 방송 내용이라 여기기 어려
우며, 그에 따라 비교 해석을 더욱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른 영상
이 아닌 본 영상을 선정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활용되는 영상과 4년 전에 지상파에 방
송된 동영상 중 유튜브 내에서 검색된 영상의 목록인데, 실제로 4년 전에 정확히 롤린이 방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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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 송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애화된 신체 이미지를 탐색하기에 좋은 문화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해당
노래가 역주행한 이유가 걸그룹이 군대 공연으로 유명하면서 군인들이 밀어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지은, 2021). 흔히 언급하는 ‘섹시’가 모두 이러한 유명세에 기여한 것은 아니겠으나, 대
중문화에서 ‘아이돌 그룹의 몸 이미지의 소비 양식’(이수안, 2011)에 기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
면, 현재 시점에서 해당 텍스트만큼 좋은 예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는 해당 춤 전체의 동작이 기존 연구에서 다룬 많은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논의를 이을 수 있는 적합한 텍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허리와 힙을 돌리는 동작,
미묘한 자기 몸 쓰다듬기, 다리 꼬기 등 기존 연구들이 밝힌 거의 대부분의 동작들이 안무 자체
에 포함되어 있다.
Table 1. The List of Analysis Subjects and Comparison Subjects

Analysis
Subjects

Comparison
Subjects

Date

Channel-Program

YouTube link

2021.3.12.

KBS-Music Bank

https://youtu.be/odY9BGCxG98

View Count
4,589,802

2021.3.13

MBC-ShowMusicCore

https://youtu.be/R5MztmzniV0

1,174,024.

2021.3.14

SBS-Inkigayo

https://youtu.be/TMWld_uSxsg

2,274,000

2017.3.9.

Mnet-Countdown

https://youtu.be/x0Iogq34jUo

2,254,405

2017.3.17

KBS-Music Bank

https://youtu.be/I26tSPaJJks

409,438

2017.3.18

MBC-ShowMusicCore

https://youtu.be/reTztnNKrxo

89,693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브레이브 걸스의 2017년 뮤직비디오와 안무 연습 동영
상에서 12개의 여성 신체 이미지가 강조되는 안무 동작을 선별하였고, 그 장면의 동작은 아래
<Figure 1>에서 제시하였다. 해당 동작을 보면 실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동작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개의 장면에서 (4)번에서 (7)번까지는 후렴구와 함께 반복
되는 루틴으로 실제 방송 영상에서는 2번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12개의 장면이지만 검토 대상이
되는 화면은 15개인 셈이 된다. 뮤직비디오라는 특성상 그룹 구성원 전체를 잡아내는 하나의 앵
글로만 촬영되었지만 이러한 장면이 실제 방송에서는 변형되었을 수도 있다. 1대의 전면 카메라
가 아니라 다양한 카메라를 통해 방송에서는 다르게 표현되면서 여성 신체의 객체화와 선정성이
높은 화면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연 이러한 12개의 장면을 질적 분석이 아닌 양적인 분
석을 통한 특질로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떠한 규칙을 컴퓨터 비전 분석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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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rt

(2) Pose Figure

(3) Leg-Crossing

(4) Hip Rotation Back – Repetition Routine

(5) Hip Twisting – Repetition Routine

(6) Sweeping from Chest to Belly – Repetition Routine

(7) Hip Rotation Front – Repetition Routine

(8) Wrist Up and Down around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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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eg Line Presentation

