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8 _ The Magazine of the IEIE

비디오기반 행동인식 연구 

동향

특집 비디오기반 행동인식 연구 동향

고 병 철
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6

Ⅰ. 서 론

인간 행동(human activity)연구는 크게 ‘인간 행위 의도를 인식하고 그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컴퓨터비전 또는 인공지능 측면에서 목적

과, 반대로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HCI (Human-computer interface), 로봇공학적인 

목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그림 1>과 같이 세부적으

로 제스처(gesture) 혹은 포즈(pose), 액션(action), 행동(activity), 상

호작용(interaction), 그룹 행동(group activity), 이벤트(event)로 구

분할 수 있다. 제스처는 기본 액션(atomic action)인 독립된 신체 부위

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수화인식이 대표적인 제스처 인식 연구이다. 액

션(action)은 서로 다른 신체 부위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

하며, ‘뛰기’, ‘걷기’, ‘구부리기’등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행동(activity)

는 인간의 액션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동

시에 여러 가지 행동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행동의 예로는 ‘ATM으로

부터 현금 인출하기’, ‘전화 받기’, ‘차를 마시기’ 등이 있다. 상호작용

(interaction)은 ‘밀기’, ‘때리기’와 같이 인간과 대상체(인간, 객체)사이

<그림 1> 행동인식연구의 계층별 구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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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고받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룹 행위는 행위를 일으

키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이벤트(event)는 긴 시간동안 여러 행동들이 결

합된 보다 의미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벤트의 예로는  

‘축구 게임’, ‘생일 파티’와 같이 긴 시간동안 여러 객체들

의 행동이 결합되어 발생된다.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인간행동인식 연구는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

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인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객체의 겹침, 비 강체(non-rigid) 움직임, 시각

(viewpoint)의 변화와 같은 외형의 변화, 

2) 방대한 학습 데이터 필요, 

3) 모호한 행동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 

4) 정적 데이터와 동적데이터의 혼재

행동인식 연구는 전통적인 행동 인식방법과 딥러닝 

(Deep Learning) 기반의 행동인식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행동인식 방법은 <그림 2  

(위)>와 같이, 입력된 영상 혹은 비디오 프레임들로부터 

객체의 영역을 분할하거나 추적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후에 각 객체로부터 다양한 특징벡터를 추출

하고 패턴 인식기를 학습하는 과정과 새롭게 입력되는 객

체로부터 동일한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학습된 분류기를 

적용해 최종 행동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에는  

<그림 2 (아래)>와 같이 특징 추출과정에서 미리 지정

된 특징추출기 대신에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컨볼루션 커널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행동인

식에 최적화된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기를 학습시킴으로

서 인식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행동인식 방법을 우선 설

명하고 전통적인 방법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

된 딥 러닝 기반의 행동인식 방법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행동인식에

서 필수적인 시공간 특징 정보 특징 추출과 행동인식을 

위한 전통적인 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본다. 3장

에서는 최근의 딥 러닝 기반 행동인식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행동인식에 대한 향후 연구방

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Ⅱ. 전통적인 행동인식 연구 방법

1. 시공간 지역 특징 점 검출기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전체 영

상으로부터 추출하는 방법과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 특징 점에서만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

의 경우가 행동인식에서는 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이

렇게 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고 특

징벡터의 차원을 줄일 수 있다. 특징 점을 추출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동인

식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 3가지 방법론을 소개하도록 

한다.

①   시공간 특징 점 추출 (Spatio-temporal Interest 

Point, STIP)[3] 

STIP방법에서는 연속된 프레임들을 시공간축 상에 나

열하고 공간적인 축상의 기울기와 시간축 상에서의 기울

기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적 최대 점을 찾는 방법이

다. 이 방법에서는 지역 특징 점의 스케일을 결정하기 위

해 특징 점들에 대해 크기가 다른 정규화된 라플라시안을 

적용해서 최댓값을 갖는 시공간 스케일을 결정한다.

