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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트 행동에 기반한 의도 인식 컴퓨

Agent's Activities based Intention Recognition Computing

김 진 옥*

Kim Jin Ok

요    약

에이 트의 의도를 인식하는 것은 사물지능형 컴퓨 에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의 주요 부분이다. 컴퓨  시스템에서 인식 상의 

의도를 정확하게 유추하면 다수의 에이 트간의 력 상황 이해와 특정 행동이 취해질 때의 상황 악이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른 이의 행동을 해석하고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의도와 목 을 추론하는 인간의 기제를 바탕으로, 컴퓨  시스템이 행동을 인식하여 
습득한 사  경험 데이터를 이용, 상의 의도를 빠르게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의도 인식을 수행하기 해 제안 방법은 에이

트의 목 에 따른 행동 변화를 검출하고 시스템이 사 에 학습한 행동 정보를 모델링하기 해 특정 형태의 행동 은닉마코  형식을 

이용한다. 에이 트의 의도를 추론하는 데 을 다양하게 취함으로써 시스템이 에이 트의 행동이 끝나기 에 미리 의도를 추론
하도록 한다. 의도 인식의 정확도, 조기 검출률과 정확 지속률에 한 실험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 에이 트의 의도 검출 결과

를 정량 으로 제시함으로써 제안 연구가 효과 인 의도 인식 시스템 구 에 기여함을 보여 다.

ABSTRACT

Understanding agent's intent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human-computer interaction of ubiquitous computing.  Because 

correct inference of subject's intention in ubiquitous computing system helps particularly to understand situations that involve 

collaboration among multiple agents or detection of situations that can pose a particular activity. This paper, inspired by people have 

a mechanism for interpreting one another's actions and for inferring the intentions and goals that underlie action, proposes an 

approach that allows a computing system to quickly recognize the intent of agents based on experience data acquired through prior 

capabilities of activities recognition. To proceed intention recognition, proposed method uses formulations of Hidden Markov Models 

(HMM) to model a system's prior experience and agents' action change, then makes for system infer intents in advance before the 

agent's actions are finalized while taking the perspective of the agent whose intent should be recognized. Quantitative validation of 

experimental results, while presenting an accurate rate, an early detection rate and a correct duration rate with detecting the intent 

of several people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shows that proposed research contributes to  implement effective intent recognition 

system.

☞ keyword : Intent Inference(의도 추론), Activity Recognition(행동 인식), Human Computer Interaction(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idden Markov Model(은닉마코 모델) 

1. 서   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는 것은 휴먼 인지의 요

한 부분으로 특히 상의 행동에서 다른 사람과 업하

려는지 는 경쟁하려는 지에 한 내재된 의도를 악

하는 것은 인지 과정에서 요한 추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1,2]. 컴퓨  발  단계에서 컴퓨  시스템은 사람

의 인지 기능을 모델링하여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으

로 구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람과 컴퓨터간의 원활

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HCI, 융합인지과학 분야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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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목되고 있다. 특히 사물지능형 컴퓨 에서 시

스템이 인간 심의 환경과 효과 인 력의 일환으로 

컴퓨터가 사람과 커뮤니 이션하고 사람의 의도를 추론

하는 기술을 지속 으로 연구하면서 사용자에게 자연스

러운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컴퓨 의 의도 추론  인식 방식은 사람의 인지과정

을 모방한다. 사람은 특정 행동을 취할 때 끊임없이 외부 

정보를 감지하여 행동과정에 그 내용을 반 하며, 이 경

험 바탕으로 찰 상으로 삼은 사람의 시각에서 그 사

람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측하여 의도를 추론한

다. 특히 사람은 감지한 측치가 과거 경험과 맞아 떨어

질 때 해당 측치를 통해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의도가 있

었는지를 하게 악하는 회상기억작용을 이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감독 학습 심의 의사결정 모델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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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  경험 데이터에서 행동모델링  (HMM 학습)

(a) 연구 구조 (c) 학습경험과 상의 으로 의도인식

(그림 1)  연구 내용

리되어 기계학습에  새로운 학습 이론과 모델이 시도되

면서 은닉마코  모델(HMM, Hidden Markov Model)과 같

은 확률그래  모델로 표되는 생성  학습모델이 두

되고 있다[3]. 