(10) Body Twisting

(11) Hip Rotation Side

(12) Last Sweeping from Chest to Belly

Figure 1. 12 Represenative Anaysis Image Targets from Music Video in 2017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영상 화면의 프레임을 추
출하는 것이다. 영상 화면의 디지털 인코딩 프레임에는 영상 정보의 화질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흔히 장면 전환과 관련 있어 키프레임이라 불리는 I-frame과 하나의
I-frame과 다음 I-frame 사이에 실제 움직임 정보를 담고 있는 프레임인 P-frame과
B-frame 이 있다. P-frame은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선행한 I-frame이나 앞선
P-frame과의 차이 정보만을 담고 있는 프레임이고 B-frame은 선행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프레
임과의 차이도 담고 있어 가장 적은 용량을 가지는 프레임이다(Samis, 2020). 따라서,
B-frame은 I-frame이나 P-frame 정보가 없으면 영상정보가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적
인 영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I-frame과 P-frame 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frame
을 추출하여 영상 화면의 구성을 살펴보고 주요 12개의 장면에서의 P-frame의 위치를 이들
I-frame의 시계열에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방송 채널간 영상화면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프레임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으나 이 경우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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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면 전체를 돌려보는 것과 차이가 없기 떄문에, 요약 정보를 추출하여 빠르게 양적으로 영
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분석 방법은 딥러닝 기반 YOLO 4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의
수를 세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YOLO 알고리즘은 최초 2015년에 제시된 이후 거듭된 발전을 통
해 현재 YOLO5 까지 나오기는 하였으나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논쟁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YOLO4를 활용하기로 한다. YOLO4는 YOLO3이 가지고 있던 작은 물체에 대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 알고리즘으로, 안 그래도 빠른 속도로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알고리즘을 더욱 향
상시킨 알고리즘이다 (Bochkovskiy, Wang, & Liao, 2020). YOLO 알고리즘은 화면에 사
람의 신체 일부만 나타나도 사람으로 인식하는 매우 뛰어난 객체 감지를 하기 때문에 화면 구성
이 어떤지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화면을 걸그룹과 백댄서 모두를
채우는 줌아웃으로 화면을 내보낸다면 사람 수는 단독샷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식이다. 신체 일
부 대상화가 화면에서 일어날 경우, 이때는 화면 내 나타나는 사람의 수가 훨씬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 분석에서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분석 방법은 딥러닝을 활용한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로서 사람의 동작(Pose)를 감지
하는 구글의 Mediapipe 프레임 솔루션을 활용하여(https://google.github.io/mediapipe/)
신체 부분을 감지 확률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정한 신체가 화면에서 감지되었을 때의
실제 해당 신체일 확률이 표기되기 때문에, 만약 화면에 신체의 특정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경
우, 해당 신체 부분의 감지 확률은 0.1이 되는 식으로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분석 방법은 앞의
분석 방법과 서로 보완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프레임에서 사람의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얼굴이
나 상체가 아니라 허리와 무릎, 발목이 감지된다면, 이는 하체에 대한 카메라 앵글이라 볼 수 있
는 식이다.
이 부분에서 MediaPipe를 인물탐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YOLO4를 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MediaPipe를 인물탐지로 활용할 때 전체 신체가 나오지
않은 백댄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사항이 본 데이터셋의 문제인지
아니면 MediaPipe 상의 문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패턴을 찾기 위한 목
적이었고, 그렇기에 특정한 알고리즘의 효율성 개선이나 원인분석에는 비중을 두지 않아,
MediaPipe 보다 본 연구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뛰어난 YOLO4를 선택하였다.
즉, 이렇게 다양한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유는 개별 알고리즘을 실제로 수행해
본 결과, 생각보다 뛰어난 인식결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 신체 인식, 상체
인식 및 하체 인식과 관련된 HOG 알고리즘은 대개 보행자를 통해 학습되었기 때문에,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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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줌인되는 사람의 신체에서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Openpose Detection 방법(https://github.com/CMUPerceptual-Computing-Lab/openpose)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분석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Figure 2. Analysis Procedure