② Cuboid 검출기[4]

Cuboid검출기에서는 특징 점들에 대한 스케일을 찾지 

않고 대신 시공간상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보다 

조밀한 특징 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점의 주변에서 3

차원 cuboid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③ Hessian 3D 검출기[5] 

이 방법은 SURF(Speed up robust feature)방법을 시<그림 2> 컴퓨터비전 기반 인간 행동인식 처리 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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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축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필터의 크기를 다르게 적용

하여 지역 최댓값을 갖는 특징 점을 찾아낸다. 이 방법은 

STIP보다 빠르고 조밀한 특징 점을 추출하지만 Cuboid

방법에 비해서는 조밀성이 떨어진다. 

2. 시공간 특징 기술자 

추출된 특징 점으로부터 행동인식을 위한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징 점으로부터 시공간정보

를 추출하기 위해 3차원 큐브 (또는 박스)를 설정하고 다

음과 같은 세 가 지 형태의 기술자를 이용하여 시공간 특

징을 추출한다.

① HOG, HOF 기술자[6]

시공간 큐브 안에서 픽셀들의 기울기 방향을 히스토그

램으로 누적하여 HOG (Histogram of gradient)특징을 

생성하고 픽셀 옵티컬 플로우의 방향을 히스토그램으로 

누적하여 HOF(Histogram of optical flow)특징을 생성

한다.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특징기술자를 행동 인식을 

위한 특징 기술자로 사용한다.

② Cuboid 기술자[4]

마찬가지로 시공간 큐브 안에서 x, y 기울기와 연속적인 

프레임 들으로부터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여 3D 특징 기

술자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큐보이드 기술자는 다시 

PCA를 이용하여 100차원의 특징공간으로 축소된다.

③ HOG 3D[7] 

HOG 3D기술자에서는 시공간 큐브를 2×2×2개의 셀

(cell)로 다시 분할하고 각 셀을 또다시 2×2의 서브 블록

으로 분할한다. 각 서브블록에서 x, y, t에 대한 기울기

를 계산하여 평균기울기와 방향을 계산한다. 각 셀을 12

개의 다면체로 구성하고 각 다면체의 평균 벡터의의 크기

와 방향을 히스토그램으로 누적하고 이 값들로부터 한 개

의 평균 벡터를 추출한 뒤에 각 서브블록에서 추정된 평

균 벡터들을 히스토그램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시공간 지역 특징점 으로부터 특징 기술자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인식에서 유용한 특징 점과 기술자를 

선별하기 위한 실험 결과[8]에 따르면, 특징 점 추출을 위

해서는 STIP를 사용하고, 시공간 특징 기술자로 HOG/

HOF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징 점으로부터 추출된 특징 기술자들은 그대로 사용

할 수도 있지만 큰 특징기술자의 차원을 의미 있는 특징

단위로 군집화 하여 특징벡터의 차원을 줄이고 인식 성능

을 높일 수 도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이 BoF(Bag-of-feature)방법이다[9]. BoF는 각 영상을 

순서 없는 지역 특징 집합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안되었

다. 각 영상에서 추출된 지역 특징들은 K-mean 군집화 

방법에 의해 군집화 되고 각 군집의 중심벡터는 코드 워

드(code word)로 정의되어 K개의 코드 워드로 구성된 코

드 북이 생성된다. 코드북이 생성되면 한 영상의 지역 특

징들은 코드 북에 매핑 되고, 매핑 유사성에 따라 가장 거

리가 가까운 코드 워드의 히스토그램 빈에 누적 시키는 

방법으로 BoF를 생성하게 된다[10]. 이렇게 생성된 BoF히

스토그램은 <그림 3>과 같이 패턴분류기의 학습특징으로 

사용된다. 

