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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국격
정점에 선 로봇
코로나 사태로 급물살 탄 비대면 시대로봇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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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 대제전 개막세계 호령 출발점에 섰다
2020 로보월드를 K로봇의 글로벌 진출 기회
로 삼자
국내 최대 규모 로봇 축제인 2020 로보월드가
스마트 인더스트리! 스마트 라이프!를 캐치프
레이즈로 내걸고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킨
텍스 1홀과 2홀(2만1384㎡)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올해 들어 많은 전시회들
이 취소되거나 온라인 행사로 전환된 것과 달리
2020 로보월드는 세계로 도약하자는 로봇산업
계의 염원을 담아 28일부터 나흘간의 열전에 들
어간다
2020 로보월드는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내 로봇분야 신규 수요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로봇산업진흥
원한국로봇산업협회제어로봇시스템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
을 감안해 방역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시장 건물과 전시홀 입장 시 체온을 측정하고
참관객들에게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입장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15m 거리두기 바닥
유지선을 부착했으며 전시장 주요 거점에 방역부
스와 방역요원을 배치했다
또 특정 전시부스에 참관객들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입장 인원을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 오프
라인 행사와 비대면 행사를 적절히 배합해 참여
기업들과 참관객들의 참여 동력을 최대한으로 끌
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구독형 로봇 서
비스(RaaSRobot as a Service)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K로봇의 글로벌 신비즈니스 창출 기
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사 기간 총
5만명의 참관객들(바이어 2만5000명 해외 2000
명 포함)이 킨텍스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2020 로보월드는 크게 국제로봇산업대전(전
시회) 국제로봇&언택트 컨퍼런스 국제로봇콘
테스트 & RBIZ 챌린지(경진대회)로 구분돼 진
행되며 대한민국 로봇대상 시상식 로봇산업 규
제혁신 현장대화(28일) 국회 산자위원장 정책간
담회(28일) 신제품 런칭쇼(30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설명회(30일) 한아세안센터 온라인 수출
상담회(28~31일) 의료로봇심포지엄(29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개막식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국회 산자
위원장 한국로봇산업협회장 한국로봇산업진흥
원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28일 11시부터 진행된다 개막식에 이
어 국회 산자위원장 정책간담회와 대한민국 로봇
대상 시상식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 대화 등 행
사가 이어진다
2020 로보월드의 꽃인 국제로봇산업대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참가 업체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총 148개사(400부스)가 로봇
관련 제품들을 출품 화려한 기술의 향연을 펼친
다 로봇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
술을 전시하고 미래 비전을 전망할 수 있는 첨단
전시회로서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2019 로보월드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로봇기업의 부품을 살펴보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8일31일 나흘간 열전新수요 창출 큰 기대
국제로봇 &언택트 컨퍼런스 등 부대행사도 풍성
국제로봇산업대전은 크게 △산업용 로봇관
(제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등) △서비스 로봇관
(물류 로봇 교육용 로봇 소셜 로봇 등) △로봇 부
품관(감속기 모터 비전 그리퍼 등) △연구기관
홍보관(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
원 등) △지자체 홍보관(인천 대전 경기 부천 )
△스타트업 특별관 △로봇미래인재관(한양대
폴리텍대 경희대 두원공과대 로봇고 등) △로
봇소재 특별관(로봇소재 관련 이벤트 전시 등)
△산업용 로봇 안전특별관 △이벤트존으로 구성
된다
이밖에 협동 로봇 활용 프로젝트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협업기능기반 로봇플러스 사업 스마
트 로봇 표준포럼 로봇분야 민간주도 표준화 대
응체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절충교역 로봇기
술마켓 등에 관한 부스가 운영된다 해외에선 대
만자동화지능로봇협회가 부스를 마련해 홍보 활

동에 나선다
참가 기업의 전시 분야를 살펴보면 서비스 로
봇 분야가 28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위니 삼미정공 시스콘 로보케어 케이
엔 브이디컴퍼니 등 기업들이 참여한다 산업
용 로봇 분야에선 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
스 민트로봇 로보스타 제우스 등 22개 기업이
제조업용 로봇을 내놓았다 로봇부품 분야에선
에스피지 이레텍 온로봇코리아 에스비비테
크 다인큐브 등 26개사가 참여한다 스타트업
관에는 에이딘로보틱스 아이로 본시스템즈 로
보케어 마젠타로보틱스 클로버 스튜디오 등이
참여한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2020 국제로봇&언택트
컨퍼런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린다 첫째날
에는 재난안전과 생활서비스를 주제로 2개의 트
랙이 진행된다 △경찰의 실종자 수색 드론 생태
계 △재난 안전분야 4족 보행 로봇 △공공분야 드

론인력 양성방안 △고객의 삶과 공존하는 LG 로
봇 △주차문제 해결 주차생활 서비스 △재난현
장 의약품 배송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
어진다
둘째날에는 디지털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언택트 시대:로봇들이 몰려온다를 주
제로 기조발표가 있으며 물류 로봇과 로봇SI를
주제로 2개의 트랙이 운영된다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서비스 △리테일에 필요한 자율주행기술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표준 AI기반 자율주행
물류 △국내 로봇SI기업 현황과 애로사항 △로
봇엔지니어링 사업 추진 결과와 향후 발전방향
△말레이시아 로봇SI 시장 현황 및 한말레이 협
력방안(영상)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
진다
이밖에 신제품 런칭쇼(트위니 제우스 세오
비트센싱) 의료로봇심포지엄 스타트업 투자
유치설명회 한아세안센터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28일부터 31일까지 진
행되는 한아세안센터 온라인 수출상담회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등
의 기업들이 참여하며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통
해 수출 협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로봇산업협회 산하 의료로봇산업협의회