<Figure 3>은 앞서 언급한 각각의 연구 방법으로 분석할 때 나타나는 결과 화면의 예를 제
시한 것이다. 맨 위쪽에 있는 프레임 추출 부분을 보면 화면이 전환되는 상황일 때 82번
P-frame과 84번 P-frame 사이에 83번 I-frame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왼쪽 아래는
YOLO4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화면을 감지한 것인데, 뒷모습으로 겹쳐 있는 중앙의 인물만이
82% 정도의 확률일 뿐 나머지 세 사람이 사람일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감지한 것을 알 수 있
다. 하단 오른쪽에 있는 Mediapipe를 활용한 포즈 동작 감지를 보면 눈에서부터 어깨, 손목, 허
리, 엉덩이, 무릎, 발목, 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지해내어 선으로 이은 것을 볼 수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에 파이썬 Jupyter notebook 활용과 구글이 웹상
에서 Tensorflow를 활용한 코딩이 가능하도록 만든 Colaboratory (https://colab.research.
google.com/)를 같이 활용하였다.
분석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본고가 분석하고 있는 지상파 3사 중 한 곳의 음악 방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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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서 1년 넘게 책임 프로듀서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프로듀서에게 화면 전환과 관련된 자문을 구
하여서 방송사의 카메라 앵글 구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Figure 3. Examples: Application of Analysis Methods

4. 분석 결과
1) 대상화 수단이면서 동시에 선정성 회피 수단의 연결고리: 화면 전환과 화면 사람 수 감소
분석 대상 동영상에 대한 키프레임을 추출한 결과와 주요 12개 장면이 위치하는 지점의 근사치
를 표시한 결과가 Figure 4에 표시되어 있다. 그래프에서 약간 짙은 색의 중간 이후 4개의 선
은 반복 구간을 표기한 것이다. 12개 장면은 연속적인 영상 화면에서 특정한 장면이기 때문에 키
프레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전환되는 과정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치 근사치가 표기된 것이
다. 그러나, 해당 프레임 내에서 화면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I-frame과 I-frame 사
이에 P-frame이 위치하기 때문에 I-frame과 I-frame 변환과정 속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
의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가는 카메라 앵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Figure 4>를 보면 SBS의 <인기가요>의 프레임 전환이 가장 많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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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키프레임 수는 SBS의 <인기가요>가 200개, KBS가 102개, MBC가 65개로, 동일
그룹의 같은 노래에 대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약 3배 정도의 카메라 시점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면 전체에 나타나는 사람의 전반적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Table 2에 나타난 전체 키프레임에 감지된 사람 숫자의 평균과 편차를 보면 오히려
KBS가 평균이 높았고, 표준편차도 더 크다. 확연한 차이는 MBC인데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 수
가 가장 적었고 표준편차도 가장 적었다. 즉, MBC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이 화면에 등장하면서 화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Table 2. Frequency of People in Frames : Mean & S.D
KBS

MBC

SBS

Mean

3.89

3.38

3.81

S.D

2.35

1.98

2.30

Total

102

65

200

5970

5981

5959

I-Frame
Number of Frames (I + P + B)

<Figure 4>는 또한 여성 신체의 대상화가 일어난 지점과 다른 방송사와 달리 선정성이 회
피된 지점을 연구자가 찾아서 표기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 화살표는 카메라 앵글의 줌
인을 통해 여성 신체에 대한 대상화가 일어난 지점을 표기한 것이고 파란색 화살표는 선정성을
회피하기 위한 화면이 구성된 지점이다. 여기서 나타난 특징은, 대상화가 일어난 시점의 화면 내
나타나는 사람의 수는 대개 바로 앞 키프레임에 비해 급격하게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경우라는 것
이다. <Figure 3>의 KBS를 보면, 첫 번째 신체 대상화가 일어난 빨간색 화살 지점을 보면 선행
키프레임에서 9명의 사람이 감지되었다가 3명으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5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어든다. MBC 경우는 7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어들고, SBS의 경우도 7명에서 2명으로, 4명
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사람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신체의 일부만을 비
추는 카메라 앵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여성 신체의 대상화를 양적으로 분석하
는 첫 번째 연결고리로 급격한 화면전환과 화면에 나타난 사람 수의 감소가 일종의 패턴 규칙이
라 유추해 낼 수 있다. 신체 대상화가 신체 일부만을 강조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당연한 발
견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Figure 4>에 표기한 화면의 선정성을 회피한 파란색 화살 부분에서도 대개 사람
수가 화면 전환에 이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MBC의 3번째 회피 프레임 부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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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모두 선행하는 프레임에 비해 사람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화면전환에 이은 사람 수의
감소가 동시에 선정성을 회피하는 카메라 앵글로서 나타난다는 점도 감지된다. 급격한 화면전환
과 화면에 나타난 사람 수의 감소라는 점이 어떤 경우에는 신체의 대상화로, 어떤 경우에는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화면을 살펴보자.