3. 행동 인식 분류기 

학습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특징벡터는 다양한 패턴 분

류기에 적용되어 행동인식을 위해 사용된다. 전통적으

로 인간행동인식을 위해 많이 사용된 알고리즘은 SVM 

(Support vector machine)이다. SVM 분류기는 높은 성

능과 정확도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턴 분류를 위해

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높

은 차원을 가진 특징이나, 방대한 양의 클래스를 분류 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10]. 

행동인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분류기는 

AdaBoost로 여러 개의 약 분류기(weak classifier)를 결

합하여 강한 분류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AdaBoost방법

과 유사하게 약 분류기를 여러 개 결합하는 Bagging기

반의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Radndom Forest)도 행

동인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Breiman[11]에 

의해 제안된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결정 이진 (binary) 

<그림 3> BOF를 이용한 특징 추출 및 분류기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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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를 앙상블 형태로 결합한 것으로, 각 이진트리에서는 

랜덤한 방법으로 트리들을 성장 시킨다. 랜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학습속

도와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10-11].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행동 인식 방법을 벗어나 영

상처리에 특화된 CNN기반의 행동인식 알고리즘이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성능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우수하다는 사실이 많은 학술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

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몇 가지 딥 러닝 기반의 행동인

식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Ⅲ. 딥 러닝 기반의 행동인식

1. CNN기반의 행동인식

딥 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CNN알고리즘은 영상인식을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일반적으로 3종류의 계층구

조를 갖는다. 첫 번째 단계인 컨벌루션 층(convolution 

layer)에서는 입력 영상에 커널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특

징을 추출하기 위한 층이다. 영상처리에서는 커널의 계

수가 목적에 따라 고정적으로 사용되지만 CNN에서는 학

습을 통해 커널의 계수가 결정된다. 두 번째 단계인 풀링 

층 (pooling layer)은 영상의 특징차원을 줄이기 위해 서

브샘플링을 하는 층이다. 서브 샘플링을 위해서 주로 맥

스-풀링(max-pooling)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데 이것은 

임의의 영역 내에서 가장 큰 값(자극)만을 선택하는 방법

이다. 이와 같이 컨벌루션 층과 풀링 층을 여러 차례 거지

게 되면 영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전역 특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전역 특징은 최종적으로 피드

포워드 층(feedforward layer)에 적용되어 소프트 맥스

(softmax)등의 방법에 의해 특정 클래스를 분류 할 수 있

데 된다.

이후부터는 CNN을 이용한 대표적인 행동인식 알고리

즘을 소개하도록 한다.

Simonyan[12]등은 비디오에서 액션인식을 위해 두 가

지 흐름의 CNN방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흐름에서는 

입력 비디오의 매 프레임에서 컨벌루션 층과 풀링 층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액션 클래스별 스코어를 계산한다. 

또 다른 층에서는 몇 개의 비디오 프레임들로부터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고 각 픽셀별 옵티컬 플로우의 방향과 크

기를 누적(stacking)한 모션 벡터 영상에 대해 유사한 형

태의 컨벌루션 층과 풀링층을 적용하여 소프트 맥스에 의

해 액션 클래스별 스코어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각각 계

산된 클래스별 액션 스코어는 최종적으로 결합되고 결합

된 스코어를 이용하여 최종 액션인식을 수행한다. 이 논

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소프트 맥스 스코어를 결합하고 평

균하여 최종 액션을 인식하는 방법과 CNN출력의 최종 

완전연결 특징 값을 SVM에 입력으로 적용한 방법의 액

션인식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프트맥스를 평균한 

방법보다 SVM을 사용하였을 경우가 약 0.8% 성능이 우

수함을 증명하였다. Simonyan[12]등의 방법에서는 모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2~3장의 프레임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함으로 정확한 모션 정보를 추출 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Ji[13]등은 7장의 연속적

인 프레임을 쌓아 두고 3D 커널을 적용함으로써 모션 정

보가 충분히 축적된 특징 맵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

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60x40크기의 연속적인 7프레

임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gray, 

gradient-x, gradient-y, optical flow-x, optical 

flow-y의 고정된 커널이 적용된다. 두 번째 컨벌루션 층

에서는 33개의 특징 맵을 3개씩 결합 (3D)하고 7×7 컨

벌루션 커널을 적용하여 총 23개의 특징 맵 2 세트를 만

든다. 특징 맵을 2 세트로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특징 

맵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최종 출력 층에서는 완

전 연결된 특징 값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여 액션 클래스

별 스코어를 계산한다. 