는 국내 의료로봇 기업들의 제품화 경험을 공유
하고 국내외 의료로봇 전문가 교류를 위한 제 1
회 의료로봇산업협의회 심포지엄을 29일 개최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수술로봇 기업인 큐
렉소 고영테크놀러지 미래컴퍼니 이지엔도서
지컬 등과 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헥사시스
템즈 등 재활로봇 전문기업들이 공동 참여해 국
내외 의료로봇 사업화 및 기술동향 등에 관한 내
용을 발표한다
국제로봇콘테스트와 RBIZ 챌린지도 진행된
다 다만 예년과 달리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국제로봇
콘테스트에선 휴머노이드 로봇스포츠 STEAM
컵 서울테크지능로봇 행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이
뤄지고 월드로봇올림피아드 코리아 인공지능로
봇 자율미션대회 등이 온라인으로 열린다 RBIZ
챌린지에선 한국중부발전 로봇챌린지 제우스 산
업용 로봇 제로 미션챌린지 현대로보틱스 협동
로봇 마케팅 경진대회 등이 진행된다
국내 로봇산업계 관계자들은 2020 로보월드
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성공적으
로 행사가 마무리돼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세계
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
로봇의 활용방안 무궁
2020 로보월드가 성황리에 개최되
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로
보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
는 미증유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에 최초로 개최되는 로봇 전
문 전시회입니다
금년도 148개 기업 400여 부스가 참
여하는 로보월드 전시회는 스마트 인더
스트리 스마트 라이프라는 캐치프레
이즈 아래 코로나 바이러스 언택트 시
대에 로봇이 제조산업 분야와 실생활에
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제조용 협동 로봇과 더불어 물류 교
육용 소셜 로봇 등 서비스 로봇 뿐만 아
니라 감속기 서보모터 비전 등 로봇부
품관 운영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로봇
의 활용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스타트업 특별관 로봇미래 인재관
로봇소재 특별관 등의 운영을 통해 미
래를 대비하는 로보월드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국제로봇&언택트 컨퍼런스에서는
재난안전 생활서비스 물류 로봇SI 등
4개 트랙의 컨퍼런스 운영을 통해 언택
트 시대에 로봇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
지 다양한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
였습니다
또 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
등 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로봇인재의
육성 뿐만 아니라 국산 로봇제품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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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귀덕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전에는 감히 상상
도 못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행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전시회를 개
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모든 관계자
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
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장
내 물샐틈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전시회가 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전시장 참관객 분
들은 안심하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해 주신 참가기
업 대표님 참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실의 계절 가을
에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성과 거두시
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
니다

비대면 시대 로봇 활용
디지털 뉴딜 정책 핵심
대한민국 로봇계의 대표 축제로 자
리매김하고 있는 로보월드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했습니다 행사 개막
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팬데믹 시
기에도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로봇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해 개최되는 로보월드 행사는 그 어
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COVID19)로 우리 사회는 비대면 시
대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위기극복의 주요한 수단으
로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
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
표하며 비대면 사회 로봇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산업의 지능화 및 비
대면 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 정책 추
진방향으로 내세우며 로봇을 활용한 산
업 고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로봇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선봉에 나서
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제조업 생산 공정
의 복원력이 중요해진 점 둘째 일상생
활의 비대면화를 피할 길이 없어진 점
마지막으로 감염병 발생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
과 협업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로
봇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 대략 세 가
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결코 쉽지 않
은 상황 속에서 국내 로봇산업을 활성

문전일
 
화시키고자 올 한해 숨가쁘게 달려왔
습니다 서울의료원에 방역 로봇을 지
원하는 등의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물론 물류 로봇을 중심으로 한
4대 유망 서비스 로봇 수요처의 실증지
원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로봇기반 표준공정모델 실증지원도 본
격적으로 추진해 14개 모델을 개발 78
개 공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과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많
은 어려움을 겪는 로봇산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교두보가 되고 국민들께
는 뉴 노멀시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
켜 줄 다양한 로봇을 접할 수 있는 소중
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들어 열린 국제로봇전시회 한국이 처음
국제로봇연맹 밀턴 게리 회장도 축하 영상
로보월드는 최고의 무대성공 개최 희망
안녕하십니까? 국제로봇연맹(IFR) 회장 밀
턴 게리입니다 먼저 2020 로보월드에 축사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
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한국로봇산업협

회와 공동주관기관이 로봇의 발전과 보급 확대
를 위한 로봇 전문가들의 모임의 장인 2020 로
보월드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제로봇연맹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세계 로봇보급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2019년까
지 270만대의 산업용 로봇이 전 세계 공장에 보

급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2% 증
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경기둔화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37만3000
대의 로봇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역대 3번째 성적입니다
2019년 판매가 12% 감소한 것은 로봇산업의
주요 고객층인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의 어려
움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5대 로봇 강국 중에서도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제조업 로봇밀도를 자랑하고 있
습니다