본 연구는 생성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지능형 컴퓨

 시스템에 필요한 상의 의도 인식 을 상의 행동으

로 악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연구 수행을 해 사람

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각하고 측하며 해석하는 인

지 과학  근거[4]와 더불어 사람은 상 의 시각으로 그 

사람이 특정 행동을 취하는 목 과 의도를 추론할 수 있

다는 [5,6]을 반 하여 의도 인식과정을 설정한다. 기

계학습을 해서는 생성  학습 모델의 표  방법인 

HMM 형식을 이용하여 행동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경험

을 통해 행동에 반 된 의도 변화과정을 처리한다. 

제안 연구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기계학습을 한 

행동 모델링 단계와 학습경험과 상의 으로 상 의 

의도를 인식하는 의도 인식 과정 두 단계로 구성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경험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이 차후에 인식해야 하는 해당 행동에 한 

HMM 형식을 학습한다. 시스템은 학습을 해 ‘만나기’

와 같은 상황에서 두 에이 트가 가까워지면 한 사람이 

가는 방향의 거리와 머리간의 각도와 같은 라미터가 

변하는 상태를 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찰자가 

된 시스템이 학습한 HMM을 통해, 측한 에이 트의 시

에서 동일 목 의 라미터 변화를 측정하여 다른 에

이 트의 행동 변화를 모니터한다. 

본 논문은 2장 련 연구, 3장 제안 의도 인식 컴퓨  

시스템 구조, 4장 상 검출과 추 , 5장 실험 그리고 6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련 연구

의도는 상이 품고 있는 사고와 행동의 목 을 의미

하며 목 을 달성하기 해 의도를 연속 이고 상세한 

행동 수 으로 확 하면 의도의 개념은 ‘계획’과 동의어

가 된다. 의도 추론에 한 기존 연구[7,8]에서는 자연어

와 같은 명시  정보를 이용한 의도인식 방법을 제시하

여 왔으나 사물지능형 시스템은 으로 감지한 데이터

의 암묵  단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기제를 필

요로 한다. 

암묵  단서인 사용자 행동을 통한 의도 인식 방법은 

로  분야에서 표 으로 제시되어 왔다. 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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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물리  센서를 이용하는 

로 은 수집한 센서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콘텐츠 정보를 

추출하기 해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한다[9]. 의

도 인식을 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한 멀티모달 센

서를 통합하여 주변 상황으로부터 콘텍스트 정보를 수집

한 후 통계학  확률 도함수 등의 학습 방법을 통해 사

용자 상황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상태를 통계 으로 결정하

기도 한다[10]. 의도 그래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데이터 구조 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11]. 

최근 연구에서는 사용자 행동을 악하는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하여 물리  측정 결과로부터 심리  상태를 

추론하려는 인지 과학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12]. 사용

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 결과로부터 특정 의도를 포착

하려는 연구에서 가장 다양하게 용되는 차 모델링 

도구  기계학습 방법이 HMM이다. 시간  시 스와 

련한 차를 모델링하는 강력한 도구인 HMM은 의도 인

식과 행동 인식 연구에 다양하게 용하여 행동 모델링

과 의도 추론 과정을 처리한다[13-15]. 

하지만 행동 인식에 한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

템들은 행동을 인식하기 에 개별 동작을 체 시 스

로 설정 완료해야 함을 제[16,17]로 하는데 이는 행동

의 사  설정은 여러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을 간과하고 있다. 한 잠재  험 상황을 

검출하거나 긴 하게 력해야 하는 사물지능형 시스템 

시나리오에서 실제로 행동이 완료되기 에 미리 그 의

도를 검출하는 것이 요함에도 사람의 의도를 학습하는

데 HMM을 용한 이 의 연구에서는 부분 목  발생

을 측한 이후에만 사용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악하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18,19]. 따라서 행동이 완료되기 

에 미리 상의 의도를 악하여 빠르게 응하는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긴 태스크의 

행동 시 스를 모델링하는 것보다는 행동 간의 이 

에 은닉 상태에서 행동의 목 이 의도에 따라 어떻게 변

하는지를 제시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제안 연구와 유사한 행동 인식 연구[20]과 HMM 응용 