Figure 4 . Number of People in I-Frames & 12 Main Analysis Images
*Red Arrow: Objectification of Female Body Image *Blue Arrow: Avoidance of Objectification

2) 화면 내용을 통해 살펴본 대상화와 선정성 회피의 연결고리: 신체 부위
<Figure 5>는 12개의 주요 장면을 선택하는 기준 화면이 되었던 뮤직비디오와 다른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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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대상화가 타 방송사와 달리 특별히 해당 방송사 화면에서만 일어난 부분
과 이를 회피한 장면을 모아놓은 것이다. 해당 그림은 동일한 장면에서의 화면을 KBS, MBC,
SBS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급격한 화면 전환과
사람 수의 감소가 화면에 나타난 신체 부위 탐지와 결합될 때, 대상화의 방식인지 아니면 선정성
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Figure 5>의 노란색 상자로 표기한 (A) 3개의 장면과 (B) 1개 장면을 보면, 신체
대상화의 핵심은 특정 신체 부위의 강조인데,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다리 또는 가슴 부위의 강조
로 요약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A)의 마지막 장면의 경우 안무의 반복이 있어 SBS
에서 대상화가 한 번 더 있었으나, 지면 관계상 사진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빨간색 상자로 표기한 선정성 회피는 오히려 클로즈업을 통해 여성 아티스트의 얼굴을 비춤으로
써 대상 부분에서 강조될 수 있는 선정성 또는 신체 부위가 화면 바깥에 위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신체의 대상화나 각선미가 강조되는 전체 구성원의 구도를 오히려 화면을 특정인의 상반신
얼굴로 집중시킴으로서, 선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결과로서, 딥러닝 프레임워
크인 MediaPipe를 통해 감지한 결과 대상화시킨 장면에서는 얼굴이 감지되지 않았다. 심지어
앞서 인식률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은 HOG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우에도 선정성을 회피한 사
진에서는 모두 얼굴이 검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신체 대상화 화면 카메라 앵글 구성과 관련되어 찾을 수 있는 규칙적인 패턴은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선행하는 장면보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
에, 화면에서 얼굴이 사라진 신체 부위의 탐지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얼굴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
려 얼굴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적인 화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정성 – 예를 들어, 엉덩이 흔
들며 돌리기, 지나친 하체 라인 강조 등 –을 회피하는 방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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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bjectification of Body & Angle of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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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신체 대상화의 경우 방송사별로 의미있는 차
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정성의 회피 방식은 MBC의 경우가 다른 방송사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12개의 장면, 반복을 고려하면 전체 15개의 장면 중 MBC는 20%에 해
당하는 3개의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통해 화면을 아티스트 얼굴로 당김으로서 다른 방송사와 달
리 선정성을 회피하였다.