서비스 로봇 수요 봇물
K-로봇 저력 키울 호기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2020 로
보월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로보월드 준비에 참
여하여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보월드는 2006년 첫 개최 이래 매
년 발전된 모습을 거듭하여 산학연의
대표 로봇행사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
았습니다 올해 로보월드는 로봇을 중
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
술을 전시하고 미래 비전을 전망할 수
있는 첨단 전시회로써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로봇 제품기술 현황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인간과 로봇과의 공
존의 현실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
대면 기술시대를 선도해 왔었습니다
만 현재 새롭게 직면하게 된 모든 사회
생활에서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용 로봇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던
서비스 로봇에 대한 큰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
인용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로봇까
지 광범위하게 규모가 커지고 더욱 실
생활에 근접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로보월드가 그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보월드를 통하여 K-로
봇이 국내를 비롯한 세계무대에서 공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에서의
2020년 로봇 판매
를 전망한다면 사
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자산업이
로봇 보급의 수혜
를 받을 것으로 예
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개인보호장비 등
새로운 분야에서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기업에서 생산의 현대화 디지털화
를 꾀하고 있는 만큼 로봇 보급 확대의 좋은 시
기이자 기회입니다
공급망 사슬 붕괴와 여행 제한에 더해진 로봇
분야 투자의 지연과 수요의 급감으로 인해 단기
적으로는 엄청난 시장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이

강덕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산
업발전과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소중
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로보월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로봇기술로 우리 사
회가 여러 방면에서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고자 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보다 여유
롭고 행복해지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로보월드 관계자 여러분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로보월드 2020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가하신 모
든 분들께서도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
인으로 계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로보월
드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러한 상황 하에서 향후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한
수요도 언제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
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2022년
아니면 2023년이 되어서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봇 투자에 대한 펀더멘탈은 아주 견
고합니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투자대비 이익의
증가 플러그 앤 플레이(Plug N Play) 시스템
로봇 시스템 통합 로봇의 설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로봇 보급은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될 것입
니다 다양하고도 고무적인 인간과 로봇 간의 협
업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 로보월드는 전 세계 뿐만 아니라 한국
에서 최신 로봇 관련 기술과 경제 동향을 소개
하는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장이 되고 있습니
다
다시 한번 2020 로보월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활발한 기술교류와 네트워킹의 장
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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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37만3000대로봇밀도 한국 2위
산업용 로봇

전자산업 제조라인의 산업용 로봇(사진출처 ABB)

IFR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산업용 로봇 누적
설치대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0만대로 나
타났다 이 중 아시아(168만8000대)가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럽(58만대) 북미(38만9000
대)가 그 뒤를 이었다 연간 설치대수를 보면 지난
해 37만3000대의 산업용 로봇이 출하될 정도로 높
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12% 감
소한 것이지만 역대 3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국제로봇연맹 밀턴 게리(Milton Guerry) 회장
은 전 세계 제조현장의 산업용 로봇 설치대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이는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성공사례에 힘입
어 최근 5년(20142019년)간 85%나 증가한 결
과라고 했다 다만 2019년 판매가 12% 감소한
것은 로봇산업의 주요 고객층인 자동차 및 전기/
전자산업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밀턴 게리 회장은 세계 경제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은 아직 완전히 평가할 수 없으며 올해는 뉴
노멀에 대한 적응 기간으로 로봇 제조사는 새로
운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 수요에 대응하
고 있으나 올해는 대규모 수주로 인한 큰 부양책
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우한에
서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이 차츰
감소해 2분기부터 회복 신호가 보였다고 했다
이에 비해 다른 국가들은 지금 전환점에 있으며
이것이 자동화 프로젝트와 로봇 수요로 이어질
때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다 2021년은 회복될 것
이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도달하려면 2022년
또는 2023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산업용 로봇의 산업별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92만3000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해에는 10만5000대가 설치됐다 누
적기준으로 보면 전자(67만2000대) 금속기계
(28만1000대) 플라스틱 및 화학(18만2000대)
식품(8만1000대) 등으로 나타났다 로봇의 응용
분야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제품 핸들링이 누적
운영대수 121만5000대로 가장 큰 용도를 차지했
다 연간 운영대수에서도 지난해 17만3000대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용접용 로봇은 지금까지
64만대를 설치해 두 번째로 큰 수요처로 자리매
김했다 이밖에 조립(28만7000대) 클린룸(21만
대) 디스펜싱(9만4000대) 프로세싱(4만4000
대)이 그 뒤를 쫒고 있다
로봇밀도 톱10 국가는 싱가포르(918대) 한국
(855대) 일본(364대) 독일(346대) 스웨덴(277
대) 덴마크(243대) 홍콩(242대) 순으로 나타났
다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주
요국인 중국의 로봇 가동대수는 2019년 21% 증
가한 78만3000대(잠정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35만5000대(12% 증가)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
의 경우 발표 수치의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
로 잠정 수치라는 게 IFR의 설명이다 아시아 3위
규모의 대표적인 로봇 제조국가인 한국의 경우
일부 기업자료만 반영되어 현재 데이터 보완 작
업이 진행 중이다 인도의 경우 2만6300대(15%
증가)를 기록하여 제조현장에서 가동되는 산업
용 로봇의 수가 5년 만에 100% 증가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의 경우 2017~2018년
의 기록적 판매대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5년
전 판매 수치(2014년 5만7000대)의 두 배 이상인
14만500대의 로봇을 판매했다 아시아 주요 국가
의 로봇 판매대수는 중국(9% 감소) 일본(10% 감
소) 등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국에서 신규 판매된 로봇의 71%는 국외 로
봇 제조사에서 공급한 것으로 중국 로봇 제조사
는 여전히 주로 중국 자체 시장에 맞춰 시장 점유
율을 높이고 있다 국외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약
29%를 자동차 산업에 공급한 반면 중국 로봇 제
조사는 약 12% 공급했다 이는 국외 로봇 제조사
의 경우 중국 자사 대비 자동차 산업 감소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은 2019년에 7% 증가한 58만대의 산업용
로봇 누적 설치대수를 기록했다 독일의 경우 22
만1500대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탈
리아(7만4400대)의 약 3배 프랑스(4만2000대)
의 5배 영국(2만1700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럽의 로봇 판매는 국가별 로봇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름을 보여준다 2019년 기준으로 독일
에서는 2만500대의 산업용 로봇을 판매했다 이
는 전년대비 낮아졌으나(23% 감소) 2014~2016
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북미 지역 최대 산업용 로봇시장인 미국의 경
우 전년 대비 7% 증가한 29만3200대의 로봇 설
치대수(누적)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11% 증가
한 4만300대 캐나다는 2% 성장한 2만8600대로
나타났다 미국의 2019년 로봇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나 총 3만3000대를 출하하
여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미국 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로봇은 일본 한국
유럽에서 수입되는 상황으로 북미 로봇 제조사
는 많지 않지만 다수의 로봇SI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의 2019년 로봇 판매대수는 4600대
(20% 감소) 캐나다는 3600대(1% 증가)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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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정용 로봇 판매량 3년후 4860만대로 껑충
쓰임새 넓어지는 협동 로봇작년 11% 증가
협동 로봇
IFR은 작년에 이어 협동 로봇(Cobot) 시장도
분석했다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은 상이한 성
장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용 로봇이 지난해 판매대수가 줄어든데 반해 협
동 로봇은 2018년 1만6000대에서 2019년 1만
8000대로 증가했다 다만 협동 로봇 판매대수가
아직은 많은 편은 아니라서 협동 로봇이 대세를
차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로봇 협업 활용은 여전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협동 로봇 판매대수는
11%나 증가했다 이러한 판매수치는 2019년 기
존 산업용 로봇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와는 대조
적이다
협동 로봇을 공급하는 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 분야 역시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협
동 로봇 시장 점유율은 2019년 판매된 전체 산업
용 로봇 37만3000대의 48%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금년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나 산업의 회복 과정에
서 제조업 고도화 및 디지털화라는 기회 역시 제
공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로봇 도입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
로 맞춤형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해 제공하고 선
진국에 있는 제조업체가 비용 부담 없이 제조 활
동을 유지하거나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
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의 범위는 안전 펜스 안에서 다양
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던 기존 로봇에서 인간
과 함께 안전하게 작업하고 작업환경에 완전히
통합된 새로운 협업 로봇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클라우드5G 기술 적용으로 편의성 급진전
코로나 유행 이후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물류로봇 수요가 늘고 있다(사진출처 페치로보틱스)