행동 인식 연구[21]는 템 릿을 설정하거나 비정상  행

동을 감지하는 방법을 주로 다뤘으나 이 방법들은 측

한 행동과 미리 존재하는 행동 모델 집합간의 불일치성

을 검출함으로써 기 한 행동 패턴에서 외 인 것을 

검출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측한 행동의 의도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약 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새로운 형태의 행동 HMM 형식을 설정하고 행동을 

학습하여 경험 데이터를 축 한 다음 정확히 에이 트의 

의도를 악하고 에이 트가 행동을 마치기 에 조기에 

의도를 인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낮은 수

의 목 을 가진 행동별 의도를 추론하는 학습단계를 통

해 경험 데이터를 축 하고 이 데이터를 의도 인식에 반

하여 사람이 행동을 마치기 에 의도 유추 목 을 달

성하도록 한다. 한 특정 훈련 환경에서만 용하는 

HMM의 형  근방식과는 달리 제안 행동 모델은 여

러 상황에 일반 이며 한 다른 도메인으로 달되어 

다른 환경에서 훈련했더라도 원래 도메인에 계없이 필

요한 도메인에서 행동 특징을 설정하도록 한다. 

3. 의도 인식 컴퓨  시스템 

3.1 행동 분석을 한  HMM 형식

HMM은 일시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시간이 확 되는 

변화 과정을 표 하기 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기계 학습 방법이다. 행동을 통한 HMM 기반 의도 인

식 시스템은 이산 상태 집합 으로 표 한다. 각 시

간 단계에서 시스템은 이산 상태  한 상태에 놓이며  

    와 같은 확률에 따라 다른 상태로 

이된다. 시스템이 시간에 상태 에 놓 다고 가정할 

때 는 시간에 상태 에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하

지만 시간에 시스템의 상태는 직  측할 수 없고 

신 은닉상태에 종속 인 변수(상태)집합 만이 측 

가능하며 각 상태 에 해서는 특정하게 보이는 상태 

를 측할 확률   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통  HMM 학습 방법은 모델의 구조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측 가능한 훈련데이터 집합과 함께 은닉상

태 수, 드러나는 상태 수, 상태간의 이 토폴로지가 주

어지며 이 구조를 통해 와 와 같은 이 확률을 계

산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HMM 형식은 에이 트가 행동을 취

하면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태스크의 목 이 변

하는 것을 증가, 감소, 지속상수 등으로 인코딩한 라미

터를 통해 모델링한 것이다. 제안 형식은 단순히 정  상

태간의 이를 모델링하는 통  HMM방법과 달리  태

스크 목  라미터 상에서의 변화를 드러나는 상태로 

인코딩하고 수행 행동의 숨은 기  의도를 은닉상태로 

나타낸다. 즉 제안 모델에서 상의 드러나는 행동 변화

는 추 가능하고 측 가능한 상태이며 에이 트의 의도 

목 변화는 은닉상태가 된다. 같은 형태의 행동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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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도 인식 과정

작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내는 행동 변화의 

목 을 추상화된 환경상태 즉 목  상까지의 거리, 목

 상과의 각도 등의 라미터로 나타낸다. HMM으로 

모니터하는 라미터로 행동을 선택한 이유는 행동의 목

이 의도를 달하고 한 행동 변화를 추 하는 것이 

에이 트의 의도를 추론하고 이해하는데 필수 이기 때

문이다.

3.2. 행동 모델링 단계

행동 모델링 단계는 인식 상 추 에 필수 인 단계

로 시스템 카메라가 각 에이 트를 측하는 사  처리

단계에서 별도로 구축하여, 움직이는 상의 외형모델을 

행동 학습에 이용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상은 경

과 배경 분리를 통해 검출한다. 에이 트 모델이 한번 학

습되면 시스템은 다른 동작과 의도 라미터를 학습하기 

해 미리 설계된 시나리오를 수행한다. 시스템이 움직

일 때 배경 추출 처리 단계는 단되고 시스템은 개선된 

평균이동 추  방법을 이용하여 경 상을 추 한다. 

그리고 행동을 취하는 자체 경험에서 차후 인식해야 할 

각 행동에 해당하는 HMM 형식을 학습한다. 

