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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행동선택네트워크를 이용한 
거울뉴런과 마음이론 기반의 의도 응 모델

(An Intention-Response Model based on Mirror Neuron and 

Theory of Mind using Modular Behavior Selection Networks)

채 유 정
†
      조 성 배

††

                                (Yu-Jung Chae)        (Sung-Bae Cho)

요 약 최근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 로 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부분의 로  에이 트는 사용자의 구

체 인 명령에 의존 이고, 불안정한 센서정보를 기반으로 환경변화에 빠르게 응하여 목 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은 사람이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마음이론(theory of mind)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로 에이

트에 용하여 유용성을 입증한다. 제안하는 의도- 응 모델은 거울뉴런의 빠르고 직 인 응행동과 

간목  지향 인 특성을 구 하기 해, 환경과 목 을 고려하는 행동선택 네트워크(behavior selection 

network)를 사용한다. 한, 장기 인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응행동을 수행하는 마음이론 시스템을 수행

하기 해, 계층  계획생성 기법을 이용하여 간목  단 로 행동을 계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선택네

트워크 모듈을 제어한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해 실험한 결과 외부자극에 한 응행동이 생성됨을 확

인하 다.

키워드: 행동선택 네트워크, 거울뉴런, 마음이론, 하이 리드 제어 시스템

Abstract Although service robots in various fields are being commercialized, most of them have 

problems that depend on explicit commands by users and have difficulty to generate robust reactions 

of the robot in the unstable condition using insufficient sensor data. To solve these problems, we 

modeled mirror neuron and theory of mind systems, and applied them to a robot agent to show the 

usefulness. In order to implement quick and intuitive response of the mirror neuron, the proposed 

intention-response model utilized behavior selection networks considering external stimuli and a goal, 

and in order to perform reactions based on the long-term action plan of theory of mind system, we 

planned behaviors of the sub-goal unit using a hierarchical task network planning, and controled 

behavior selection network modules. Experiments with various scenarios revealed that appropriate 

reactions were generated according to external stimuli.

Keywords: behavior selection network, mirror neuron, theory of mind, hybri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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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교육, 오락, 정보제공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서

비스 로 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부분의 서비스 로

은 사용자의 구체 인 명령에 의존 이고 획일화된 

응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서비스 행동의 효율성이 

하되는 문제가 있다[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사람이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인식된 의도를 기반으

로 응 행동을 생성하는 과정을 모방하여 로  에이

트에 용한다면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 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2,3]. 

이와 련하여 표 으로 단순한 의도에 발 되는 거

울뉴런(mirror neuron)과 보다 추상 인 의도에 발 되

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에 한 연구가 있지만, 사

람의 의도- 응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공학 으로 구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 용한 연구는 미흡하다[4-6]. 

본 논문은 사람의 의도- 응 과정을 모방하여 모델링하

고, 로  에이 트에 용하여 서비스 행동의 효율성을 

극 화한다.

사람의 의도- 응 과정은 의도에 포함된 목 을 달성

하기 한 행동의 시 스를 생성한다. 이와 련하여, 

행동생성 기법으로 반응  제어 시스템(reactive control 

system)과 숙고형 제어 시스템(deliberative control sys-

tem)에 한 연구가 있다[7]. 반응  시스템은 지역 인 

환경을 기반으로 행동을 생성하여 빠른 응행동과 환

경변화에 강건하지만 목  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숙고형 시스템은 최종 목 을 고려하여 행동을 생성하

여 장기  목  달성을 통한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

하지만 다양한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이 리드 제어 시스템(hybrid control system)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부분 불안정한 센서 정보와 

로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할수

록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제안모델은 인식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응

기법을 선택한다. 하나의 간목 만을 갖는 단순의도가 

인식된 경우, 직 인 응과정을 모방하여 하나의 목

에 도달하기 한 응행동을 생성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목 을 갖는 복합의도가 인식된 경우, 계획을 기

반으로 응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도- 응 과정을 

구 하기 해 복합 응 형태의 행동을 에이 트가 해

결할 수 있는 단순 응 형태로 분할하여 장기 인 계획

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빠르

게 외부자극에 반응함으로써 효율 인 응행동을 생성

한다. 본 논문은 행동선택 네트워크(Behavior Selection 

Network)와 계층  계획생성 기법을 이용하여 제안 모

델을 구 하고, 고수 의 제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휴

머노이드 로 에 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한다[8].

