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 고에서는 로봇 모듈화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소프트웨어 

모듈과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한 현

재 활용되고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인 OPRoS, ROS, 

openRTM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3종의 플랫폼에 대해 비교

함으로써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특성을 살펴본다. 특히 소프트

웨어 플랫폼은 실행코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모듈의 재사용성

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져야 상용화로 갈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ISO의 로봇 모듈화 관련 원칙을 제시한다.  

Ⅰ. 서 론 

현재 IT 분야의 흐름을 살펴보면, 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 소프트웨어들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로써 플랫폼을 통하면 보다 

쉽게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IT 업체들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도를 하고 있다. SW 플랫폼의 예

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등이 있으며, HW 플랫폼으로는 아듀

이노가 존재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징은 개발자들에게 편리

한 개발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개발자들의 노력을 이익으로 변

환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드로이드에서는 미들

웨어를 통하여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PC 시장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로봇 시장의 발전 방

향성을 알 수 있다. 먼저 컴퓨터는 메인 프레임부터 시작하였지

만, 1970년대에 일반인의 게임 등의 요구에 의해 개인용 컴퓨

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개인용 컴퓨터는MS•DOS에 의해 하

드웨어 입출력과 소프트웨어가 표준화되면서 비싼 가격이지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발전하면

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출시되고 웹 기술과 ASP 기술

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동시에 

PC 하드웨어는 모듈화와 전문화를 진행하여 알맞은 가격에 PC

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로봇 시장은 PC 시장과 비교하여 보면 초기 개인용 컴퓨

터 시장에 가깝다. 이는 로봇 분야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모듈들

을 활용하여 로봇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관점

에서 보면 어떠한 로봇 플랫폼도 개발자의 노력을 이익으로 변

환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은 어려

울 수 있다.

로봇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기존 시스템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

스 로봇은 인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서비스를 제

공하는 로봇을 말한다. 서비스 로봇은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

동주행이 가능할 것이 요구되고, 스마트하게 생각하며, 결정하

는 능력 및 시각적 청각적 능력과 사람에게 친절한 방식으로 응

대할 능력도 요구된다. 서비스 로봇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에 적응할 수 있고, 미지의 환경에서도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다

양한 복잡한 기능과 태스크를 완수해야 한다. 즉 서비스 로봇이 

수행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기능을 요구하게 된다. 즉 환경

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조합되어 동작되도록 로

봇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로봇 제조사들은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모

듈을 개발하고 있지만, 자사가 개발한 모듈들을 타 회사의 모듈

로 교체하거나 연결할 수 없고 연동도 어렵다. 즉, 거의 모든 로

봇 회사들이 같은 종류의 하드웨어 모듈과 소프트웨어와 응용

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 및 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를 위한 참조할 만한 모듈 아키텍처는 

존재하나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은 없고, 서비스 

로봇 모듈에 관한 모듈화나 표준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로

봇은 아직 전통적 디자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다. 매

번 로봇 개발자는 하위의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부터 상위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모두를 매번 반복 수행

한다. 즉, 서비스 로봇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모듈 아

키텍처와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의 R&D과

정과 생산과정에서도 로봇은 개별적인 아키텍처로 개발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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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일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된다. 다양한 기능적 모듈은 

다른 시스템에서는 교체나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다. 노동의 분

화에 따른 전문화된 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

로 R&D 과정은 매우 길어지고 생산과정은 많아지게 되어 로봇

은 비싸진다. 이러한 서비스 로봇 개발 상황은 새로운 로봇 산

업으로 발전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로봇 모듈화와 재사용성(reusability)을 고

려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로봇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모듈로 로

봇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하기 위한 여러 시도로 소프트웨어 플

랫폼인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1][2]

[3], ROS(Robot Operating System)[4], OpenRTM(Ro-

bot•Technology Middleware)[5]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일반 IT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같이 미들웨어와 개발도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로봇에서 동작된

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들은 국제 표준이 아

니다. 물론 openRTM의 기본이 되는 RT 컴포넌트(RTC)[4]는 

OMG에서 국제단체표준이 되어 있다. 모듈화 기술은 앞서 언급

한 문제의 주요한 해결책이며, 로봇산업의 필수요구사항이다. 

