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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robot software platform research focuses on providing intelligent service via abstraction of robot devices. Context-aware 

techniques are necessary for intelligent robot services, which are based on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obtained from 

heterogeneous sensors in IoT environment. Robot Operating System (ROS) provides protocols to operate robot devices. ROS includes 

functions for abstracting heterogeneous sensors themselves in order to control the robot, however, it lacks the ability to provide 

context information that the robot can perceive based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through consistent collection method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lay system for ROS to provide context-aware robot service. The proposed system makes it possible for ROS to 

control and provide context-aware robot services with relay of an external context-aware system and ROS. In experiments, we 

demonstrate procedures that robot services abstracted from ROS and an external context-aware system works together based on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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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로  소 트웨어 랫폼의 연구는 로  기기들의 추상화를 통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을 두고 있다. 사물인터넷 환경

에서 지능형 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이기종 센서들의 환경정보를 인지하는 상황인지 기술이 필요하다. ROS는 로  디바이스를 

추상화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로 을 사용한다. ROS는 로 을 제어하기 해 이기종 센서 자체를 추상화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

된 수집 방법을 통한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로 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OS가 상황인지 기반의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계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로 이 인지할 수 있는 추상화된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외부의 상황인지 시스템과 로 을 제어하는 ROS를 계하여, ROS가 상황인지 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실험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상황인지 시스템과 ROS에서 추상화된 로  서비스를 연동하여 로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과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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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  소 트웨어 랫폼의 연구는 로 을 구동시키

기 한 다양한 센서들의 기능을 소 트웨어 모듈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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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추상화하고, 추상화된 소 트웨어 모듈을 통해 로

을 제어하여 지능형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을 두

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로 을 제어하기 한 표 인 

로  미들웨어로 OPRoS[1], RT-Middleware[2], MSRS[3], 

MIRA[4], OROCOS Project[5], ROS[6] 등이 개발되었다. 

OPRoS는 네크워크 기반의 지능형 로  개발을 해 RUPI

와 SPIRE 기술을 수렴하 으며[7], 후에 OpenRTM 개념을 

바탕으로 오 소스화 하 다. MIRA는 로  어 리 이션 

개발을 한 미들웨어로 자동으로 멀티 스 딩  동기화를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Willow Garage사의 ROS는 

https://doi.org/10.3745/KTCCS.2017.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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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소스 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OROCOS를 흡수 통합

하 고, 재  세계 으로 다수의 로 련 기업들이 ROS

를 활용하여 로 을 제작하고 있다. ROS는 로  실행을 한 

랫폼으로서, 로  디바이스의 추상화 기술을 용한 표

인 사례이다. 한 많은 로  개발자들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주어, 국내에서는 ROCON[8]이 국외에서는 MOnarCH[9]와 

같은 오 소스 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 ROS 랫폼은 로  하드웨어 기기들의 추상화 모

듈을 바탕으로 로 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개발  실행 환

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기종의 로 을 제어하기 해 

ROS를 이용한 패키지를 개발한 연구 사례도 있다[10]. 이와

같은 연구는 이기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수  정보를 바탕

으로 로 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을 두고 있다. 그러나 

ROS 패키지 스스로가 사용자 주변의 환경 정보를 인지하여 

로 을 제어하기 해서는 상황인지 모듈을 추가 으로 개

발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ROS 랫폼과 상황인지 기능

을 제공하는 ROS와 별개의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ROS

는 로 을 제어하기 해 이기종 센서 자체를 추상화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 된 수집 방법을 통한 환경 정

보를 바탕으로 로 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컴퓨  환경

에서 지능형 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환경정보를 

인식하는 상황인지 기술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기술은 

ROS와 같은 로  제어 랫폼에 용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OS 기반의 상황인지 로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계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계 

시스템은 외부의 상황인지 시스템과 ROS를 계하여, ROS 

기반의 상황인지 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계 시스템은 외부 상황인지 시스템과 ROS 랫

폼을 계하기 해, 두 시스템 간 계자와 ROS 릿지

(rosbridge)[11,12]를 연동시킨다. 이를 통해 ROS 랫폼은 

상황인지 기반의 지능형 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

험에서는 제안하는 계시스템을 이용하여 ROS 랫폼과 

상황인지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보인다.