2. 련 연구

2.1 거울뉴런과 마음이론기반 의도- 응

거울뉴런 시스템은 하나의 간목 을 갖는 낮은 수

의 의도에 발 되어, 빠르고 직 인 응행동을 생

성한다. 반면 마음이론 시스템은 보다 높은 수 의 의도

에 발 되어, 장기 인 응행동을 생성한다. 그림 1은 

Talairach atlas 좌표 상에서의 거울뉴런 시스템과 마음

이론 시스템 역을 나타낸다[4]. 거울뉴런 시스템은 외

부 자극을 입력받아 처리하는 pSTS(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 의도를 인식하는 aIPS(anterior Intra-

Parietal Sulcus), 응행동을 생성하는 PMC(PreMotor 

Cortex)로 구성된다. 마음이론 시스템은 외부 자극을 처

리하는 TPJ(Temporo Parietal Junction)와 응행동을 

생성하는 mPFC(medial PreFrontal Cortex) 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는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PFC 

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  단계로 내려갈수록 낮은 수

의 응행동을 생성한다[9].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모

델링하고, 공학 으로 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제안 

모델은 뇌신경과학 인 근을 통해 사람의 의도- 응 

과정을 모델링하고, 구 하여 로  에이 트의 서비스 

행동 생성에 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

는다.

그림 1 거울뉴런과 마음이론 시스템

Fig. 1 Mirror neuron and theory of mind systems

그림 2 계층  행동 생성을 한 PFC 역의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PFC for generating hierarchica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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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도- 응 모델의 체 구성

Fig. 3 Architecture of intention-response model

2.2 하이 리드 제어 시스템

하이 리드 제어 시스템은 로  에이 트를 제어하기 

해 두 가지의 기법을 결합한 것으로, 다양한 기법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1은 하이 리드 제어 시스템에 

한 기존의 연구를 보여 다. Mendonace는 개념과 각 

개념간의 계를 퍼지 맵(Fuzzy Map)에 추가하고, 2-

계층 제어구조를 형성하여 모바일 로 을 한 내비게

이션 시스템을 제안하 다[10]. Christopher 한 내비

게이션 시스템을 제안하 지만, 이 과 다르게 로 의 

감정을 이용하여 확률기반의 계획을 생성하고, 다계층의 

반응  제어 시스템 구조를 갖는다[11]. 이러한 연구는 

반응  시스템과 통 인 계획 기법의 문제를 해결하

기 해, 두 가지의 기법을 계층  구조로 구성하여 로

을 제어하 지만 로 에이 트가 해결해야할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복잡도 한 함께 증가

하는 문제가 있다. Quintero는 하  계층에서 상  계층

을 리하는 기법으로, 복잡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상  계층의 행동을 제어한다[12]. 

따라서 장기 인 목 에 빠르게 응할 수 있지만, 하  

계층의 제어 시스템은 센서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인 

선택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의 문제 해결에 있

어 상  계층에 의존 이다.

Lee 등은 간목 을 갖는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로  에이 트를 제어함으로써 하 의 제어계층에

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순  기반의 계획기법

을 통해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사용자의 피드

백을 필요로 하여 사용자의 명령에 의존 이다[13]. Yun

표 1 하이 리드 시스템의 련연구

Table 1 Related work of hybrid control system

Authors Methods Domain

Mendonace,

et al. [10]

Fuzzy cognitive map,

2-layer structure
Navigation robot 

Christopher,

et al. [11]

Emotion, probability

based sequence
Navigation robot 

Quintero,

et al. [12]

2-layer actions,

automated sequence
Autonomous robot

Lee, 

et al. [13]

MBSN,

priority based sequence

Mobile service 

robot

Yun,

et al. [14]

MBSN,

predefined sequence

Humanoid service 

robot

한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존의 반응  시

스템의 문제를 해결하 지만 사 에 정의한 순서로 행

동선택 네트워크 모듈의 순서를 제어함으로써 환경 요

소를 충분히 반 하지 못했다[14].

제안 모델은 기존의 하이 리드 시스템과는 달리 계

층  계획생성 기법과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각의 독립 인 모듈을 제어함으로써 로  에이 트 

스스로 장기 인 목  달성을 한 행동을 계획하고, 이

를 기반으로 빠르게 응행동을 생성한다.