서비스로봇의 빠른 생태계 구축과 관련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하

기 위해서는 로봇 모듈 표준화 기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로봇 모듈화와 기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살펴보고, 그들 플랫폼들을 비교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 

표준 기구에서의 모듈 표준의 원칙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로봇 모듈화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모듈화와 관련하여 기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장점

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4 장에서는 결론을 맺겠다. 

Ⅱ. 로봇 모듈화 

로봇 모듈은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모듈로 디자인되어서 일반성(Generalization)과 표준

화에 따라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 모듈은 크게 기계적·전

기적 모듈인 하드웨어모듈과 소프트웨어모듈로 나뉠 수 있다. 

로봇은 기능상 동일하거나 유사함에 따라 크게 이동(Mobility) 

모듈, 인식(Recognition) 모듈, 조작(Manipulation) 모듈로 나

눌 수 있으며, 각 모듈은 다른 작은 모듈인 구동모듈, 제어모듈, 

센서모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 모듈간 연결은 신호

선, 통신선 등의 전기적 연결과 기구물 등의 기계적 연결로 나

눈다. 소프트웨어 모듈은 센서 제어 모듈, 모터 제어 모듈, 위치

확인 모듈, 얼굴인식 모듈과 같이 HW 모듈을 활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얻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란 조인트, 링크, 센서, 배터리

와 같은 하드웨어 부품들을 조합하는 것과 이들 하드웨어 모듈

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모듈들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개발자

와 사용자들은 이러한 모듈들을 유연하고 쉽게 조합함으로써 

원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림 1>은 기계적·

전기적 모듈들로 구성된 로봇이 예시로 되어 있으며, 기계적·

전기적 단위 모듈들이 모여 서브 모듈들로 구성하고 이러한 모

듈들이 모여 로봇이 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그림 2>는 소프트웨어 모듈과 기계적·전기적 모듈 간의 연관

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그림 1>의 하드웨

어 모듈들을 제어하는 SW 모듈들과 이들 모듈들을 활용하여 객

체/얼굴 인식,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하는 모듈과 이러한 모

듈들을 상호 조정하는 모듈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 표준은 전통적 로봇 모델의 개발, 생산, 

그림 1. 기계적·전기적 모듈 구성된 로봇 예

그림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듈 관점에서 본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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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판매, 애프터서비스의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하게 될 것이

다. 서비스 로봇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신속한 통합, 낮은 비용, 

쉬운 유지보수”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과 같은 변화

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듈화 표준을 해야 한다.

•  R&D 관련하여, 반복적인 연구와 개발은 지양하고 개발주

기를 짧게 하고, 개발비용을 낮추고, 연구와 개발의 프로

세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  상품과 관련하여, 모듈화 표준은 전문화와 서비스로봇의 

기능적 모듈의 대량생산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  한 로봇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들을 다른 서비스 

로봇에서도 사용되며, 이러한 서비스 기능을 전이하는 것 

또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서비스로봇의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된다. 이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로봇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된다.

•  판매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와 사용자간의 판매망이 형성이 

가능하다. 

•  사용자와 관련하여, 양질의 로봇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

가 가능하며, 필요시 필요한 모듈들을 구입하여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애프터서비스에 관련하여, 로봇을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

는 공급자간의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로봇의 모듈화 표준 기술은 다양하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로봇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

나 로봇의 적용 분야에 따라서는 적용하는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 실시간성

• 다양한 HW 모듈(센서 및 구동기) 지원

• 임베디드 보드에서 동작

• 운영체제의 다양성

•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지원

• 다양한 적용 영역을 지원

로봇 소프트웨어는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알맞게 모터

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모듈들과 이들 모듈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서비스용 로봇은 센싱하여 모터들을 제어하는 시간이 제

조업용 로봇보다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실시간성에 엄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동작 속도가 늦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고, 만일 개인서비스용 

로봇의 동작이 제조업용 로봇의 속도와 같이 빨라진다면 실시

간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현재 개인서비스용 로봇 중에서 1

인용 자동차의 개념과 같은 개인 탑승용 로봇이 있는데, 이 경

우에는 동작 속도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로봇에서 실시간성은 일반적인 실시간 시스

템의 비동기 실시간 데이터(sporadic data)의 데드라인과 다르

게 주기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며, 동작이 빠르다는 것은 주기

가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알다시피, 로봇은 청소기로부터 안내 로봇, 휴머노이드까

지, 검사로봇에서부터 양팔로봇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크기/무게도 다양하며 적용 분야도 다양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센싱하고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은 같지만, 다음의 

주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다. 