3) MediaPipe 프레임워크를 통한 신체 부위 감지 확률 검증
이러한 패턴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MediaPipe 프레임워크를 통해 포즈
감지 검출을 하고, 추출한 키프레임 내에서 각 신체 부위로 검출되는 확률의 평균을 구하였다.
<Figure 6>을 보면 전체 방송사를 통틀어, 얼굴에서 어깨에 이르는 상체가 화면에서 감지된 확
률은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 부위에서 방송사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BC의 경우는 특별히 하체인 무릎, 발목 등이 다른 방송사보다 검출될 확률이 낮았다. 또한 왼
쪽 팔목이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주로 화면상 왼쪽에서 아티스트들의 오른쪽을 보는 카메
라 앵글로 동작을 잡았음을 의미한다. MBC의 경우는 특이하게 엉덩이 다른 방송사보다 많이 검
출되었는데, MBC가 I-frame 수가 가장 적었음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검출은 백댄서의 뒷모습
이 화면상에 많이 잡히면서 전체 화면 앵글이 타 방송사보다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KBS와
SBS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여서 신체 대상화나 선정성의 회피와 같은 차이의 빈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Figure 6. MediaPipe-based Pose Detection Probability Result.: I-frames for Each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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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토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음악 방송 화면 내에서의 여성 신체의 대상화나 상대적인 선정성
의 회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양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패턴이 존재하고 이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음악 방송 내용을 통해 찾
은 패턴은 “선행 프레임에 나타난 것과 다른, 급격한 화면 전환에 따른 화면 내 사람 수가 선행
프레임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해당 프레임에서 얼굴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다. 그리고 이
러한 패턴을 찾는데, 하나의 딥러닝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석 방법을 동원하면 신체 대상화
에 대한 학습데이터나 또는 신정성 회피 방식으로 인한 오류를 피하면서 향후에 쓸 수 있는 대용
량의 양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그동안 사람에 의해 수동화된 분석에 머물렀던 영역을 보다 양적인, 전산화된 자동
화 기법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과 자세한 분석을 통한 패턴을 찾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정한 사례를 모아서 이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키
고 이를 통해 화면을 분류하고 감지하는 지도 기계학습 방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라벨링이 필요
하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라벨링 데이터를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도 수동이 아닌 자동
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결고리인 셈이다. 그런데, 현존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
하여 실제 음악 방송 영상에 대한 분류를 시도해 본 결과, 감지 자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알고리즘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Tuning)하면서 개조해야 제
대로 된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지도 기계학습 역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선정성이 높은 장면을 자동화된 기계학습 방법으로 탐색하기
이전, 수동화된 방법에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야 하는
지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가진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그동안 사람에 의해
수동 방법으로 진행된 여성 신체의 대상화나 선정성에 관한 영상 화면 내용 분석을 대용량 자료
를 통한 양적인 분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험한 의의를 갖는다. 기존 연구
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이를 전산화된 방법으로 동원하고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켰다. 둘째, 컴
퓨터 비전 분석 방법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텍스트 분석에 치우친 사회과
학내 전산사회과학 방법론의 분석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
이 활성화될 경우, 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에서 새로운 연구 문제와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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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 의의로 본 연구는 기계적으로 컴퓨터 공학의 알고리즘을 사회과학
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의의를 갖는다. 마치 새로운 약품에서 1상, 2상, 3상
연구 결과를 보도하듯1), 탐색적 연구 결과가 축적될 수 있는 연구가 출판되는 사례가 더욱 많아
져서 다른 분야가 만든 분석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학문의 맞는 맞춤형 연구 방법론
이 개발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가 가진 많은 한계 중 몇 가지 사항을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개 걸그룹의
1개의 노래에 분석이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례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본
연구가 분석한 사항이 가지는 범용성, 일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데이터와 알고리
즘 적용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본 연구 방법의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음악 프로그램내 다른 영
상에 대한 적용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일한 규칙의 음악 프로그램외 적용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검
증을 거쳐야 할 부분이 폭넓게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둘째, 본 연구 결과가 과적합의 가능성
이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과적합은 데이터가 가진 오류까지 학습하여 일반적인 범용성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앞으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신중
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YOLO 알고리즘인데, 실시간성
이 뛰어나서 객체 감지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정확성이 타 알고리즘에 비해서 뛰어난
가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타 알고리즘을 통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고 해서 YOLO 알고리즘 자체가 타 알고리즘에 비해 뛰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
만 사용 맥락과 데이터에 따라 특정 알고리즘이 타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뛰어난 경우가 보고되어
있어 (Srivastavava et al., 2021). 향후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본 연구는 방송사 간 카메라 앵글 차이와 같은 부분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여성 신체의 대상화와 선정성이 방송사 채널의 문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공백으로 남겨두었다. 연구를 위해 연구 방법 부분에서 언급한 음악
방송 책임 PD에게 자문을 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음악 방송 카메라 촬영에 대한 스크립트로서
음악방송 책임 PD가 작성한 ‘콘티’가 존재하지만 방송에 들어가서 카메라 촬영이 이루어 질때는
카메라 감독의 촬영 역량에 의해 방송 화면이 달라진다고 한다. 특히나 ‘잘 하는 선수 감독’일수
록 달라지는데 음악 방송 프로그램은 실시간이고 음악의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 카메라 앵글을 전
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콘티가 세세하지 못한 경우 카메라 감독이 줌, 포커스, 무빙, 앵글을 통