서비스 로봇
지난해 일반 서비스 로봇(개인용 및 가정용 로
봇)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57억달러
(약 6조6975억원)로 집계됐다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2320만대에 달했다 의료 로봇
국방 로봇 등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12억달러(약 13조1600억원)
이며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17만
3000대로 집계됐다
국제로봇연맹(IFR)이 발간한 2020 세계 로봇
시장-서비스 로봇 자료에 따르면 개인 및 가정용
서비스 로봇(일반 서비스 로봇) 시장은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121억달러(약 14조2175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
망이다 판매대수는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
록 5530만대에 달한다
개인 및 가정용 서비스 로봇 시장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정용 로봇 판매대수
는 1860만대이며 오는 2023년 4860만대에 달
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로봇은 지난해 460
만대에서 오는 2023년 670만대 규모로 성장한
다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가정용 로봇의 판매액은
지난해 43억달러(약 5조525억원)에서 2023년
100억달러(약 11조7500억원)로 성장하며 엔터
테인먼트 로봇은 지난해 13억달러(약 1조5275억
원)에서 2023년 19억달러(약 2조2325억원) 규모
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은 물류 로봇이 견인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문 서비스 로
봇 시장의 3대 애플리케이션은 물류 로봇 공공
환경 로봇 국방 로봇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

류 로봇 판매대수는 7만1000대에 달했으며 2023
년 25만9000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2023년에는 전문 청소 로봇 판매대수가 2만
대에서 7만6000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 로봇 분야 판매대수는 1만9000대에서 3만
300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밖에 전문 서비스 로봇 4~7대 애플리케이션
은 검사 및 유지보수 로봇 전문청소 로봇 필드 로
봇 외골격 로봇으로 나타났다 검사 및 유지보수
로봇은 지난해 1만5000대에서 2023년 3만7000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청소 로
봇은 지난해 1만3000대이며 오는 2023년 5만
4000대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필드 로봇
이 지난해 1만대에서 2만2000대를 외골격 로봇
이 9000대에서 2만매의 판매대수를 기록할 전망
이다
8~10대 애플리케이션은 의료 로봇 건설 및 철
거 기타 분야 등이 포함됐다
의료 로봇 판매대수는 지난해 9000대에서
2023년에는 2만600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
및 철거는 지난해 1만대에서 2배가량 증가해 2만
2000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 기
타 분야는 1만7000대에서 8만대로 늘어날 전망
이다
IFR은 서비스 로봇 시장의 중요한 기술 트렌드
로 클라우드와 5G 기술의 적용 구독형 서비스(R
aaS) 등을 꼽았다 노령화 사회의 진전 인간로
봇 협력 애플리케이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시스템 통합 등 현상이 장기적으로 뚜렷해질 것
으로 내다봤다
또 IFR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경계선
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
다 동일한 로봇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산업용
이나 서비스 로봇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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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살균에 발열감지까지 척척
코로나19 대응 로봇