•  이동분야 혹은 조작 분야에 사용; 이동분야는 네비게이션

(navigation)에 해당되며 지도의 사용여부와 사용하는 센

서에 따라 다양하며, 조작은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에 해당되며 축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사용하는 센서의 종류와 개수 (응용에 따라 다름); 거리를 

측정할 때 초음파, 적외선, 레이저 등을 사용하고, 물체 인

식을 할 때 일반 카메라, 키넥트, 구조광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등이 사용.

•  로봇의 크기/무게에 따라 사용하는 액츄에이터의 종류(전

기모터의 경우 PWM 모터, AC 모터, DC 모터, BLDC 모

터 등이 있으며, 각 종류마다 다양한 규격이 존재)

다시 말하자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러한 형태의 로봇 

소프트웨어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동작 시키기 위한 일종의 

로봇 운영 체제이다. 이와 유사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로 볼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Linux상에 동작하는 미들웨어이지만, 모

든 소프트웨어들이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운영체제라

고 부른다. 앞에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혹은 운영체제)의 특

징과  안드로이드와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즉 안드로이드용 

  그림 3. SW 플랫폼의 구조 비교

(a) 안드로이드용 SW 플랫폼 (b) 로봇용 SW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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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거의 고정된 HW를 사용하고 Linux 상에

서 동작하지만 로봇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로봇마다 사용하는 

HW 기기의 종류가 다르고 운영체제(OS)도 다르기 때문에 범용

적인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만

든다고 하여도 사용자에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Ⅲ.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장에서는 주요 3개의 소프트웨어플랫폼과 그 외의 플랫폼

에 살펴본다. 주요 3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OPRoS, ROS, 

openRTM이 있으며, 그외의 내용은 OROCOS 등이 있다. 

1. OPRoS [1][2][3]

OPRoS는 로봇 서비스 개발 및 사용을 편리하게하기 위한 플

랫폼으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미들웨어(혹은 실행 프레임워

크), 통합개발환경, 검증 평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간의 관계가 <그림 4>에 예시되어 있다. 

기 제작된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하고 새로운 컴포넌트의 개발 

및 검증을 쉽게 해주며, 컴포넌트들을 활용하여 로봇 동작 소프

트웨어들을 쉽게 만들고 시뮬레이터들 통하여 다양한 동작 환경

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므로써 사용자 혹은 개발자

에게 로봇 개발을 쉽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개발환경

은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포넌트의 기본 코드를 생성하는 컴포넌

트 빌더, 컴포넌트를 조합하여 응용을 생성하는 컴포넌트 컴포

우저, 컴포넌트를 디버깅하는 디버거, 시뮬레이터, 컴포넌트들

을 조정하여 주는 주는 타스크 스크립터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OPRoS 컴포넌트의 구조가 <그림 5>에 있으며, 미들웨어와 

컴포넌트간의 관계가 <그림 5>에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OPRoS 컴포넌트는 데이터, 서비스, 이벤트 포트의 3 종류의 

포트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 포트는 제공 서비스 포트와 요구 

서비스 포트가 서로 서비스의 호출과 그 결과인 반환 값을 주고 

받는다. 하나의 서비스 포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다. 데이터 포트는 입력 데이터 포트와 출력 데이터 포

트를 통해서 사용자 콜백함수인 onExecute() 함수를 통하여 주

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입력 데이터 포트가 주기적으

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벤

트 포트는 입력 이벤트 포트와 출력 이벤트 포트가 서로 이벤트

를 주고 받는다. 이벤트는 사용자 콜백함수인 onEvent()에 도

달한 즉시 처리된다. 사용자 콜백 함수는, 추후 설명하겠지만 

openRTM 과 같이 상태 천이시, 호출되며 사용자가 컴포넌트

를 만들 때 정의한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컴포넌트 미들웨어는 패키지 및 컴포넌