3. 시스템 구조

본 논문은 타인의 단순의도에 발 되는 거울뉴런과 

복합 의도에 발 되는 마음이론 시스템 역의 응 메

커니즘을 모델링 한다. 그림 3은 의도- 응 모델의 

체 구성도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응기법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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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도 온톨로지의 구성

Fig. 4 Structure of intention-ontology

기 해 로 에이 트는 사용자 정보와 명령을 분석하

여, 단순의도와 복합의도로 분류한다. 이때 의도를 분류

하는 기 이 모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안 모델은 

Hamilton의 계층  목  분류 모델과 Overwalle의 이

론을 기반으로 정의 1과 같이 단순의도와 복합의도를 

정의하고, 이를 의도 온톨로지(Intention ontology)로 구

한다[15]. 단순의도에 해서는 해당하는 BSN 모듈이 

선택되어 응행동을 생성하고, 복합의도는 응하는 

간목 의 열을 계획하여 한 응이 이루어진다.

그림 4는 의도 온톨로지의 분류 시를 보여주는 것

으로, 간목 (sub-goal)을 기 으로 상  개념은 마음

이론에 속하고, 나머지 역은 거울뉴런에 속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  의도와 작업목 은 마음이론의 역을, 

간목 과 행동, 움직임 등은 거울뉴런의 역에 속한다.

정의 1. 사용자의 의도 는 간목  를 

포함하는 단순의도 와 

두 개 이상의 간목 을 포함하는 목  를 갖는 복합의

도 로 구

성된다.

단순 의도는 거울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빠르고 직

인 응행동을 생성하기 해, 분석된 간목 을 

갖는 행동선택 네트워크 모듈을 실행시킨다. 이때, 모듈

의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도메인에 상 없이 범용 으로 

사용가능한 행동노드는 공동행동 선택네트워크 모듈 형

태로 설계한다.

복합 의도는 마음이론 시스템과 같이 추상 인 상  

수 의 의도에 응하기 해 장기 인 계획을 생성하

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선택 네트워크 모듈의 순서를 제

어한다. 즉, 낮은 수 의 행동은 외부자극과 상호작용하

며 빠르게 응하되, 추상 인 고수 의 행동은 계층구

조를 통해 기본 인 형태로 분할하여 응 행동을 생성

함으로써 사람의 의도- 응 과정과 유사성을 갖는다.

3.1 거울뉴런 기반의 단순의도 응

거울뉴런은 하나의 간목 을 지향하며, 빠르게 응

행동을 생성한다. 이때, 응행동은 이  행동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이  행동과의 연 성을 유지한다. 그

림 5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응행동을 생성하기 

한 것으로, 간목  가 행동 실행 리기(Behavior 

Execution Manager)에게 달되면 해당 목 에 도달하

는 응행동을 생성하기 해, 행동선택 네트워크가 

장되어 있는 집합소에서 각 모듈의 간목 에 근하

여 달받은 간목 과 동일한 목 을 갖는 모듈을 탐

색한다. 탐색 , 일치하는 모듈을 발견하면, 해당 모듈

이 장되어 있는 일을 로드하여 실행시킨다. 선택된 

모듈은 로  에이 트에 장되어 있는 도메인 지식과 

센서를 이용해 외부 자극을 인식하고, 자극요소에 따라 

한 응 행동을 생성한다.

정의 2. 행동선택 네트워크 모듈 는 

환경 요소의 집합 , 응행동 노드의 

집합 , 간목  

를 갖는다.

정의 3. 행동노드는 로 각각 선행

조건, 추가, 삭제 리스트와 활성 에 지로 구성되고, 연

결 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링크로 연

결된다.

◦  has  as successor: 

◦  has  as the predecessor: 

◦  conflicts with : 

그림 5 단순의도 응 행동 생성과정

Fig. 5 The procedure of simple intention-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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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이 에 생성된 행동과 다음 행

동 간의 연  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간 목 지향

인 응행동을 생성하기 해서 제안모델은 행동 간의 

에 지 확산 는 억제 구조를 갖는다. 시간 일 때, 각 

노드가 가는 의 활성 에 지 값은 다음과 같다.