방역 로봇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인아텍이 개발한 자율주행 살균 로봇 인아케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방역에 대
한 요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
이 방역 살균 로봇을 발표하고 있다 또 의사와 환
자의 직접 접촉 없이도 진료에 필요한 검사 대상
물을 원격으로 채취할 수 있는 로봇도 개발했다
방역 살균 로봇은 병원 공항 역 호텔 식당 등 사
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아텍이 자율주행 살균 로봇
인아케어를 개발했다 단파장 자외선(UVC)을
이용해 살균하며 자외선으로 DNA 구조를 분해
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균 등 유해한 유기
미생물을 제거하고 확산을 예방한다
SK텔레콤도 오므론제어기와 손잡고 방역 로
봇을 개발했다 체온 검사 UV램프를 이용한 방역
등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로봇이 대신함으

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다 휴림로봇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스마트 방역 케어 로봇 테미를 선보였
다 비대면비접촉모빌리티 기능을 기반으로 자
가발열감지진단대응 자동분사 손세정 비대면
운영 방역관제 솔루션 운반배달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코로나19 차단
5G 방역 로봇을 선보였다 자율주행으로 건물 내
부를 이동하며 얼굴 인식과 체온 측정은 물론 마
스크 착용 여부까지 선별할 수 있다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퓨처로봇도 방역소독 서
비스 로봇 퓨로에스케어(FURoS Care)를 출시
했다 제어용 태블릿을 통해 건물 내 자율주행 경
로 설정 방역소독 대상구역 소독 주기와 소독 방
법(소독액 또는 UV램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브이디컴퍼니도 소독로봇 푸닥터(Pudoctor)를
선보였고 KT 역시 국내 로봇기업과 협업해 사무실
과 대중시설용 자율주행 방역서비스를 선보였다

전화 걸고 책 읽어주고독거노인에 햇살
동반자 로봇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감정
적으로 반응하는 동반자(반려) 로봇의 역할도 중
요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교류가 힘들어졌고 외로움이 현실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동반
자(반려) 로봇은 사람들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요양시설 등에서 효용성이 높다 인간의 편리함
을 위해 개발된 로봇이 이제는 사람의 정신적심
리적 안정을 위한 용도까지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전문기업 원더풀플랫폼은 독거
노인을 위한 AI 로봇 다솜이와 AI 비서 아바딘
등을 출시했다 써큘러스도 인공지능(AI) 반려로
봇 파이보(Pibo)를 개발해 노인복지관 치매안
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원 등에 보급해 어
르신 교육 및 정서 케어에 활용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약 복용시간 알림 치매 예방 퀴즈
등을 통한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반려봇도 개
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스튜디오 크로스컬쳐가 개
발한 스마트 토이 로봇 부모사랑 효돌은 인형의
머리 손 목 등에 반응형 센서가 내장돼 있어 머리
쓰다듬기 손잡기 등의 교감활동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은 기본서빙배달 현장서 맹활약
배달 서비스 로봇
코로나19로 핵심 역할을 하는 로봇에는 배달
서비스 로봇도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
에 따른 생존 전략으로 서비스 업계에서도 비대
면(언택트)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다 사람 간 접
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호텔 음식점 등 서
비스 업계에서는 고객을 위해 배달 서비스 로봇
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 아파트나 학교 사무실 등
에서도 보도를 달리면서 물건을 배송하는 배달
로봇도 실험 운용되고 있다
국내 배달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
고 있는 기업은 우아한형제들로 그동안 실내 자
율주행 서빙 로봇 딜리를 시범 운영해 왔다 지난
해 11월부터 건국대 캠퍼스에서 자율주행 배달로
봇 딜리 상용화를 위한 시범 서비스를 2000여건
넘게 진행했다 딜리 로봇은 6개의 바퀴로 주행하

고 라이더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한다 이동 속도
는 시속 4~5km 수준이며 1회 충전에 8시간 이상
주행할 수 있고 라이트가 장착돼 있어 야간 주행
도 가능하다 한 번에 음료 12잔 또는 샌드위치나
도시락 6개를 배달할 수 있다 8월에는 수원 광교
의 주상복합 아파트 광교 앨리웨이에서 실외 자
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로보티즈도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단지에서 자
체 개발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20대를 이용해 벤
디스의 식권대장 앱을 연동한 로봇의 비대면 음
식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호텔 리조트 등에서도 로봇 도입이 늘어나고 있
다 KT LG전자 등이 편리하면서도 감염 등으로부
터 안전한 호텔 서빙 로봇을 개발해 객실 내에서 대
면 접촉 없이 수건이나 생수 음식 서빙 등의 물품
을 받을 수 있는 컨시어지 로봇 서비스를 시범 운
영해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물류창고서 운반적재분류 24시간 러브콜
제조물류 자동화 로봇
제조 분야에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
제조가 가능해지는 메뉴팩처링 애니웨어 시대
가 도래하고 있다 전에는 주로 자동차 산업이나
전기전자 산업에서 산업용 로봇 도입이 주를 이
루었다면 최근에는 고무 플라스틱 식음료 산업
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로봇 도입이 늘어나고 있
다 특히 헬스케어나 개인보호장비 생산 같은 새
로운 응용분야에서의 수요 증가로 제조용 로봇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로봇은 감염 우려가 없고
24시간 내내 작업할 수 있어 코로나와 같은 바이
러스가 만연해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노동