트 프로파일을 참조하여 컴포넌트들을 메모리에 로드하며 컴포

넌트 당 하나씩 스레드를 할당하여 하나의 프로세스로 실행한

다. 물론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수행가능하다. 컴포넌트의 수

행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바꾸는 것보다 컴포

넌트 프로파일을 바꾸면 되도록 하였다. 컴포넌트가 같은 CPU 

그림 4. OPRoS의 구성 및 서비스 흐름

그림 5. OPRoS 컴포넌트 구조

그림 6. OPRoS 컴포넌트와 프레임워크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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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내의 컴포넌트와 데이터 교환하기 위해서는 포트와 커넥터

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커넥터는 

공유 메모리 등을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통신 속도를 높일 수 있

다. 또한 다른 CPU 보드에 있는 컴포넌트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TCP 혹은 UPnP를 활용하여 운영체제가 다르더라도 쉽게 통신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ROS [4]

ROS(Robot Operating System)는 Stanford Artificial In-

telligence Robot (STAIR)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일종의 통

신 미들웨어로 2007년에 윌로우 개러지(Willow Garrage)사에

서 로봇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ROS는 소프트웨어를 모

듈 단위인 노드(node) 단위로 나누어 구성한다. 노드들은 토픽

(topic)을 발행/구독(publish/subscribe)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

수신하며, 서비스 혹은 함수 호출은 RPC(remote procedure 

call) 방식으로 한다. 2010년에 ROS 1.0을 배포하기 시작하였

고, 올해 ROS2.0을 배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픽은 노드 간 주고받는 데이터의 주제가 된다. 토픽은 발

행/구독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노드가 토픽에 데이터

를 발행 하면,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노드에 데이터가 전

달 되게 된다. 발행/구독 방식에 따라 토픽은 N:M 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노드는 제공 노드에 요청 데이

터를 보내면, 서비스 제공 노드는 요청 입력을 받아 요청을 처

리하여 그 결과를 보낸다. 토픽과 다르게 요청/응답에 대해 1:1

로 처리하여, 요청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를 명확히 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ROS에는 노드/토픽/서비스의 등록과 연결을 관리하는 ROS 

마스터(master)가 있다.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내용이 <그림 

7>에 있다. <그림 7>에서 토커(talkr)는 일종의 발행자이고 리

스너(listener)는 일종으 구독자이다. ROS 마스터를 통해, 각 

노드들은 다른 노드를 모르더라도 쉽게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

고받을 수 있다. ROS는 TCP또는 UDP 통신을 통해 노드 간 데

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독립된 

로봇 간에도 ROS 마스터를 통해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 ROS 

마스터는 각 노드들의 파라미터 서버(Paramter Server) 기능

을 제공한다. 파라미터 서버는 노드 동작을 위한 파라미터 값을 

저장하고 런타임에서 노드를 설정할 수 있게 돕는다.

ROS의 장점은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ROS사용

을 보다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도구의 예에는 rqt_

graph, rviz, ros_bag 등이 있다. <그림 8>의 rqt_graph는 노

드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며, <그림 9>의 rviz는 로봇 동작을 3D

로 보여주는 가시화(visualization)도구이다.  tool인 rviz도 있

다. 또한 토픽을 통해 주고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여 재연하는 

도구인 ros_bag을 제공한다. ros_bag 로봇의 동작 환경을 재

현하여 로봇 소프트웨어 디버깅에 많은 도움이 된다.

ROS는 멀티 로봇 시뮬레이터인 Gazebo, 영상 처리 라이브

러리 OpenCV,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인 PCL, 로봇 모션 

계획 라이브러리인 MoveIt! 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7. ROS 마스터와 노드간의 관계

그림 8. rqt_graph 예시

그림 9. rviz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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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RTM [5]

openRTM은 RT(Robot Technology) 미들웨어 상에서 개발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RT 미들웨어와 컴포넌트

의 기본 코드를 생성하는 도구인 RTC(RT component) 빌더, 

컴포넌트들을 조합하는 도구인 RT 시스템 빌더, 로봇 내부의 

컴포넌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명령문·라인(command·line) 

도구인 rtshell과 디버거로 구성되어 있다. 