Tran[14]등도 모델의 시간적 정보 변화를 정확히 추출하

<그림 4> 3D 컨벌루션을 이용한 CNN기반 액션 인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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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2D 컨벌루션 대신 3D 컨벌루션 커널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특징은 이전 3D 커널 기반 방법이 입력

으로 제한된 수의 프레임들만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전체 

비디오 프레임들을 입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네트워

크의 구성은 8개의 컨벌루션과 5개의 맥스 풀링, 2개의 

완전연결 층, 소프트맥스 출력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 3D 

컨벌루션 커널은 3×3×3으로 구성되어 있고, 풀링 커널

은 2x2x2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입력 시퀀스를 나열하

고 총 15개의 네트워크를 거치면 4096 차원의 특징벡터

가 추출되며 이 벡터를 이용하여 소프트맥스 출력 스코어

를 계산한다.

2. LSTM 기반의 행동인식

CNN은 정지영상에서 객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연구에

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음성인식과 같이 과거의 정보

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인식 문제에는 적

합하지 않다. 행동인식도 시간적으로 과거의 정보가 현재

의 행동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됨으로 최근에는 행

동인식에서도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태를 인

식하려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의 알

고리즘이 관심을 받고 있다. RNN은 <그림 5 (a)>와 같이 

t 에서의 네트워크 출력 값이 t+1 시간의 네트워크에 새

로운 입력 값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종료시점까지 이전 

네트워크의 출력 값들이 전달되면 최종 네트워크에서는 

이전 네트워크에서 전달된 값들을 기억하여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전 기억들을 현재 문제 해결에 사용

하는 방법을 장기기억 의존성(long-term dependency)

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RNN은 완벽하게 장기기억 의존

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문제 해

결에서는 장기기억이 오래 될수록 RNN이 장기기억을 

학습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림 5 (b)>와 같이 네트워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음

에 입력된 입력 값들을 네트워크가 잊어버리는 기울기 소

멸(vanishing gradient)문제가 RNN에서 발생한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억 중에서 중요

한 기억은 장기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기억은 단기 기

억하여 최종 판단에 사용하는 LSTM (Long short term 

memory) 방법이 제안되었다. 

LSTM은 RNN의 한 종류로 장기기억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그림 6>과 같이 LSTM

은 Cell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Cell들

은 체인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LSTM에서 중요한 요소는 

Cell 상태(state)로 다이아그램의 상부에 모든 Cell을 수

평으로 통과하는 선으로 표시된다. LSTM은 Cell상태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을 

조절한다. LSTM은 Cell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총 3개의 

gate를 사용하는데, 기억을 잊을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forget gate layer’, 어떤 값을 업데이트 할

지를 결정하는 ‘input gate layer’, Cell상태와 입력 값을 

반영하여 출력 값을 결정하는 ‘output gate layer’로 구성

된다. 

LSTM기반의 행동인식 연구에 대해서는 최근 논문 위

주로 3가지 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Donahue[17]등은 CNN과 LSTM을 결합하여 행동인식

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림 7>과 같이 우

선 개별 영상에 CNN을 적용하고 출력된 값을 LSTM 구

조에 연결하여 출력 값에 대해 행동을 예측하도록 한다. 

이 후에 연속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전 프레임의 LSTM 출력 값

들이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에 입력되는 구조를 갖는

다. LSTM의 출력에 의해 예측된 결과 값도 마찬가지로 

<그림 5> RNN의 구조와 (a) 문제점 (b) <그림 6> LSTM의 구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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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간 연결구조를 갖고 최종적으로 T타임에서의 행동

인식결과를 유추하게 된다.