력 부족과 낮은 로봇 도입 비용은 제조기업의 로
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창고를 지속
적으로 자동화함에 따라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고
화물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물류
로봇은 무인운반차(AGV) 적재 로봇 분류 로봇
으로 나뉜다 국내서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증
하면서 물류센터에 로봇 도입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진로봇 시스콘 트위니 마로로
봇 수성 등이 물류 로봇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
나19 팬데믹은 이같은 성장세에 불을 붙였다 고
객들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의 자
동화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용 로봇 주요 출품업체

협동 로봇 명가답게 다양한 모델 추가
레인보우로보틱스




디자인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레인보
우는 지난해 협동로봇 판매 및 SI(Syste
m Integrator)를 위한 파트너사를 모집
해 산업별 지역별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
했다 이러한 공급망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2020년 본격적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협동
로봇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협동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
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
다 레인보우는 서비스 시장에서 협동
로봇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음료 제조 로봇 믹스(MiXX)의 업그레
이드 버전을 개발해 2020 로보월드에
선보인다 믹스는 음료 제조뿐만 아니
라 결제 음료 배출 등 기능을 모두 구
현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선보이는 MiXX 플랫폼은 이미
여러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우리나라 최초 이족보행 로봇 휴보(HU
BO)를 개발 및 생산하는 로봇 전문기업
이다 2015년 열린 미국 방위고등연구계
획국(DARPA) 주최 세계재난로봇경진
대회(DRC)에서 우승해 전 세계에 한국
의 로봇기술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작년 협동로봇을 자체 개발해 산업용
로봇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레인보우는 감속기를 제외한 로봇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생산
하는 기술기반 회사로 다른 협동 로봇
제조사에 비해 높은 기술력을 갖춘 기
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작년 로보월드
에서는 가반하중 5kg 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올해는 다양한 제
품군과 협동 로봇 응용 사례를
선보인다 협동 로봇은 가반하
중 3kg 및 10kg 모델을 추가했
으며 공압 및 신호선을 내장한
모델을 개발해 사용자 편의성
을 높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 상당 부분 개선했다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기업
인 영국의 디자인앤디렉션사와
협업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
면 개편했으며 차세대 협동 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협동 로봇 RB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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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축 팔(PAL) A 시리즈 위풍당당
민트로봇




델타 로봇 제로 델타 무대 위에

료산업 분야에서도 폭넓게 적용 가능하
다 엘라클로이드 드라이브를 사용해
원가를 절감했으며 약 08mm의 미세한
소형 공작물까지 흔들림 없이 빠르게 핸
들링할 수 있다 실제 자동화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 민트로봇은 단순한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독자적으로 설계된 산업용 3축 수직
평면 로봇 속도와 작업반경을 극대화한
산업용 6축 다관절 로봇을 내놓는다
현재 민트로봇은 제조 분야가 아닌
서비스업에 적합한 신개념의 로봇 팔
(Pal) 라이프를 개발 중이다 코로나 사
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들은 전문적인 고성능 산
업용 로봇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로봇을
원하고 있는 만큼 민트로봇은 가성비 높
은 로봇 개발 및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제우스


민트로봇은 감속기 기술을 자체적으
로 보유하고 있는 로봇 전문기업이다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드
웨어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
유하고 있지 않으면 작동이 가능한 로봇
을 개발할 수는 있어도 시장에 팔리는
로봇을 제조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해
2016년부터 로봇 제조 원가 비중이 높
은 감속기를 독자 개발했다 일본산 복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감속기 엘라클로이드(Elacloid) 드라
이브를 개발해 국제특허를 획득했다
2020 로보월드에는 산업용 로봇 팔
(Pal) A 시리즈를 선보인다 민트로봇
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으로 비용 효
율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측면
을 강조한 제품이다 A시리즈
는 3축 평면 로봇(A3) 스카라
로봇(A4) 6축 다관절로봇(A
6) 등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정에 맞
게 최적화된 형태의 제품을 선
택해 사용할 수 있다
스카라 로봇인 A4는 좁은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다 전자제품 및
반도체 조립식품농산물음 민트로봇 산업용 로봇 팔(Pal) A 시리즈



다 중공축 모터 적용으로 콤팩트한 구
조를 구현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조인
트 모듈화로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했
다 클린룸에서 사용 가능한 것도 중요
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또 다른 신제품
인 제로 델타(ZERO DELTA)는 무게
약 27kg으로 이동 및 작업성을 향상시
켰다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나 현장에 맞춰 로봇을 설치할 수
있다 무급유 베어링 기술을 채택 기존
스프링 방식의 마모와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제로
직교 로봇은 모터와 앰프 등을 모듈화
했고 Death Length를 3분의 1로 축소
했다 다른 제로 시리즈의 부가 축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우스는 1970년 창사 이래 반도체
LCD LED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이
어지는 IT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면
서 성장해왔다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제우스의 목표와 기업 정신
은 50여년 동안 제우스의 변하지 않는
핵심가치로 이어져 왔다
제우스는 오랜 기술 축적을 통해 △
반도체와 LCD산업의 핵심장비 중 하
나인 클리닝 설비와 HP/CP △제품의
양산을 위해 필수적인 물류장비와 CIM
등 인라인 소프트웨어(In
Line Software) △생산
에 필요한 케미컬 제품과
핵심 산업부품 △로봇 등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프
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제우스는 2020 로보월
드에 스카라 로봇 델타 로
봇 직교 로봇 등을 내놓는
다 신제품인 제로 스카
라(ZERO SCARA)는 가
반하중 4kg 무게 16kg이 제우스 델타 로봇 신제품 제로 델타