RT 미들웨어는 플랫폼 독립 모델platform independent 

model, PIM)로 만들어져 있어, CORBA, EJB(Enterprise 

JavaBean)과 .Net 프레임워크 상에도 동작할 수 있으며, 

C++, 파이선, 자바언어로 구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것은 

CORBA 기반으로 C++로 만든 것이다. RT 미들웨어는 컴포넌

트들을 관리하고 수행제어를 위한 것이며, CORBA 등을 통하

여 원격 컴포넌트간의 데이터 교환 및 서비스 수행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미들웨어이다. 

openRTM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컴포넌트이다. 컴포넌트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OMG[6]에서 정의된 규격을 따르

도록 되어 있다. 컴포넌트의 구조가 <그림 10>에 있다. 컴포넌

트는 CREATED, INACTIVE, ACTIVE와 ERROR와 같은 4

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벤트에 따라 상태간 천이가 발

생하면 미들웨어에서 해당 컴포넌트의 함수를 호출하여 알맞

게 이벤트를 처리하게 한다. 예를 들면 INACTIVE 상태에서 

ACTIVE 상태로 천이하게 되면 컴포넌트 개발자가 만든 “on_

activated” 콜백 함수가 호출된다. 또한 ACTIVE 상태에 있을 

때 “on_execute” 콜백 함수는 주기적으로 호출될 때 사용된다. 

이 함수는 주기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센서, 제어 함수, 

구동기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때 메인 기능만 “on_execute” 

콜백 함수에 넣어주면 된다. 즉 초기화 등의 기능은 이 함수에 

넣으면 안 된다. 특히 데이터 포트는 “on_execute” 콜백 함수

에 의해 다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서비스 포트는 다른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함수를 다른 컴포넌트에 제공할 때 사용된다. 이 서비스

포트는 일종의 함수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된다. 

4. 소프트웨어 플랫폼간 비교

앞에서 언급한 3 종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비슷하면서 다

른 측면이 있다. 3 종류의 미들웨어들의 비슷한 측면은 소프트

웨어 모듈이라는 관점이다. 3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에서 

OPRoS와 openRTM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ROS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ROS1.0은 통신 미들웨어 기반이지만, OPRoS와 openRTM

은 주기적 수행을 제어하고 통신을 담당하는 미들웨어기반으

로 수행된다. 즉 미들웨어가 컴포넌트 수행 제어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이 차이이다. OPRoS와 openRTM은 컴포넌트의 수행을 

제어하는 기능(일종의 스케쥴러)을 가지고 있지만, ROS 는 이

에 대한 기능이 없다. 따라서 주기 수행과 같은 주기 작업을 수

행할 시 ROS는 사용자가 sleep()함수를 사용하여 제어를 해야 

하지만 OPRoS와 openRTM은 어느 범위 내에서는 미들웨어에

서 처리하여 준다. 이에 따라 ROS는 실시간 수행을 하지 못하

고 OPRoS와 openRTM은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다. OPRoS

와 openRTM은 쓰레드 형태로 컴포넌트들이 수행되지만 ROS

는 프로세스 형태로 노드들이 수행된다.

표 1.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의 비교

OPRoS Open RTM ROS 1.0

실시간성 O O X

컴포넌트	소스 적다 거의없다 많다

멀티운영체제 O O X

다중코어 O △ △

임베디드	보드 O △ X

주기	단위	스케쥴러 △ △ X

디버깅 O O O

개발도구 많음 적음 많음

<표 1>에 3종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비교하였다. 실제로 

ROS의 개발도구는 매우 많지만 이러한 개발도구는 대부분 커

뮤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따

로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그러나 OPRoS 는 하나의 통합개발그림 10. RT 컴포넌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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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에서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여 준다. 

