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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의 의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람의 의도-대응 메커니즘을 모방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환경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며 단순의도 뿐만 아니라 복합의도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본 논문은 뇌 신경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모방하여 로봇 에이전트의 효
율적인 대응 행동을 생성한다. 거울뉴런의 빠르고 중간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모방하여 대응행동을 생성하
기 위해 환경과 목적을 고려하는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적용하였으며, 추상적인 의도에 발현되어 장기적인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대응행동을 수행하는 마음이론은 행동선택 네트워크의 모듈 순서를 제어하여 복합의
도에 대응한다. 제안 모델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검증한 결과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로봇 에이전트가 인식된 사람의 의도에 적절하게 대응
한다면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
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1]. 이와 관련하여 관찰된 타인의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울뉴런과 마
음이론을 기반으로 사람의 의도-대응 과정을 모방하여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용자
의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봇 에이전트는 다양한 환
경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 행동을 생성해야한다. 
그러나 불확실한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환경 변화에 강
건하게 대응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다[2]. 또한 로봇 에이전트가 수행해야하는 대응행동의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제어 복잡도가 함께 증가하는 문제
가 있다. 
  본 논문은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나의 중간 
목적을 갖는 단순한 의도에 발현되어 빠른 대응행동을 
생성하는 거울뉴런과 추상적인 의도에 발현되어 장기적
인 대응행동을 생성하는 마음이론을 공학적으로 구현 가
능한 의도대응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명확한 구
조적 표현이 가능하고, 확장성과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다양한 대응행동 생성에 적용 될 수 있는 이점
을 갖는다. 또한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
을 뇌신경 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이를 모델링함
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적 의의를 갖는다. 

2. 관련연구
2.1 거울뉴런과 마음이론기반 의도대응
  그림 1은 의도대응 과정에서 활성 되는 뇌 영역에 대
한 실험 결과이다. 낮은 의도 계층에 속하고, 중간 목적
을 내포하는 타인의 의도에 aIPS(anterior IntraParietal 

Sulcus), PMC(PreMotor Cortex), pSTS(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와 같은 거울뉴런 시스템 영역이 활성 
되어 단순한 대응 행동이 생성된다. 상위계층에 속하는 
타인의 추상적인 의도에 TPJ(Temporo Parietal Junction), 
mPFC(medial PreFrontal Cortex) 영역이 활성되어 행동의 
순서를 계획하여 보다 복잡한 대응행동을 수행한다[3]. 

그림 1. 거울뉴런과 마음이론 기반 의도대응 실험 결과

2.2 행동선택 네트워크

  자율주행하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생성을 위해 Maes가 
처음 제안한 행동선택 네트워크(Behavior Selection Net- 
work)는 환경, 목적, 행동 노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
동을 선택한다. 행동노드는    로 각각 선

행조건, 추가, 삭제 리스트와 활성 에너지로 튜플(Tuple) 
구조를 갖고, 연결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형
태의 링크로 연결된다[4].

· X has Y as successor:  (p ∈ ax ∩ cy)
· X has Y as the predecessor:  (p ∈ cx ∩ ay)
· Y conflicts with X:  (p ∈ cx ∩ dy)

  행동선택 네트워크는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 행동을 
생성하는 동시에 특정 행동의 실패에도 강건하게 대응 
할 수 있지만, 목적 간의 충돌 문제로 복잡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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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복합 의도-대응을 위한 작업(task) 구조 예시

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3. 제안하는 방법 
3.1 거울뉴런과 마음이론 기반의 의도-대응
  본 논문은 사람의 의도-대응 과정을 공학적으로 모델
링하기 위해, 의도-대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Hamilton 
[5]의 계층적 목적분류 모델을 기준으로 의도 온톨로지
(Intention Ontology)로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   를 단순 의도-대응     과 

복합 의도-대응           로 

분류한다. 그림 2는 제안 모델의 전체 구성을 보여준다.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분류한
다. 인식된 의도가 낮은 수준의 의도라면, 빠르게 행동을 
생성하여 단순 의도-대응을 수행하기 위해 거울뉴런 시
스템은 인식된 의도에 대응되는 행동선택 네트워크 모듈
을 선택한다. 반면, 보다 추상적인 상위 수준의 의도가 
인식된다면, 마음이론 시스템은 인식된 복합의도를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장기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 행동선
택 네트워크 모듈의 순서를 제어해야한다. 이를 위해, 복
합 작업(Compound Task)이 기본 작업(Primitive Task)의 
단위에 도달할 때까지 나누어 행동을 계획하는 
HTN(Hierarchical Task Network) 계획을 적용하여 복합 
의도-대응 행동을 생성한다.