를 들어 ‘만나기’와 같은 행동에서는 사람의 머리와 

몸이 향하는 방향간의 거리와 각도는 두 에이 트가 

 가까워지면 값이 어든다. 따라서 에이 트에서 볼 

때 ‘만나기’의 상이 되는 다른 에이 트에 한 각도와 

거리는 목 에 해당하는 라미터  각도거리
가 된다. 시스템의 측 가능한 상징은 증가, 감소, 상수, 

미지수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의 조합을 모델

링하여   거리  각도  와 같은 드러나는 값으

로 표 한다. 행동 모델에서 드러나는 상징은 추  모듈

의 결과로 만들어진 라미터의 변화에 해당하고 행동 

수행의 요 의도는 HMM의 은닉상태로 인코딩한다.

주어진 행동의 반복된 실행은 Baum-Welch 알고리즘

[22]을 이용하여  모델 이 확률 , 을 측하기 

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학습결과 시스템은 각 행동에 

해 한 개의  HMM 집합을 구성한다. 학습에서 측된, 나

타난 행동 상태는 찰자 시 으로 계산한다.  

3.3. 의도 인식 

의도 인식 문제는 측된 에이 트에 해, 이 에 훈

련한 HMM 형식을 통해 수행하려는 행동의 의도를 추론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의도는 행동의 목 이 은닉

된 상태를 말한다. 시스템은 치별 심 에이 트의 행

동을 모니터하고 용 가능한 HMM에 해 측 가능한 

상징을 평가하며 의도 인식 과정에서는 행동 모델링단계

의 학습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상징인 라미터를 

계산한다. 즉 찰자가 장면밖에 있기 때문에 찰자의 

시 보다는 찰의 상인 에이 트의 시 으로 행동 특

징을 계산하도록 한다. 측 가능한 상징을 측 상이 

특정 행동을 취하는 목 과 의도를 추론하여 측 상

의 시 에서 취하는 것이다. 이 측 과정은 HMM 학습

에 사용된 동일한 라미터인 상 와의 거리와 각도를 

찰하여 처리한다.  

를 들어 (그림 2)에서 시스템은 찰하는 에이 트

의 시 을 취한다.   과 간의 거리 

 는 2차원 좌표이고  은 시스템과 

남자간의 각도를 나타낸다. 시스템이 남자의 의도를 검

출하기 해 i)먼  등을 보인 여자의 치 좌표를 구한

다. ii)그 다음 모니터 상인 남자에게 좌표시스템을 

달한다. iii)그리고 남자의 시 에서 여자의 치를 계산

하고 iv)남자의 좌표시스템에서 측 가능한 상징을 계산

한다. 남자의 머리는 이  치를 통합하여 계산한 다음 

ii)단계에서 좌표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

시스템은 방향 알고리즘[23]을 이용하여 모든 HMM

과 각 상 에이 트에 해 각 모델이 만든 측치의 유

사도를 계산한다. 에이 트의 의도를 나타내는 가장 가

능성 높은 상태를 검출하기 해 최고 확률의 모델이 나

타내는 의도 상태를 선택한다. 모델에 해서는 Viterbi 

알고리즘[24]을 용하여 은닉상태에서 가장 확률이 높

은 시 스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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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을 이용하는 인식 연구는 측한 시 스와 인식

과정간의 정확한 동기화와 측한 행동 시 스를 명확하

게 나  때 정확도가 결정된다. 제안 연구에서는 에이

트가 요하게 생각하는 동작을 모르기 때문에 시 스를 

나 는 과정이 아무 때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의 측치가 고정시 스가 아닌 연속스트림

으로 오는 상황에서 시 스 길이가 길어지면 특정 모델

의 확률이 0으로 어들 수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측 시 스를 가장 최근의 개 측 데이터로 나

다. 측 데이터 크기가  일 때 더 나은 결과를 보

이는 것은 휴리스틱하게 찾아낸 것이다.

4. 상 검출과 추

에이 트가 취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모델링하는 기능

을 장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비  기반의 지각 기

능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에이 트들의 외형은 미리 

알려지지 않기에 에이 트를 감지하고 추 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각  단서는 이미지 동작이다. 역

 움직임을 담은 이미지 시 스에서 분리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형 으로 류 측에 기반한 근방식은 시간 

소모가 크므로 제안 연구에서는 실시간 감시 방법에서 

차용한 상 모델링과 경/배경 분리 기술을 이용한다

[25,26].  