Wang[18]등은 <그림 8>과 같이 각 입력 영상에 대해서 

중요도 마스크(saliency mask)를 적용하고 각 프레임별

로 CNN을 적용 한 결과에 대해 LSTM을 연결하는 네트

워크를 제안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프레임별 LSTM은 서

로 시간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LSTM에서 출력한 결

과를 결합하여 풀링 층에서 하나의 특징벡터로 재생산해 

낸다. 이를 소프트맥스 층에 입력하여 각 행동들에 대핸 

스코어 값을 출력해 내는 구조이다. 

Ibrahim[19]등은 <그림 9>와 같이 그룹의 행동을 인식

하기 위해 계층적 깊이 시간 모델(deep temporal model)

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배구 경기에 참여하는 각 

선수들의 움직임을 tracklet으로 추적한 뒤에 각 tracklet

을 CNN에 입력한다. 시간 축상 에서 선수별 CNN 출력 

값들은 다시 선수별 LSTM에 입력되어 각 선수별 액션 

인식에 사용된다. 각 선수별 액션인식 결과는 다시 그룹 

LSTM에 입력되어 각 선수들의 액션결과에 따른 그룹 행

동인식에 사용된다.

Ⅳ. 결론 및 향후연구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비전 기반의 인간행

동인식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전통적인 행동인식 방식은 영상에서 객체를 분할

하고 (혹은 객체 분할 없이 영상 전체를 사용) 시공간 상

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갖는 특징 점을 추출해 내는 전처

리 작업을 거친다. 특징 점으로부터 3차원 특징 기술자

들을 추출해 낸 뒤 PCA를 통해 특징 벡터의 차원을 줄

이거나, 혹은 BoF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군집단위로 특

징 값을 재생산해 낸다. 최종적으로 인공신경망, SVM, 

AdaBoost, 랜덤 포레스트 등의 분류기에 대한 학습 과정

을 거쳐 행동을 인식한다. 

두 번째, CNN과 LSTM에 기반을 둔 행동 인식방법이

다. CNN만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프레임에서 공간적 특

징과 시간적 특징을 컨벌루션 커널을 통해 추출하고 이

를 소프트맥스 분류기에 적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

다. 하지만 전체비디오 프레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과 연속적인 행동인식을 위해 과거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인식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개별 프레임에서는 CNN을 활용하고 연속적인 

프레임들 사이에 시간정보 활용에는 LSTM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과거 행동인식에서는 영상내의 객체가 하나이거나 개

별적인 객체의 상호작용을 객체 검출이나 추적의 과정 없

이 특징 점을 추출하고 특징 점을 중심으로 하는 큐브에

서 특징 기술자를 추출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특징 점을 사용하지 않는 CNN이나 LSTM방식에

서는 사람 객체를 추출하고 개별적으로 추적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행동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객체 

추출 및 추적은 그룹행동인식이나 상호작용 행동인식에

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동인식 연구에서는 

연속 프레임에서 객체를 추출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며 객체 추적정보가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

<그림 8> 중요도 기반 3D CNN과 LSTM을 결합한 행동인식 네트워크 구조[18]

<그림 7> CNN과 LSTM을 결합한 행동인식 네트워크 구조[17]

<그림 9> 계층적 시간 모델에 기반을 둔 그룹 행동인식 네트워크 구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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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그룹 행동인식이

나 이벤트 인식에서는 각 객체별 추적 경로 및 상대적인 

위치정보 등이 인식 율을 높이기 위한 특징 값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비전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간 행동연구는 크게 인간 행위 의도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 측면에서 목적과, 로

봇이나 기계가 인간을 자연스럽게 흉내 내기 위한 인간공

학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인공

지능이나 컴퓨터비전 분야뿐만 아니라 HCI, 로봇공학, 심

리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융합된다면 인간행

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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