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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재난로봇 경진대회 우승한 Team KAIST

세계재난로봇 경진대회
우승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다
Team KAIST 인터뷰

세계 재난로봇 경진대회에
1)
참여한 휴보(Hubo)

취재・정리 서종환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최한 세계재난로봇대회(DRC:DARPA Robotics Challenge)에서
KAIST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팀이 이끄는 Team KAIST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카이스트의 휴모노이드 로봇 ‘휴보(Hubo)’
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것이다. Team KAIST에 참여한 Hubo LAB 연구원 조현민(박사과정 3년), 임정수(박사과정
4년)군과 Hubo LAB을 졸업하고 현재 ㈜레인보우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허정우 박사를 만나 대회 이야기부터 로봇의 미래에 대
해 들어 보았다.

1 출처 : http://spectrum.ieee.org/automaton/robotics/humanoids/how-kaist-drc-hubo-won-darpa-robotics-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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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eam. KAIST와 각자 소개를 부탁 드린다.

허정우

운전하기

차에서 내리기

문 열고 들어가기

밸브 돌리기

드릴로 구멍 뚫기

돌발미션

장애물 돌파하기

계단 오르기

세계재난로봇대회(DRC) 8개 태스크

2)

Hubo LAB 2014년 졸업
현재 ㈜레인보우 수석연구원

Team KAIST는 총 3군데가 모인 것으로 KAIST Hubo LAB 15명,
KAIST RCV(Robotics and Computer Vision ) LAB 3~5명, ㈜레인
보우 15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대회에는 25명이
주축이 되었다. 휴모노이드(Humanoid) 연구가 Hubo LAB의 주 분
야이기 때문에 랩에 속한 석/박사 학생들은 대부분 대회에 참여하

조현민
HuboLAB박사과정3년

였다. 대회에서 진행되는 태스크(Task) 별로 역할을 나누었고, 나
는 대회의 전체 8개 태스크 총괄을 담당했다. 현재 오준호 교수님과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의 기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통

Hubo LAB 졸업생인 이정호 대표님이 공동 창업한 KAIST 교내 벤

신 및 OS(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였다.

처 ㈜레인보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Q

대회에서 Team KAIST만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 우리 팀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직접 개발했는데 이
런 팀이 별로 없었고 그런 면이 강점으로 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허• 로봇이 드릴을 잡아 벽에 구멍을 뚫는 태스크가 있었다. 그런데
드릴을 들어올려 옮기던 중에 벽에 부딪히면서 날이 파손되었다. 당
초 목표가 8점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7점을 받았고, 그날 밤 대책 회의
임정수
HuboLAB박사과정4년

를 했다. 감독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실제로 담당한
연구원들은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며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안전
하게 8점부터 확보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고, 새로운 방법을 시

세계재난로봇 경진대회 대회 8개 태스크 중 울퉁불퉁한 지형을 나가

도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압박도 심했고 언성도 높아졌지만, 의견을

는 것과 계단 오르기 두 태스크를 담당하였다

잘 정리해서 그 다음날에는 동일 태스크에서 8점을 받을 수 있었다.

2 출처 : http://www.theroboticschallenge.org/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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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 국가 및 팀들과 함께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대회 참가자 중에는 우리가 제공한 Hubo 플랫폼을 쓴 네바
다 주립 대학교(UNLV:University of Nevada at Las Vegas)팀이 있
다. 라스베가스 전지 훈련에서 UNLV 팀이 연습하는 것을 봤는데,
첫 번째 차량 태스크에서 우리는 자동주행을 했는데, 거기는 사람
이 카메라를 보고 매뉴얼로 했었다. 인상적이기도 해서 우리도 바꿔
서 시도해 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Team IHMC Robotics의 런닝맨(Running Man)

5)

•허• 2주 동안 라스베가스에 가있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UNLV 팀의 아이디어와 도움을 많이 받았다. UNLV 팀도 이번 대회

Q

로봇의 해외 선진 사례들에 대해 들려 달라.