행동 모델링 단계에서는 동작 학습을 해 각 에이

트를 찰하는 기능을 용하는데 이 시각  인지 기능

은 경과 배경 분리 기술을 이용하여 상 에이 트를 

검출한다. 에이 트 행동 모델을 한번 학습한 이후, 시스

템은 다른 동작과 의도 라미터를 학습하기 해 설정

된 시나리오를 수행한다. 이 때 배경 추출과정이 이루어

지며 이 후 시스템은 평균 이동 추  방법을 통해 경 

상을 추 한다. 의도 인식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다른 

에이 트가 취한 행동을 측하면서 외형모델을 구축하

고 상 추 기의 속도와 강건함을 개선하기 해 경/

배경 분리 기술을 이용한다. 

4.1. 경과 배경 분리

행동 모델링과 의도 인식 단계에서 용되는 상 검

출과 추  방식은 히스토그램 기반의 색상 분포로 각 검

출 역을 표 하는 외형 모델을 이용한 커  기반의 방

식을 이용한다[27,28].

각 장면 배경에 나타난 것을 새로운 이미지 임과 

비교하여 검출을 처리하는데 장면 배경의 통계  표 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 상을 검출하기 해 픽셀의 색

상 강도를 이용한다. 정  배경의 이미지 시 스에서 색

상 값 는 픽셀 강도의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함수로 모

델링하도록 한다. 각 픽셀의 표  강도를 계산하여 이 평

균값과 다른 각 임의 픽셀 강도를 찾는 것이 가장 간

단한 경 검출 방법이다[25, 26].

4.2. 추  

움직이는 상을 추 하는 시스템은 개별 상에 

한 외형모델을 설정하여 새로운 임에서 검출한 상

자들 가운데 해당 인물을 찾는다. 각 목표 상을 새로운 

임에서 찾으면 이 상에게 단독 ID가 부여된다. 모

델 갱신 단계에서는 보이는 상에 한 새로운 치와 

기하학 , 픽셀 강도 정보를 갱신한다. 이 정보는 시간상 

나  임에서 상을 인식하고 새로운 치를 복원하

는데 이용한다.

추 을 처리하기 해 먼  추  상의 신체 상하부

를 각각 히스토그램 집합으로 표 하고 련 목록을 

유지한다. 심 상의 목록은 각 개별 상의 단일 ID와 

공간  색상 정보로 구성한다. 추 과정에서 시스템은 

측된 상 리스트로써 가공되지 않은 성분 리스트를 

이용하고, 정렬된 상 리스트 유지와 각 상의 개별 추

을 해 통계  연  매칭을 이용한다. 

추  모듈은 외형 모델링, 연  매칭, 모델 갱신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한다[29]. 외형 모델링은 가공하지 않

은 연 된 성분리스트에서 각 상에 해 상자 집

역의 심, 상의 높이와 넓이, 상하 역의 경 마

스크, 상하 역 픽셀의 다 변동 가우시안 분포 값을 포

함하여 모델을 생성한다. 연  매칭은 가공하지 않은 각 

상의 상하 역의 픽셀을  추 한 상의 정렬 리스트

에서 각 모델에 해 용한다. 최  값의 모델 ID로 

상을 표시한다. 추 이 한번 이루어지면 모델을 갱신한

다. 성분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은, 새롭게 나타난 상에

게는 새로운 ID를 부여하고 하게 모델을 갱신하여 

다수의 객체를 추 하도록 한다.

4.3. 충돌 처리

상간의 충돌처리를 하여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

어 겹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해 검출된 상의 거리

를 이용하여 충돌을 검출한다. 충돌을 검출한 후에는 각 

개별 상을 표모델과 정합하여 최소 정합 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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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  과정

(b) 비디오 임

(그림 3)  비디오 시 스 임에서의 상 추  과정

(a) 따라가기 (b) 만나기 (c) 지나치기

(그림 4) 행동 모델링

은 겹쳐진 상태로 간주한다. 겹쳐진 상의 모델은 갱신

하지 않고 새로운 치만을 칼만 필터로 측한다. 겹쳐

진 상의 치를 갱신하고 평균 이동 알고리즘으로 추

한다. 