1) 이러한 관점을 알려주신 임종수 교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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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리듬감을 잡아낸다고 한다. 카메라 감독이 음악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안무
영상을 보고 당일 리허설을 통해 다양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에
서 생각한 방송사 채널별 차이가 사실은 방송사별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송 가능한
방송 영역의 심의 기준만을 가지고 그 하위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신체의 대상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용량을 활용한 연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
어, 향후 연구에서는 AI허브(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운영) 에서 KPOP 안무 학습 데이터셋을
활용한 추가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모션 갭쳐 방식을 쓰는 방식을 통해 더욱더 발
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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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서 컴퓨터 자동화로의 연결을 위한 탐색
객체 인식(Object Detection) 딥러닝 알고리즘 YOLO4, 자세 인식(Pose
Detection) 프레임워크 MediaPipe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의 여성 신체
대상화, 선정적 화면 검출 연구
윤호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여성 신체 대상화 및 선정적 화면의 자동화된 검출을 위한 규칙
을 찾는 연구이다. 그동안 사람에 의해 수동으로 연구되었던 화면 이미지를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으
로 추출하기 위해 어떠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시험해 보았다. 연구는 2021년 3월 2째주에 지상파 3
사 음악 프로그램에 방송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댄스 화면을 대상으로 각 방송사 화면을 비교하
며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여성 신체가 대상화되는 이미지와 선정적 이미지를 12개의 화면 이
미지로 구분하고, 방송 카메라 앵글이 이들 장면을 잡아낼 때 이전 화면과 달라지는 특질을 찾고자 하였
다. 연구 방법으로는 영상 화면의 프레임 추출과 딥러닝에 기반한 YOLO4 객체 감지 알고리즘, 동작 감지
프레임워크인 MediaPipe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 신체가 대
상화되는 화면에서는 장면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전 화면 대비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
드는 규칙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이 반드시 여성 신체가 대상화되는 화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선정적 화면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규칙으로 화면에 사
람 얼굴이 등장여부를 동시적으로 적용해야 화면이 여성 신체를 대상화하는지 아니면 선정적 화면을 회피
하는 방식의 카메라 앵글 화면인지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인 연구 문제로 지상파 방송 3
사 화면의 대상화 및 선정적 화면 빈도를 살펴본 결과 MBC가 다른 방송사보다 상대적으로 대상화 및 선
정적 화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 검출을 해보니 MBC 화면에서 신체 하체부위의 화면이 다른 방
송사보다 더 적게 검출되었다. 본 연구는 1개 걸그룹의 1개 노래에 대한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그
동안 사람에 의한 수동 연구방법으로 연구된 방송 영상 이미지 연구를 자동화된 양적 연구를 통해 대용량
방송 화면에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탐색한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 YOLO4, MediaPipe, 객체 동작 감지, 여성 신체 대상화, 선정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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