2. 련 연구

본 에서는 최근까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인지 련 기술과[13-14] 로  디바이스 단 의 추상화에 

을 둔 사례[15-18]에 하여 살펴본다.

상황인지 기술은 사용자에게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

황 정보를 이용하여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술이

다[13, 14]. 하지만 상황인지 기술은 범용 인 서비스를 제공

을 목 으로 만들어져서 로  랫폼에서 상황인지 서비스

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는 재 오 소스화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OPRoS 오  랫폼[1]이 있다. OPRoS는 컴포 트를 이용하

여 로  서비스를 블록 단 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 컴포

트의 재사용을 통해 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국외에서는 표  로  미들웨어로 ROS[6]가 있다. ROS

는 로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연성을 제공하고, 개

발  실행환경을 지원하는 운 체제와 같은 랫폼이다. 

ROS 랫폼은 하드웨어 추상화, 디바이스 드라이버, 메시지 

패싱, 라이 러리 등을 제공한다. 재 기존의 ROS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ROS 2.0이 개발 이다. ROS 2.0은 멀

티 로  시스템 지원, 실시간 제어를 한 API  분산처리

를 한 DDS (Data Distribution Service) 등을 지원할 

정이다. DDS는 분산 환경에서 실시간 데이터 송과 처리

를 한 표 이다. DDS는 실시간 제어를 한 네트워크 

로토콜과 련된 환경설정이 필요하지만, 제안하는 계시

스템은 서비스 제공을 한 정보만 ROS와 상황인지 시스템 

사이에서 계하기 때문에 DDS와는 목 이 다르다.

MOnarCH[9]는 어린이, 부모, 직원  방문객이 있는 사

회  환경에서 로 이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ROS

를 이용한 로젝트이다. MOnarCH에서 SAM (Situational 

Awareness Module)은 앙 집 화된 정보를 공유하는 

임워크이다. SAM은 로 과 연결되어 있는 센서들로부터

의 수  정보를 이용하여 상황을 인지한다. 그러나 SAM

은 로  외부의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MIRA (Middleware for Robotic Applications)[4]는 독일

에서 제안한 미들웨어이며, ROS와 비슷한 개념인 Pub/Sub 

모델에 기반하고 있지만, ROS에서 네임서버와 비슷한 마스

터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분산된 통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로세스 단 를 유닛으로 구성하여 높은 성능과 

낮은 지연시간  실패 방지에 목 이 있다.

2009년 유럽에서 시작된 RoboEarth는 이기종 로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제어하는 로 을 한 월드 와이드 웹 

랫폼이다. 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Rapyuta[18]는 지식 

장소  로  사이에 통신을 목 으로 개발된 ROS 기반

의 클라우드 엔진이다. 표 인 특징은 즉각 인 치를 

공유하기 해서 실시간 좌표 값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데

이터를 처리한 것이다. Rapyuta는 로 에게 상황을 인지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모습은 상황인지 시스템과 비슷

하다. 그러나 로  사이에 지형  사물에 한 정보를 실

시간으로 공유하므로 주변 상황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인지 

시스템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상황인지를 해서는 다양한 이기종 사물인터넷 센서의 

수 의 정보를 고수 의 정보로 변환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련연구들은 로  디바이스 추상화에 국한되

어 있다. 따라서 상황인지 기능을 제공하는 외부 시스템과

의 연동을 해 하드웨어 단 로 추상화된 정보를 지능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해서는, 외부 상황인식 기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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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Overview of the Rel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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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Existing Research Works 

and the Relay system

는 시스템과의 연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Table 1은 기존 유사한 연구 결과물과 제안하는 계시

스템을 개발  실행 환경, 시스템 구성, 그리고 사용 목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시스템 구성 측면에서 