픽커 로봇 생산성 증대 탁월한 효과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LG
산전(현 LS산전)에서 산업용 로봇사업을 담당했
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1999년 독립해 일체의 자
산과 사업권을 인수해 창립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다 지금은 LG전자에 인수돼 재도약을 모
색하고 있다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고객밀착
경영을 통해 제조용 로봇 글로벌 톱5 실현을 목
표로 매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RM시리즈는 △구조해석을 통
한 최적 설계로 콤팩트고강성 실현 △최고속도
2000mm/s의 고속화 실현 △100mm~6000mm
의 다양한 스트로크 대응 △반복위치 정밀도 ±0
02mm의 고정도 실현 △가반하중 5kgf~200kgf
지원 등 특징을 갖고 있다 로봇 전용 AC서보 모
터를 채택해 유지보수의 편리성 및 높은 신뢰성
을 실현했다 로봇 전용 컨트롤러를 적용해 사용
용도별로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
동방식(Ball Screw Timing Belt Rack & Pinio
n 등)의 모델을 구비하고 있다 팔레타이징 나사
체결 검사장비 등에 적용 가능하다
픽커(Picker) 로봇은 스카라 로봇 및 수직다관절
로봇보다 빠른 속도로 높은 생산성 및 원가절감 효

로보스타 픽커(Picker) 로봇

과를 거둘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작업물을 동시에
처리 가능하다 비전시스템을 통해 작업물의 모양
및 색상의 식별이 가능하다 식품공정에 사용 가능
한 윤활유를 사용해 위생성을 확보했다 오염방지
가능한 방진형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식품/
음료 포장공정 제약자동차 부품 등의 조립공정 반
도체/솔라셀 이송 및 검사 공정 등에 적용 가능하다
SD스카라 로봇은 △최대 5kg의 가반하중 무
게 적용 △동력전달기구의 효율적인 배치 및 암
(Arm)의 경량화 △고강성화를 실현한 AC 서보
모터 고강성 정밀감속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외
관이 미려하고 부품의 효율적인 배치에 의해 유
지보수가 쉽고 편리하다

스카라 로봇 유니스 시리즈로 日 제압
이레텍




2003년 설립된 이레텍은 모션컨트롤 제어 분
야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테핑
모터 드라이브 및 컨트롤러 BLDC 드라이브 및
컨트롤러 등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
다
2018년 관련 부품을 기반으로 스카라 로봇 개발
을 완료하고 스카라 로봇 유니스(Unice) 시리즈
유니스-400 유니스-500을 본격 출시했다
스카라 로봇은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도 국내
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로봇을 구성하는 전 부
속품을 자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가격경
쟁력을 갖췄고 일본의 스카라 로봇과 동등한 성능
의 제품을 선택하면서 비용은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유니스 시리즈는 모터 액추에이터 드라이브
컨트롤러 등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자
체 개발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
이다 컨트롤러 박스가 로봇 안에 내장되어 있어
기존의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 사이
즈로 제작 좁은 공간에서 가벼운 물체를 이송하
는 데 최적화됐다 기존의 스카라 로봇 구매가 부

이레텍 스카라 로봇 유니스-400

담스러운 현장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으로 현
장 적용이 가능하다
유니스 로봇 시리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채
택 산업용 로봇의 이미지를 탈피했다 고급스러
운 무광 검정 바탕색에 이레텍 고유 색깔인 빨간
색을 적용해 다른 산업장비와도 잘 어울린다 컨
베이어 이송 고정밀도 위치 결정 고정밀도 좌표
결정 등 다양한 산업군의 여러 용도에 적용이 가
능하다



서비스 로봇 주요 출품업체

물류 자율주행 플랫폼 서비스 역점

상지 근력보조용 에어프레임 공개

트위니

지후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 큰 걸음
시스콘

   

   

   

2015년 출범한 트위니는 지난해 10
월 처음으로 물류 로봇 나르고와 따르
고를 개발해 출시했다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100 나르고60
나르고500 자유주행 공기 살균로봇 나
르고Vikiller 대상추종로봇 따르고100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TARP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서비스 TARASN 등 다양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트위니는 이번 로보월드에 자율주행
플랫폼 서비스인 TARASN을 주력으
로 선보인다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서비스 기업이나 하드웨어 기
업도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트위니는
이를 통해 로봇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
플랫폼 기술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누구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 서비스
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서비스는 트위니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TARP)을 기반으로 만들어졌