4.4. 추  결과

(그림 3)은 에이 트의 검출과 추  결과를 보여 다. 

사람들이 장면에 나타나고 서로 지나치며 공간을 떠난 

후 다시 장면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

째 임에서 시스템이 겹침을 해결하고 세 번째 

임에서 한번 겹쳐진 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아주 빠

르게 복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실   험 

실험은 행동 모델링과 의도 인식 단계에서 각각 수행

한다. 용한 비디오 시 스 임 율은 당 15 임

이다. 시스템이 의도인식을 처리하기 해 표  행동

을 모델링하는데 행동 모델링 단계에서는 ‘따라가기’, 

‘만나기’, ‘지나치기’의 세 가지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동작을 학습한다. 본 연구가 상으로 삼는 행동은 행동 

완료 에 다른 상태로 바뀔 수 있는 행동의 변화와 행동

변화의 라미터로 삼는 상징을 고려하여 설정하 다.

설정한 행동 간의 차이 은 다른 사람에 한 각도와 

거리와 같은 목  라미터의 변화로 모델링한다. 만약 행

동의 목 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거리와 각도는 어든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단순히 지나

치는 것이라면 거리는 어들지만 측 시 에서 다른 사

람과의 각도는 커진다. 이런 측치를 HMM에 한 측 

가능한 상징으로 모델링하여 어떻게 에이 트의 인지  

정보가 행동을 수행하는 동안 변하는지를 인코딩한다.

(그림 4)는 행동 모델링 단계에서 행동 추  결과와 

더불어 시스템의 시 으로 본 샘  임이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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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 가지 행동 HMM 형식 설정

  

(a) 따라가기                                       

(b)만나기 

(c) 지나치기

(그림 6)  여러 행동의 의도 인식 결과

(그림 7) ‘따라가기’ 시나리오에서의 의도인식 확률

에서 얻은 측치는 (그림 5)와 같이 설정한 행동 HMM 

형식을 학습하는데 사용한다. 측 가능한 상징을 계산

하기 해 모니터한 목  라미터는 시스템의 카메라 

시 에서 에이 트까지의 거리와 각도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HMM 형식을 설정하고 행동을 학

습한 후 의도 인식 단계에서 낮은 수 의 행동 목 을 통

합하여 높은 수 의 목 인 에이 트의 의도를 인식한

다. 이를 해 체 행동 HMM 형식과 각 상 에이 트

에 해 각 모델이 만든 측치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에

이 트의 의도를 나타내는 가장 가능성 높은 상태를 검

출하기 해 최고 확률 의도를 선택한다.

의도 인식 단계에서 사물지능형 컴퓨  시스템은 ‘따

라가기’, ‘만나기’, ‘지나치기’ 행동을 반복 으로 번갈아 

수행하는 시나리오 상의 행동 찰자가 된다. 이 주요 행

동 시나리오 외에 추가한 두 개의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는 두 에이 트가 세 가지 행동을 반복하면서 번갈아 수

행한다. 첫 번째 세 개의 시나리오의 각각을 두 번 수행

하여 시스템이 다른 시 에서 행동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의도 인식 과정의 강건함을 유지

하도록 한다. 추가한 두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의 목 은 

에이 트가 한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꿨을 때 시스템

이 의도의 변화를 추론하도록 하기 함이다. 

세 가지 주요 행동 시나리오에서 세 가지 HMM 형식 

각각에 해 모델이 측치를 통해 나타내는 확률을 기

록한다. (그림 6)은 각 시나리오가 수행되는 동안 다른 시

에서 두 사람을 검출하고 의도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

다. 붉은색과 푸른색 바의 길이는 모델의 축  유사도

를, 바 안의 텍스트는 최고 유사모델의 의도  은닉상태

를 나타낸다.