RoboEarth의 데이터베이스는 아 치 하둡을 이용하는 월드

와이드웹 형태이며, 오 젝트 모델, 실내 지도 데이터 등의 

정보를 장한다. MOnarCH는 센서, 액 에이터, 모바일 로

 등의 이기종 시스템의 상황( 치, 행동) 정보를 장하는 

SAR (Situation Awareness Repository)와 로 의 행동 정의, 

행동 기반 계획 리  실행을 지원하는 컴포 트로 구성된 

MOnarCH Architecture, 분산된 정보를 공유하기 한ROS

의 pub/sub 기반 Situation Awareness Module로 구성된다.

연동을 해 본 논문에서는 ROS와 상황인지 시스템과의 

계를 해 ROS 릿지를 이용한다. ROS 릿지는 서버 

런타임 환경에서 JSON API와 ROS간 연계를 제공하는 

non-ROS 로그램이다. 한 Publish/Subscribe 방식의 토

픽을 JSON 형태로 송할 수 있는 웹 소켓과 TCP 통신을 

지원한다. 따라서 ROS 릿지는 웹 소켓이나 TCP 통신이 

가능한 외부 랫폼 는 시스템의 경우, ROS 랫폼과 연

동할 수 있다.

3. 제안하는 계 시스템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련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

된 요구사항을 토 로 개선사항을 반 하여 계 시스템의 

개요, 구성 그리고 계 과정을 설명한다.

3.1 시스템 개요

제안하는 시스템은 상황인지 시스템, 계 시스템(RSEB), 

그리고 ROS로 구성된다. 자세한 구조는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인지 시스템은 Scenario Doc Parser, Context 

Comparator, Execution Engine으로 구성된다. Scenario Doc 

Parser는 상황인지 워크 로우 언어로 작성된 시나리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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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ontext Comparator는 시나

리오 문서를 바탕으로 센서  상황정보를 비교하여 상황과 

일치하는 서비스를 실행 엔진에 비교 결과를 달한다. 

Execution Engine은 상황인지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센서 

데이터가 추상화된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실행이 필요

한 로  서비스를 RSEB에 요청한다. 

RSEB는 상황인지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행기, ROS 

간의 연동을 지원하는 Communication Interface(이하 CI), 상

황인지 응용 서비스와 ROS 추상화노드 간의 맵핑을 수행하

는 Repository Manager(이하 RM)로 구성되어 있다. CI는 상

황인지 시스템과 ROS를 연결하고, ROS 노드, ROS 속 정

보 등의 메시지를 송한다. RM은 ROS 노드에 한 정보와 

ROS 근에 필요한 정보가 장된 Repository를 리한다. 

마지막으로 ROS 랫폼은 RSEB와 통신하기 한 ROS 

릿지가 있으며, RSEB에서 송하는 로  서비스를 실행

하기 한 로  서비스 실행 노드와 실제 로 이 구동하는 

노드로 구성된다.

3.2 시스템 구성

CI 모듈은 ROS 랫폼과 상황인지 로  서비스 실행기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며, ROS Interface와 Robot Service 

Communication Interface(이하 RS-CI)로 구성되어 있다.

ROS Interface는 ROS 랫폼과 RS-CI 간 통신을 지원하

며, ROS 노드 정보들을 토픽1)으로 구성된 정보를 달한다.

RS-CI는 상황인지 시스템과 통신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이

다. 상황인지를 통해 실행할 서비스를 달받고, ROS 

Interface에 서비스에 한 ROS 노드 정보를 송한다.

{

  "ROS_SERVER_IP" : "10.211.55.4",

  "ROS_SERVER_PORT" : "8080"

}

(a) Robot Profile Format

{

  "ROS_TOPIC_NAME" :

  "/iot_status/IoTHealthReport",

  "ROS_MESSAGE_NAME" :

  "/silver_msgs/IoTButtonStatus"

}

(b) Robot Function info Format

Fig. 2. Repository Format

Fig. 2(a)에서 보는 것과 같이 RM 모듈은 Robot Profile 

Manager(이하 RP-M)와 Robot Function Info Manager(이하 

RFI-M)로 구성된다.