에서 전체 26팀 중 8등을 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조• 다른 팀들의 진보된 오퍼레이팅(Operating) 환경이 인상

•허• 일본과 미국이 로봇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다. 오준호 교수님

적이었다. 다른 팀은 3차원을 그대로 복원한 반면, 우리는 3차원

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우리가 잘 준비

에 점만 찍는 정도였다. 또한 우리는 원하는 환경만 스캔을 해 사

해서 그런 것이지 최고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샤프트(Shaft)와

용했으나, 다른 팀의 경우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아시모(Asimo),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의

3)

Mapping)을 이용해 로봇이 가면서 계속 환경을 스캐닝을 하였다.

아틀라스(Atlas) 세 팀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 로봇의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기술이 뚝뚝 묻
어서 떨어진다’는 것이 보인다. ‘그동안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이용해
서 만들었다는 것이 기술로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SLAM의 예

4)

샤프트(Shaft)

6)

아시모(Asimo)

7)

아틀라스(Atlas)

8)

•허• 2등 팀은 Team IHMC Robotics인데, 그 팀과 비교해볼 때,
다리 달린 로봇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더 부족하다 느꼈다. 2족 보행

•허• 로봇은 각국마다 특징이 다른데, 특히 이탈리아는 로봇이 외

이나 다리 기술에 있어서 더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다.

관상 예쁘고 화려하다. 미국은 실용적이고 힘에 세고 크다. 반면, 일
본은 작고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를 지향하는 편이다.

3 임의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 그 공간의 지도 및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것.
4 출처 : http://antongerdelan.net/
5 출처 : http://www.theroboticschallenge.org/finalist/ihmc
6 출처 : http://www.extremetech.com/extreme/173318-google-wins-darpas-robotics-challenge-wonders-if-it-was-a-good-idea-to-turn-down-future-military-contracts
7 출처 : http://www.neoterrarex.co.uk/resources/iSee_AR/128_ASIMO_FRONT.JPG
8 출처 : http://www.bostondynamics.com/robot_Atl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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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우리 로봇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절대 엔코더
(Encoder)다.

9, 10)

•허• 선도기술인 휴머노이드의 경우, 다른 나라는 20-30년간 해

일본은 다 절대 엔코더를 쓰고 있다고 들었다. 위

왔고 우리는 10년 만에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국가에서 꾸

치를 측정해주는 것이 모터에 있느나 최종단에 있느냐 차이이고, 우

준하게 지원을 해줬지만, 2009년부터는 휴머노이드 이름이 들어간

리는 상대 엔코더를 이용한다.

프로젝트가 사라졌다. 상품이 안될 것인데 왜 연구를 하냐는 등 여
러 가지 이유로 나라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휴머노이
드를 하다가 그만 둔 것으로 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너
무 결과 위주로 지금 당장 돈이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휴머노이드 기술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바라

엔코더(Encoder)

11)

보고 꾸준히 연구해 축적해야하는 분야이다.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허• 중국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우리 나라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10년 안이면 따라올거라 생각

Q

앞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은가?

한다.
•허• 학생들은 연구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특히, 휴머노이드
Q

앞으로 미래에 휴보(Hubo)가 어떤 형태로 응용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는 연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학생들은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것에 도전해 보고 싶어할 것이다.
•임• 보스톤 다이나믹스 수준의 보행 능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허• 휴보(Hubo)와 같은 2족 보행 로봇이 제품으로 상용화되려면

목표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오준호 교수님이 모 방송사에 출연해 역

•조•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기능이 별로

사학자들과 2족 보행 로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때,

없다.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과 접목시켜서 연동하는 쪽으로 연구

함께 출연한 역사학자들이 사람도 몇 백 만년이 걸려서 2족 보행을

해보고 싶다. 또, 다른 플랫폼에도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고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그만큼 2족 보행 로봇은 어려운 기술이라고

싶다.

보면 된다. 센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걷는 것을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2족 보행 로봇이 실제 생활에 들어 오려면
생활 속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매우 어
렵다. 2족 보행은 센서에 민감하다 보니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진다.
휴보(Hubo) 연구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내다봐야 하며, 대신 휴보
(Hubo) 자체가 복합적인 기술의 총합이기 때문에 일부 기술을 부
분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용해 사용해 볼 수도 있겠다.

Q

로봇 과학자로서 힘든 점이나 우리나라 사회•정부 등에 요
구하고 싶은 것은?

9 모션 또는 위치를 측정하는 전자기계 디바이스.
10 출처 : http://www.msdk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
11 출처 : http://encoder.com/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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