(그림 7-9)는 한 개 비디오 시 스 체 시간 에서 각 

모델의 유사도를 나타낸다. 그래 에서 시간 단 는 시

스의 한 임에 해당하고 확률은 측한 행동이 실

제 행동과 일치하는 유사 확률을 의미한다. 각 그래 에

서 정확한 모델의 확률은 낮은 유사도를 보이는 다른 모

델의 확률을 빠르게 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의 ‘만

나기’와 ‘지나치기’ 시  1, 2는 두 에이 트 각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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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  1

(b) 시  2

(그림 8) ‘만나기’ 시나리오에서의 의도 인식 확률

(a) 시  1

(b) 시  2

(그림 9) ‘지나치기’ 시나리오에서의 의도 인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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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제안 방법

조기  

검출정도(%)

정확

 지속률(%)

따라가기 1 1.23 98.8

따라가기 2 3.70 96.3

만나기 1-에이 트 1 0 100

만나기 1-에이 트 2 47.24 86.1

만나기 2-에이 트 1 8.24 97.8

만나기 2-에이 트 2 52.45 47.6

지나치기 1- 에이 트 1 0 100

지나치기 1- 에이 트 2 0 100

지나치기 2- 에이 트 1 0 100

지나치기 2- 에이 트 2 0 100

(표 1) 의도 조기 검출률과 정확 지속률 평가 결과

(a) 지나치기                             

(b) 따라가기

(그림 10) 지나치기-지나치기-번갈아 따라가기 시나리오 

결과

에서 행동을 모델링한 것이다.

‘따라가기’ 시나리오에 해서는 따라가는 사람만의 

의도를 보여주고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행동을 취하는 두 

사람의 의도를 모두 보여주어 시스템이 ‘만나기’ 는 

‘지나치기’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검출하도록 한다.

지나치기-지나치기-번갈아 따라가기 행동을 복잡하게 

수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의 행동변화에 

빠르게 응하는 지와 그 사람의 정확한 의도 상태를 검

출하는 지를 실험한다. 에이 트들이 다른 행동을 연속

으로 취하는 동안 시스템에는 언제 행동이 바 는지 

시작하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림 10)에서와 같이 그래  바가 ‘tracking’ 는 ‘approach’

와 같은 은닉 상태를 표시하는 행동이 가장 높은 재 확

률의 행동 모델이며 기 한 행동 모델을 잘 인식함을 보

여주고 있다. 

제안 방법의 정량  평가를 해 HMM 성능 평가 시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측정치인 정확도, 조기 검출 정도, 

정확한 지속 시간 정도를 실험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다. 

정확도는 측 시 스 수의 확률로  체 테스트 시 스 

수 비 측한 의도가 실제 의도와  같을 확률이다. 조기 

검출률은  로  측 시 스의 지속 시간  비 

 가장강한의도적행동이부터시간동안최고치
로 측 시 스 지속 시간을 100%를 보았을 때 어느 시

부터 의도를 정확하게 유추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

다. 정확 지속률은  로 측 시 스의 지속 시간  

비 유추한 의도 가 시 스 지속 시간 체에서 차지

하는 정도이다.

우수한 인식 결과는 높은 정확도와 낮은 조기 검출정

도, 긴 지속시간을 보여야 한다. 제안 시스템은 (그림 

6-9)까지의 실험을 통해 ‘따라가기’ 2개, ‘만나기’ 4개, 

‘지나치기’ 4개 시 스에 해 정확하게 인식해 의도인

식 시나리오에 해 100%의 인식 정확도를 보 다. 

(표 1)은 실험에 한 조기 검출과 정확한 지속시간을 

보여 다.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시스템은 행동의 

10%가 수행되기 훨씬 에 정확하게 의도를 유추하고 

다섯 가지 경우는 시작 시 부터 의도를 빠르게 검출하

여 0%의 조기 검출 정도를 보여 시 스 시작부터 정확하

게 의도를 유추함을 알 수 있다. 의도를 체 으로 정확

하게 유추한 지속 시간 정도는 아주 높아서 부분 90%

가 넘었다. ‘만나기’의 두 가지 경우만 에이 트 2의 의도

를 추론할 때 조기 검출 정도에서 오류를 보 는데 첫 번

째 47.42%의 만나기 1-에이 트 2의 경우 시스템이 기

에는 정확한 의도를 추론했으나 간 지 에서 ‘지나치

기’처럼 이해해서 행동이 취해진 지 47.24%의 시간이 지

난 다음에야 제 로 의도를 검출했다. 두 번째 오류의 경

우 두 번째 에이 트의 시 에서 ‘지나치기’를 ‘만나기’ 