1) ROS 토픽은 마스터에 등록된 노드 정보이며, 토픽 정보를 바탕으로 노드 
간 메시지를 송수신 한다. 

RP-M는 ROS에 속하기 해 생성된 정보를 Robot 

Profile Repository에 장한다. Robot Profile Repository에 

장되는 정보는 ROS에 속하기 한 IP 주소, Port 번호

를 JSON 형태로 Robot profile에 장한다.

Fig. 2(b)에서는 Robot Function Info의 장형식을 보인다. 

RFI-M은 ROS에서 송하는 ROS 노드에 한 정보를 Robot 

Function Info Repository에 JSON 형태로 장한다. ROS 

Interface에서 ROS 노드 정보를 요청하면 장소에 있는 ROS 

토픽 이름과 ROS 메시지 이름을 반환한다.

JRosbridge는 자바 언어 기반의 패키지로써, JSON API를 

이용하여 ROS 기능을 제공한다. 한 ROS 기본 구조와 같

이 Publish/Subscribe 모델의 토픽을 JSON 형태로 송하는 

ROS 릿지의 클라이언트이다. JRosbridge에서 ROS로 보내

는 토픽은 ROS Server Info, ROS Topic Name, ROS 

Message Type으로 구성된다. 세부사항은 Fig. 3과 같다.

ROS Server Info ROS Topic Name
ROS Message 

Type

(a) Robot Profile Format

{

   "10.211.55.4:8080", 

   "/iot_status/IoTHealthReport",

   "/silver_msgs/IoTButtonStatus"

)

(b) Robot Function Info Format

Fig. 3. Configuration Required for Topic Data Type

Fig. 3(a)는 토픽 자료형에 필요한 구성을 나타낸다. ROS 

Server Info는 ROS에 속하기 한 정보이고, ROS Topic 

Name은 ROS 노드를 실행하기 한 토픽의 이름이다. ROS 

Message Type은 ROS 토픽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의 타입

을 의미한다. 

3.3 계 과정

제안하는 계시스템은 상황인지 시스템과 ROS의 계

를 해, 로  서비스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로  서

비스 이름, ROS 노드)를 ROS에 송한다.

Fig. 4는 제안하는 계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며, 

자세한 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RSEB의 CI 모듈의 RS-CI에 실행해야 하는 로  서

비스의 이름을 달한다.

b) 달받은 로  서비스의 이름을 RM 모듈의 RFI-M에 

달한다.

c) Robot Function Info 장소에 있는 ROS 노드 정보와 

로  서비스 이름을 비교하여 ROS에 송하기 한 

노드 정보를 RS-CI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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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dural System Architecture of the Relay System

d) ROS 노드 정보를 ROS Interface에 송한다.

e) ROS Interface는 RS-CI에서 제공한 ROS 노드 정보와 

RP-M에서 제공해주는 ROS 속 정보를 JRosbridge

를 이용하여 ROS에 달한다. 이 때, JRosbridge는 웹

소켓 형식의 JSON으로 ROS에 토픽을 송한다.

4. 실  험

본 실험에서는 외부의 상황인지 시스템과 ROS 랫폼을 

연동하기 해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계하는 과정을 

보인다.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시스템을 검증하기 하여, 실

험에서는 실버 노인의 거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응하는 서비스  일부를 이용한다. Table 2는 실

버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을 가정하여 기술한 서비스 목록의 일부이다.

Service 

Name
Contents

IoTButton

Status

Service for communicating to the family in 

everyday life (Text, voice, video, etc.)

IoTEmerg

Status

Service to inform the call center or family 

about the emergency situation that occurred 

to the elderly

Table 2. Part of Robot Services

Table 2에서 IoTButtonStatus는 노인이 로 을 호출하기 

해서 사용되는 서비스로서, 해당 서비스가 실행이 되면 

로 은 노인에게 다가와 가족과의 의사 소통 수단을 제공해

다. IoTEmergStatus는 화장실 등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

를 통해 노인에게 발생한  상황을 단하여 가족이나 

콜센테에게 해당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가 

실행되면 로 은 노인에게 다가와서  상황을 촬 하고, 

상 정보를 콜센터와 가족에게 보내 다.

