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응용] Robot Ontology 표준화를 위한 Study Group 결성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서비스 로봇의 수요와 다양한 요구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로봇의 성능 및 용도와 관련된 표준화 및 규격화의 필요성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로봇의 표준기술 제정, 특히 로봇의 성

능, 안전성, 경제성, 유지보수 등의 내용을 스펙화하는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지난 7월 IEEE Standards Board는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의 Industrial 

Activity Board(IAB, 의장: 이석한 교수) 산하 표준화 의원회(위원장: Erwin Prassler 박사)를 

IEEE 표준제정을 위한 공식 기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표준화 정책 및 진행절

차를 인준하였다. 이는 IAB 표준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Study Group(SG) 및 Working 

Group(WG) 등을 통한 로봇 관련 IEEE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그 결과를 Proposal 

Authorization Request(PAR) 형태로 IEEE Standards Board에 제출, 승인을 받음으로써 

IEEE 표준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IAB 표준화 위원회는 그 첫 표준화 활동으로써 지난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IROS 2007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Robot Ontology(Robot 

Ontology for Mobile Manipulation and Service Robotics) 표준화를 위한 별도의 Study 

Group을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IEEE Robot 관련 표준화 방향 

최근 청소 및 오락용 로봇을 위시하여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제품화와 시장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용의 절감 및 생산자/소비자의 보호

를 위한 모듈화 및 표준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봇 시

스템 설계 및 구성요소의 집적, 평가를 위한 도구와 환경의 표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응용개

발 아이디어의 신속한 구현(rapid prototyping)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개척의 효율성과 

개발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서비스로봇의 상용화에 따른 사용자와 생산자를 위

한 안전 및 품질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로봇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

다. 모듈화 및 표준화된 로봇 H/W 및 S/W 컴포넌트들은 내장형 모듈로서 자동차, 조선, 정

보전자, 항공 등 관련 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제공해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로봇 

H/W 및 S/W들의 품질향상 및 가격인하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IEEE RAS IAB 표준화 위원

회는 이러한 모듈화 및 표준화 요구에 부응하는 IEEE 표준을 제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그 첫 활동으로 robot ontology를 선택하였다. 

 

Robot Ontology Study Group 

1. Robot Ontology란? 

Ontology는 핵심개념들을 나타내며 그들의 성질, 특성, 연관성과 그들에 적용되는 법칙 및 

제한조건 등을 포함한다. Ontology는 핵심개념들의 표현보다는 그들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더 가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Ontology는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하며 컴퓨터가 의미적(semantic)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Ontology를 사

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은 첫째, 사용용어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혼란을 방지하며, 둘째, 

모든 주요지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셋째, 현재 기존 사용 중인 표준용

어들과 합치가 용이하다. Robot Ontology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유용한 로봇

의 스펙을 찾는데 유용하고 로봇 성능관련 주요정보를 다른 기관의 로봇 사용자들과 공유하

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요 로봇의 연구/개발/생산/사용 등에서 발생되는 불일치 또는 

공백을 발견하는데도 편리하다. 

 

2. 표준화 관련 쟁점 및 현 표준화 진행 정도 

주요 로봇기술 선진국가의 경우, 단순한 로봇기술의 규격화/표준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부 

핵심 기술 및 부품에도 규격화를 적용하여 시제품개발부터 양산, 사용자교육, 유지 및 보수

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규격화, 표준화 하려는 추세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장정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용 로봇시장과 관련기술의 다양한 특성을 성능, 안전, 

유지보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기관등과의 협력을 통한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

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IAB 표준화 위원회에서는 IEEE IROS 2007 학회와 함께 개

최된 2007년도 하반기 회의에서 서비스 로봇의 주요 요구사항과 스펙을 크게 다음 세 가지

로 분류 결정하였고 표1에 정리된 바와 같이 그 세부사항을 정리하였다. 

 

 구조적 특성: 로봇의 물리적/구조적/외형적인 면을 표기 

 기능적 특성: 로봇의 행위적 형태를 표기 

 작동적 특성: 로봇의 대 인간 및 대 로봇 상호작용관련 특성을 표기 

 

<표 1>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인간-시스템 상호작용 

(Human-System Interaction) 
인간 상호작용 및 조작자의 로봇 제어와 관계된 것들 

물류 

(Logistics) 
전체 배치 과정 및 재난 대처를 위한 적합한 제약사항과 관련된 것들

운영 환경 

(Operating Environment) 
조작자와 로봇이 작동/동작해야 하는 주변 상황과 여건  

시스템 

(System) 

로봇의 주요 몸체, 그리고 그 위에 추가될 수 있는 부가적 컴포넌트

와 능력(capability). 이것은 능력의 최소 집합 (베이스 플랫폼) 



차체 

(Chassis) 

로봇의 주요 몸체, 그리고 그 위에 추가될 수 있는 부가적 컴포넌트

와 능력(capability) 

통신 

(Communications) 

로봇에게 보내는 그리고 로봇으로부터 전해 오는 정보의 전송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그와 관계된 것들. 특히 동작을 위한 명령 또는 허용

하중의 제어, 센서 또는 센서와 다른 데이터 스트림을 조작자에게 회

신하기 위한 내부 지원을 포함하는 다른 컴포넌트 

이동성 

(Mobility) 
협상하고 주위 환경을 이동하기 위한 로봇의 능력 

허용 하중 

(Payload) 

로봇이 미션 수행 중에 나르고 배치하고 또는 이용할지도 모르는 어

떤 부가적 하드웨어 

파워 

(Power) 
몸체와 로봇 보드 위의 모든 다른 컴포넌트들을 위한 에너지 자원 

감지 

(Sensing) 
환경을 감지(sense)하는 하드웨어와 지원 소프트웨어  

안전 

(Safety) 
로봇 주변(vicinity)의 잠재적 자산 및 인간의 안전과 관계된 것들 

 

향후 추진계획 및 제언  

향후 표준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지침을 결정하기 위해 IEEE RAS 산하 IAB 워크

숍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서는 특히 다음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Robot Ontology의 추가 

 새로운 ontology 및 standard의 추가 

 실험 결과의 ontology화 검토 

 주요 사용결과로부터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한 기존 ontology 및 standard의 

feedback 

 

서론부에서 언급했듯이 서비스 로봇의 수요와 시장이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함과 함께 그 요

구사항 역시 급격히 다양해짐에 따라 세계적인 로봇의 규격화/표준화 작업이 불가피해진 시

점에 우리나라 역시 한국의 특성에 맞는 세계 선진 로봇산업 국가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

춘 표준화 스펙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도출함으로써 로봇 표준화의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

고 이를 통하여 능동적이고도 선도적인 역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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