    (1)

, , 은 각각 목 , 환경, 링크에 한 가 치의 

정도를 의미하고, 과 은 환경 요소의 개수와 링크의 

개수를 나타낸다. 와 는 시 의 환경과 링크

를 의미하는 것으로 참인 경우 1, 거짓인 경우 0이 된

다. 식 (2)는 에서 노드를 선택하기 한 세 가지의 조

건을 나타낸 것으로, 의미는 다음과 같다. i) 선행조건 

가 상태 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ii) 활성 에 지 

가 임계값 를 넘어야 한다. iii) 다른 노드의 활성 

에 지 값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 모든 조건에 만족

하는 행동노드가 선택되는데, i)과 iii) 조건만을 만족시

킨 경우에는 임계값을 10% 하향조정한다.

   (2)

식 (3)은 시 을 시작으로 생성된 응 행동이  

시 에 상태 에서 상태 에 도달하여, 간목

을 달성한 상태가 됨을 나타낸다. 이 게 생성된 응

행동을 통해, 간목 이 달성되면 행동 실행 리기에 

이벤트를 달하여 단순의도 응이 완료되었음을 알리

고, 가져왔던 모듈을 삭제하며 응 과정을 마친다.

        (3)

3.2 마음이론 기반의 복합의도 응

로  에이 트는 기상태 에서 의도에 포함된 

목 을 달성한 상태 로 도달하기 한 행동을 계

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부자극에 유연하게 응행동을 

생성함으로써 사용자의 복합의도에 응하게 된다. 제안

모델은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사람의 행동 생성 구조를 

모방하며, 문제의 복잡도에 상 없이 최종목 을 달성하

기 해 계층  계획 기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로  에이 트가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단 까지 분할하

여 계획을 생성한다. 이때, 기본 단 는 외부자극에 유

연하게 반응하며, 목 을 달성하기 해 간목  단

로 정의한다.

정의 4. 계층  계획기법 는 계획을 구성하

는 기본 객체의 집합 와 복합 의도- 응 과정을 단순 

의도- 응 형태로 분할하는 함수의 집합 로 구성된다.

정의 5. 함수 는 하나의 목 을 여러 개의 간목

으로 분할한다.

그림 6 복합의도 응 과정

Fig. 6 Process of responding to complex intentions

              (4)

정의 6. 기본 객체 는 각각 간

목 , 선행조건, 추가조건, 삭제조건의 튜  구조를 갖는다.

그림 6은 복합의도 응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체 행동에 한 계획을 구성하고, 실제 행동은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한다. 복합 의도- 응은 2개 

이상의 간목 을 포함하는 이고, 기본 작업은 하나

의 간목  에 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본 객체 

를 의미한다. 이때, 복합 응 행동을 기본 응 형태로 

분할하기 해, 의도 네트워크(Intention Network)에서 

입력된 를 갖는 함수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생성된 

간목 을 처리하는 연산자가 큐에 장되고, 그 순서

로 하나씩 해당되는 행동선택 모듈이 선택되어 복합

의도의 응행동이 생성된다.

정의 7. 기본 객체를 이용하여 큐(Queue) 구조로 행

동계획 를 생성한다.

            (5)

    (6)

계획 는 기 상태에서 목 을 달성하기 해  방

향 계획 방식(forward planning)으로, 객체간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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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기본 객체를 자동으로 추가한다. 생성된 계획

을 큐 구조 형태로 장하기 한 식 (6)은 다음과 같

은 조건이 용되었음을 나타낸다. i) 시간 일 때, 

기본 객체 의 선행조건이 기상태 에 포함되는 

계를 갖는다. ii) 객체 가 실행된 후 상태 는 

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의 선행조건 가 일

치한다. i)조건 는 ii)조건이 만족될 때 기본 객체가 

추가된다.

기본 객체로 구성된 장기 인 행동 계획을 생성한 후, 

외부 자극에 따라 응 행동을 생성하기 해 큐를 구

성하는 계획 집합 를 기반으로 각각의 객체는 응되

는 행동 선택네트워크의 집합 에서 모듈을 선택한다. 

즉, 모듈 선택을 한 함수는 으로, 추상 인 

응 행동을 리하는 상  단계에서 외부자극과 상호

작용하며 응 행동을 생성하는 하 단계로 진행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다.

를 들어, 최종목  를 달성하기 해 계획 큐에 

추가된 기본객체를 , , , 라 했을 때, 큐의 가장 

첫 번째에 치해 있는 는 자신과 동일한 간 목

을 갖는 모듈 를 호출한다. 는 외부자극과 상호작

용하며, 간목 이 달성될 때까지 응 행동을 생성한

다. 간 목 이 달성되면, 큐에서 를 삭제하는 동시

에 다음 모듈로 교체하기 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이

러한 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계획 큐에 포함된 객

체가 더 이상 없으면, 최종 목 을 달성한 것으로 하여 

의도 응 과정을 종료한다.