실험에서는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ROS가 Table 2의 서비

스 목록을 실행시키기 해, 제안하는 시스템이 계해야하

는 토픽 메시지의 처리과정을 보여 다. Fig. 5는 실험을 

해 가정한 2가지 서비스에 하여, 토픽과 메시지를 통해 

작성한 ROS 노드 정보이다. 

Topic Name : /iot_status/button

Message Type : /silver_msgs/IoTButtonStatus

Topic Name : /iot_status/emergency

Message Type : /silver_msgs/IoTEmergStatus

Fig. 5. ROS Node Information Used for Robot Services

4.2 실험  결과

본 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계 시스템과 4.1 의 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ROS 랫폼과 상황인지 시스템 간의 연

동을 보인다.

실험에서는 외부 상황인지 시스템에서 송하는 2가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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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이름을 계 시스템이 수신하여 ROS 랫폼에 

달한다. 그 후 ROS 랫폼에서 정상 으로 노드가 실행

되는지를 확인한다.

Fig. 6에서 보듯이, Table 2에서 정의한 2가지의 로  서

비스를 하나씩 실행하여 로  서비스의 이름을 계 시스템

에 달하고, 계 시스템에서 로  서비스의 이름과 노드 

정보를 매칭한 후 ROS에 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Fig. 6. Execution Procedure of Robot Services

하지만 ROS에서는 많은 토픽을 노드로 구성하여 로 을 

제어하기 때문에 상황인기 기반의 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공통된 토픽을 구성하여 로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Fig. 7은 ROS 랫폼에서 로  서비스를 이용

하기 해 정의된 ROS 토픽에 한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다.

Fig. 7. ROS Topic List

3.3 의 계 과정을 통해서 이클립스로 실행된 계 시

스템의 결과를 Fig. 8에서 보여 다. 상황인지 로  서비스 

실행기에서 송되는 로  서비스의 이름은 Fig. 3과 같이 

순차 으로 계 시스템에 송한다. Fig. 5(a)는 로  서비

스의 이름을 바탕으로 ROS 토픽과 메시지를 구성한다. 그

리고 ROS 랫폼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ROS와 연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Fig. 8(b)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 시스템에서 JRosbridge

를 이용하여 JSON 형태의 ROS 토픽 데이터를 ROS 릿지

를 통해 ROS에 송한다.

마지막으로 Fig. 9에서는 지능형 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외부의 상황인지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과 계시

스템과 연동하여 ROS의 기반의 로 에 실행하는 모습을 보

인다. 제안하는 계시스템에서 송한 JSON 형식의 로  

서비스의 토픽을 ROS 릿지에서 수신 후, ROS 토픽으로 

구성하여 ROS에 노드 실행을 요청한다.

(a) Relaying between the Context-Aware Engine and 

ROS platform

(b) JSON-based Rosbridge for Relaying

Fig. 8. Connection of ROS platform and the Relay System

(a) IoTButtonStatus node execution status

(b) IoTEmergStatus node execution status

Fig. 9. ROS Log Data of the Execution of the Relay Syste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OS기반의 상황인지 로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한 계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계 시스

템은 ROS 릿지와 본 연구진이 개발한 계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의 상황인지 시스템과 ROS 랫폼 간에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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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형 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로  미들웨어

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에서도 ROS는 다양

한 로  하드웨어 기기들을 추상화하는 기능 외에 로  응

용 어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한 라이 러리, 로  서비스 

제어를 한 메시지 패싱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오

소스 로젝트로  세계 으로 로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각 받고 있다.

그러나 ROS 랫폼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ROS 스스로

가 주변상황을 인지하여, 지능형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 은 ROS 릿지라는 유연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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