OPRoS와 ROS1.0의 미들웨어 크기를 비교하여 보면 실행 

미들웨어 크기가 ROS는 13.69 MB, OPRoS는 0.35MB, 2개

의 같은 컴포넌트를 포함한 미들웨어의 크기는 ROS는 16.07 

MB, OPRoS는 0.99MB로 OPRoS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penRTM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은 것은 CORBA의 크기가 매

우 커서 비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OPRoS와 openRTM은 모듈 종류별로 데이터포터와 서비스

포터간에 교환하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는 반면, 

ROS는 데이터 표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하드웨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표

준도 OPRoS와 openRTM은 정해져 있지만 ROS는 지금 정하

고 있는 중이다.  

ROS가 OPRoS와 openRTM보다 더 많이 확산된 이유를 생각

해보면 윌로우 개러지에서 ROS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PR2 10

대를 세계 유명 대학/연구소/산업체에 배포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제안서를 받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즉 세계적으로 ROS

에 대한 마케팅을 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을 선정하여 

PR2 10대를 보급하였고, 그들로부터 1년 동안 수행결과를 받

아서 웹사이트에 올려서 공개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ROS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플랫폼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폰 혹은 아이폰 플

랫폼과 같이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소스코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코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용화에 가장 가깝게 간 것은 OPRoS와 openRTM이고 ROS

는 현재 소스코드로 배포하지 않으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문제가 존재한다. 실제로 OPRoS는 실행코드로 다양한 로봇

에 이식하여 컴포넌트들을 동작시켰다. 플랫폼의 유용성은 사

용자의 크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ROS가 커뮤니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지만 상용화란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용화에는 소스코드의 재활용성보다 실행코드의 재사용

성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 더욱 중요하다. 이 내용을 

상용화에서는 간과하면 안된다.   

3개의 플랫폼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는데, 특

성이 달라서 어느 플랫폼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ROS는 

커뮤니티가 커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그를 구성하는 소프

트웨어 모듈들과 다양한 디바이스드라이버가 있어서 로봇 개발

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

고 있는 장점이 있다. 

ROS1.0의 문제들인 같은 로봇에서 같은 topic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것, 임베디드 보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실시간 수

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ROS 2.0을 제안하였

다. 1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DS(Data Distribution 

System)을 사용하였고, 2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량형 

미들웨어를 제안하였고, 3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PRoS

와 openRTM에서 사용하는 상태기(state machine)을 사용하

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3종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하나의 

형태로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러한 3종의 플랫폼이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안전

과 보안이다. 모듈화를 하게 되면 안전과 보안을 고려하면서 상

호운영성(interoperab•ility)와 소프트웨어 모듈들의 조합성이 

중요하다. 실제로 안전, 보안과 상호운영성은 한 국가에서 정하

는 인증 기준에 따른다. 즉 한 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ISO TC299 WG6에

서는 로봇 모듈화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7]. 현재 개발하

고 있는 표준에서는 다음의 9개의 원칙을 가지고 로봇 모듈화 

관련 표준을 만들고 있다; 1) 재사용성, 2) 상호운영성, 3) 모듈 

안전성, 4) 보안, 5) 시스템 통합, 6) 조합성(composability), 

7) 플랫폼 독립성, 8) 개방, 9) 모듈 크기별 수준

이 표준이 나오게 되면 로봇 모듈화 관련되어 표준이 설정되

고 모듈화 관점에서 상용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

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응용에 따라서 실시간성을 지원하겠

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코드 형태로 소프트웨어 모듈을 동

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현재 로봇분야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

건으로 재사용성을 제공하는 표준 모듈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표준 SW 모듈은 실행코드 형태로 재사용성

을 보장해야플랫폼의 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였다. 현재 활용되

고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인 OPRoS, ROS, openRTM

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고, 이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ROS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지만 실제로 플랫폼 상용화 

관점에서는 가장 처진 기술임을 보였다. 그러나 ROS는 상용이

기 보다는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ROS 2.0이 제안하였지만 이는 역으로 OPRoS 혹은 openRTM

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3종의 플랫폼이 어느 하나로 융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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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종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간과하고 있는 것

은 안전, 보안과 상호운영성 관련 인증이다. 인증은 국가 표준 

혹은 국제 표준에 따르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듈화 표준에 대해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앞으로 ISO TC299 WG6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봇 모듈화 표

준이 로봇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9개의 원

칙을 수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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