4.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의 유용성 검증을 해, 행동선택 네트워크 

모듈과 의도 네트워크를 설계하 다. 구 한 모델은 휴

머노이드 로  NAO에 용하 다.

4.1 거울뉴런 기반의 단순의도 응 실험

거울뉴런의 가장 기본 인 기능은 모방행동을 통한 

응행동 발 으로, 찰된 타인의 행동 정보를 자극 요

소로 이용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타인의 행동에 응하

는 행동을 생성해야한다.

본 실험은 로  에이 트가 그림 7과 같이 물건을 왼

쪽(오른쪽)에서 오른쪽(왼쪽)으로 옮기는 사용자의 행동

을 찰했을 때, 응과정을 찰하기 해 그림 8과 같

은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설계하 다. 자극에 한 

응행동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기 해 설계한 네트워

크에 그림 7과 같이 자극을 입력하 다. 그 결과, 그림 9

와 10과 같이 물건을 옮기는 모방행동을 생성함으로써 

간 목 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그림

그림 7 시간변화에 따른 자극 값

Fig. 7 Stimuli values according to time change

그림 8 모방행동 생성을 한 행동선택 네트워크

Fig. 8 The BSN for generating imitation behaviors

그림 9 오른쪽으로 물건을 옮기는 응 과정

Fig. 9 Response process for moving an object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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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왼쪽으로 물건을 옮기는 응 과정

Fig. 10 Response process for moving an object to left

은 시간에 따라 자극에 해 선택된 행동선택 모듈과 

각각의 행동을 보여 다.

4.2 마음이론 기반의 복합의도 응 실험

본 실험은 복합의도 응과정을 분석하기 한 것으

로, 실험을 해 가정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응하기 해 필요한 의도 네트워크와 이를 구성하는 

기본개체에 한 모듈을 설계하 다.

방을 청소해달라는 사용자의 의도가 입력되었을 때, 

해당 의도에 응하기 해 간목  단 의 계획을 생

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선택 네트워크의 모듈을 선

택한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을 청소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해, ‘쓰 기 찾기’, ‘쓰 기 잡기’, ‘쓰 기

통 찾기’, ‘쓰 기 버리기’와 같은 총 4개의 간 목 으

로 분할되어 계획을 생성하 다.

그림 11은 정리할 상을 찾기 한 행동선택 네트워

크를 보여 다. 정면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경우 활성도 

15로, 왼쪽을 바라보는 응행동이 생성되었다.

그림 12는 로  에이 트가 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

태에서 각 노드의 활성정도를 보여 다. 이때, 목표 상

의 앞으로 이동하는 행동이 활성도 9.3으로 선택되어 해

그림 11 쓰 기를 찾기 한 행동선택 네트워크

Fig. 11 The BSN for finding garbage

그림 12 쓰 기를 잡기 한 행동선택 네트워크 (1)

Fig. 12 The BSN for grasping garbage (1)

그림 13 쓰 기를 잡기 한 행동선택 네트워크 (2)

Fig. 13 The BSN for grasping garbage (2)

당 모듈의 목 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모듈은 계

획 큐에서 삭제되고, 그림 13과 같이 쓰 기를 잡기 

한 다음 모듈이 실행된다. 이어서, 그림 14, 15와 같이 

라스틱 병을 버리기 한 쓰 기통을 찾고 손에 쥐고 

있던 쓰 기를 통 안에 넣음으로써 복합 응을 마친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은 인식된 타인의 의도에 응하는 과정을 뇌

신경과학 인 측면에서 근하여 거울뉴런과 마음이론 

시스템을 모방한 의도- 응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 모

델은 인식된 의도의 복잡도에 따라 응기법을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반응 (Reactive)이면서, 신 한(Deliberative) 

응행동이 생성됨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향후에는 다른 응 기법과 비교하여 보다 명확하게 

효율성과 정확성의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정확도와 응시간에 한 실험이 필요하다. 기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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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쓰 기통을 찾기 한 행동선택 네트워크

Fig. 14 The BSN for finding garbage basket

그림 15 쓰 기를 버리기 한 행동선택 네트워크

Fig. 15 The BSN for throwing away garbage

과의 비교를 해 기존 알고리즘을 충실히 구 하여 동

일한 실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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