행동으로 잘못 이해해서 52.45%의 행동이 취해진 시간이 

지난 다음 정확하게 의도를 유추했다.  ‘만나기’에 한 

부분의 시나리오에서는 정확한 지속 정도가 평균 

86.09%에 달해 측 시 스 체 으로 에이 트의 의도

를 비교  잘 유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에이 트 2의 

시 에서 측 가능한 상징을 계산할 때 ‘만나기’와 ‘지

나치기’ 행동 간의 높은 유사성 때문에 측정값이 다소 낮

아졌다.

(표 1)과 같이 동일한 행동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제안 

방법을 템 릿+SVM 기반의 행동 인식 방법[20]과 비교

한 결과 드러난 결과 행동만으로는 은닉된 상의 행동 

의도를 포착하기 어렵다. 즉 행동을 인식하기  행동의 

개별 동작 모델을 미리 설정한 다음 측하는 행동이 모

두 완료된 이후에 측행동과 개별 동작모델을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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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기 때문에 행동의 목 이 

의도하는 바를 미리 행동 과정 상태에서 악하기 어려

움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제안 연구는 행동 간의 이 에 은닉 상

태에서 행동 목 이  의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

시하고 사물지능형 시스템 시나리오에서 실제로 행동이 

완료되기 에 미리 그 의도를 유추하여 미리 상의 의

도를 악함으로써 에이 트의 의도에 빠르게 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 높은 의도 인식 결과와 더불

어 기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은닉된 목 을 포착하는 

과정을 개선한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물지능형 컴퓨 에 용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상의 의도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구  방법은 부분의 행동 인식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이 이루어진 후에 행동의 의도를 검출하는 방법과 

달리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여러 사람의 의도를 행동 

과정 에 빨리 검출하여 시스템에 용시키는 구조로써 

사물지능형 컴퓨  환경이 에이 트의 의도를 재빨리 

악해 응하는 응  환경 구 에 기여한다. 

이를 해 행동 HMM 형태를 설정하고 사 에 쌓은 

시스템의 경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이 트가 다양한 행

동을 수행할 때 이를 학습한 HMM 형태와 비교하여 행

동의 의도를 인식하고 사용자와 컴퓨  시스템이 원활하

게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한 에이 트의 의도를 추론

할 때 여러 에이 트의 시 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에

이 트의 행동이 끝나기 에 행동의 의도를 미리 유추

하도록 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시스템이 에이 트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물지능형 환경과 에이 트간의 상

호작용을 모델링하여 단순히 주변을 지나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행동에 따른 목  의도를 주어진 비디

오 시 스에서 빨리 구별함을 알 수 있다. 추론된 의도는 

컴퓨  시스템의 의사결정과 제어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안 연구에서 제시한 지나치기, 만나기, 따라가기와 

같은 행동 모델 외에도  측 상태를 한 여러 가지 의

도 상태를 추가하여 더 정확한 표 으로 정교하게 행동

을 모델링할 수 있다. 를 들어 만나기 에 두 에이

트의 ‘천천히 다가서기’를 인코딩하는 은닉상태를 추가

하여 거리와 각도, 속도에 한 다양한 변화 정도를 고려

할 수 있다. 한 필요한 의도인식 과정에 해 필요한 

특징을 설정하고 자동 으로 검출하도록 시스템을 다각

도로 설계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물지능형 컴퓨

시스템의 다양한 HCI 력 시나리오를 더 정교하게 구성

해 의도를 추론하도록 한다. 군가 물건을 훔치려는 의

도뿐만 아니라 물건을 제공하려는 것인지 제공받으려는 

것인지 등에 한 의도를 유추하여 목 물을 다루는 다

양한 행동을 상으로 실험을 계속할 정이다. 한 사

물지능형 컴퓨 에서 숨기거나 가로채기와 같은 더 복잡

한 탐지 시나리오에 해 시스템 응 범 를 확 하며 

다수의 상을 동시에 추 하도록 하여 의도 인식 과정

의 강건성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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