그림 2. 의도-대응 모델의 전체 구성도

3.2 행동선택 네트워크 기반 단순 의도-대응
  행동선택 네트워크     는 각각 환경 , 
목적     , 행동노드     로 

정의된다. 이때, 목적 는 중간 목적 으로 구성되지

만, 행동선택 네트워크의 모듈     은 하나의 

중간 목적만을 갖는다. 거울뉴런 기반의 단순 의도-대응 
행동는 시간 일 때, 상태  에서 행동노드 활성에 
따라 사용자의 단순의도에 대응하는 중간목적을 달성하
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대응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활성 에너지  을 연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  , 은 각각 목적, 환경, 링크에 대한 가중치의 

정도를 의미하고, 은 환경 요소의 개수, 은 링크의 
개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시간 일 때, 는 환경, 
은 링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참인 경우 1, 거짓인 경우 0
이 된다. 그림 3은 식 (1)을 이용한 대응행동 생성 과정
을 보여준다.   

그림 3. 행동선택 네트워크 기반 대응행동 생성 과정
  

3.3 계획형 행동선택 네트워크 기반 복합 의도-대응
  HTN 계획의 도메인   는 행동의 객체 

     와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의 작업을 

관리하는 함수      로 구
성되며, 대응행동      가 행동의 객체 단위

로 만들어진다. 

  마음이론 기반의 복합 의도-대응 행동 는 시간일 
때, 상태 에서 인식된 복합의도에 해당하는 함수에서 
선택하고, 단순의도 단위로 분할하여 중간 목적 단위의 
행동 계획을 생성한다. 생성된 계획은 순차적으로 실행
되며, 행동선택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즉, 복합 의도-대
응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행동 전략을 생성하여 행
동선택 네트워크 모듈의 순서를 제어함으로써 환경변화
에 빠르게 대응하며 최종 목적을 달성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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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방 청소’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도에 대응
하기 위한 함수 구조로, ‘물건확인’과 ‘물건잡기’행
동으로 나뉘어진다. ‘쓰레기 버리기’와 같이 대응 행
동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되는 부분을 손쉽게 추가
할 수 있다. 

4. 실험 및 분석
4.1 거울뉴런 기반의 단순의도 대응 실험
  본 실험은 로봇에이전트의 중간목적 달성을 통한 단순
의도-대응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5와 
같이 디자인된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로봇 에이
전트가 물건을 왼쪽(오른쪽)에서 오른쪽(왼쪽)으로 옮기
는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모방행동을 통해 함께 
물건을 옮기는 대응 행동이 생성됨을 보여준다. 그림 6
은 각 행동노드의 활성도와 선택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
으로 자극에 따라 다른 대응 행동 순서가 생성되는 것과 
적절한 대응 과정을 통한 중간목적 달성과정을 확인하였
다. 

그림 5. 물건을 옮기는 단순 의도-대응을 위한 
행동선택 네트워크 디자인 

그림 6. 관찰된 타인의 행동에 대한 대응 행동

4.2 마음이론 기반의 복합의도 대응 실험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사용자의 복합의도에 대한 
대응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으로 그림 4에서 ‘물건

정리’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도에 대응하는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7은 실험의 결과로 복합의도 대응을 위해 
행동선택 네트워크 모듈을 제어하여 신중한 대응 전략을 
생성하고, 장애물 등장과 같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강건하게 대응하며 상황에 적절한 행동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복합의도 대응을 위해 정의된 행동과 수행 과정

5. 결론
  본 논문은 인식된 타인의 의도에 대응하는 과정을 뇌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거울뉴런과 마음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의도-대응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
은 인식된 의도의 복잡도에 따라 대응기법을 다르게 선
택함으로써 반응적(Reactive)이면서, 신중한(Delibera tive) 
대응행동이 생성됨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향후에
는 다른 대응 기법과 비교하여 보다 명확하게 효율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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