지후(GHOO)는 2005년부터 산업
현장에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로봇 시스
템 구축을 주력으로 해온 전문SI 기업이
다 산업용 로봇의 설치와 시운전 티칭
오버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어
러블 로봇 분야를 신규 아이템으로 발굴
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 미국 레비테
이트사의 에어프레임 스웨덴 바이오서
보사의 아이언핸드 등 2종의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인다
레비테이트의 에어프레임은 근로자
의 상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상지 근력보조용 착용
로봇이다 배터리나 전원장치가 필요 없
는 패시브 시스템 로봇으로 배터리 충전
이나 작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무게가 2
3kg으로 비교적 가볍고 인체에 적합한
디자인을 채택 협소한 공간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동작의 제한 없이 다양한 상지
움직임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건설 현장 일반
산업 등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스웨덴 바이오서보(BIOSERVO)의

시스콘은 2013년 11월 설립된 물류
로봇 전문업체다 오랫동안 쌓아온 공
장 자동화 SI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콘은 스마트 팩토리 내 로봇시
스템과 자율주행로봇(AMR)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특히 딥러닝 등 AI 기반
AMR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스콘의 AMR은 자율적으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장애물을 감지해 목적지
까지 최적 경로를 찾아간다 기존 무인운
반차(AGV:Automated Guided Vehic
le)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경로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로봇이다
360도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주변 감지
장애물 감지를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고정된 경로 또는 최적의 경로
를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어 작업의 유연
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AMR은 ROS와 슬램(SLAM) 기술이
적용돼 로봇 제어를 위한 오픈소스와 실

트위니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

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앱을 이용해 여
러 대의 로봇에 운송 업무를 생성해주
면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로봇을 배
정해 실행한다
TARASN은 △자율주행 로봇 나르
고60나르고100 △충전스테이션 △사
용자를 위한 스마트폰 앱 TARAS △PC
기반 관리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추가 장치가 필
요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그대
로 이동한다 엘리베이터 탑승 및 자동
문 통과도 가능하다 처리 물량 증가 시
로봇을 추가할 수 있다 병원 사무실 등
실내 물류 이동 등에 활용 가능하다

지후 웨어러블 로봇 에어프레임

아이언핸드는 액티브 타입(Active Ty
pe) 소프트 외골격 로봇 근육강화 시스
템이다 이 시스템은 △압력 센서와 인
공 힘줄로 작동하는 강화 글러브 백팩
(Backpack) 또는 힙캐리 타입(HipCa
rry Type)의 인체공학적 파워팩(Powe
r Pack) △쉬운 사용 및 힘 등의 조절을
위한 원격 제어 및 안드로이드 앱 지원
기능을 갖고 있다 자동차 항공 건축 제
조 분야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그라인딩
용접 광택 작업 등 고정적인 자세를 유
지해야 하는 작업 프레싱클리핑(Clipp
ing) 등 조립 작업 리프팅 홀딩 등 운반
작업 등에 적합하다

음식점 서빙 비대면 시대 길라잡이

사회적 약자 보듬는 보미로 인기

알지티

로보케어

세오

   

   

알지티(RGT)는 2018년 2월에 설립
된 실내자율주행 로봇 전문개발 기업이
다 이번 로보월드에 자율주행 서빙 로
봇 서로모(SEROMO:Serving과 Pro
motion의 합성어로 서빙과 홍보를 동
시에 제공하는 서빙로봇)를 출품한다
이 로봇은 부가 장비 없이 로봇 스스로
실내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안전
한 주행을 위해 AI 기술을 채택 사람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다 매장 내 테이
블을 피해 움직이는 스마트한 회피 주
행이 가능하다
SEROMO는 4304301200mm
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50kg까
지 음식을 실을 수 있다 최대 12시간
주행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도착하면
음성신호와 LED 디스플레이로 알려
준다
SEROMO의 조작은 간단하다 종업
원은 음식을 트레이에 올리고 원하는
테이블 번호를 누르면 해당 테이블로
SEROMO가 안전하고 빠르게 음식을
전달한다 손님이 음식을 내리고 터치

2012년 설립된 로보케어는 로봇 플
랫폼 설계 로봇 시스템통합(SI) 인지
기능 강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이
다 다년간 축적해온 로봇 개발 노하우
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전국 보건소나 치
매안심센터에서 사용 가능한 그룹형 인
지훈련로봇 실벗 일대일 데일리케어
인지훈련로봇 보미가 있다
로보케어는 2016년 경기도 수원시
치매안심센터 등 여러 곳에 실벗에 대
한 시범보급사업을 실시해 효과성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또 대학병원 임상시
험을 통해 뇌 기능 활성화에 대한 의학
적 검증도 마친 상태다 이후 서울 강남
구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를 비롯 전국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 실벗을 납
품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전국 4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노인복지관 요양
병원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로보
케어는 또한 두뇌 기능 향상 콘텐츠를

보안 감시 카메라 전문업체인 세오
(주)는 보안로봇 아르보(ARVO)를 자
체 개발해 2020 로보월드에 선보인다
2004년 설립된 세오는 CCTV 기반
영상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무
인교통 감시장치CCTV 영상 암호화장
치 등 제품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세오
는 정부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
책에 발맞춰 DNA(Data Network A
I)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로봇 개발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세오는 CCTV와 로봇 기술의 융복합
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
능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상용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
이다
이번 2020 로보월드에 출품한 아르
보는 각종 센서 및 센서 융합 카메라 기
술 등을 이용한 순찰 기능을 통해 발전
소 내부 보일러실 등 어둡고 협소한 밀

를 하면 자동으로 복귀한다
SEROMO의 홍보 모듈을 적용하면
저장된 영상을 3D 홀로그램으로 메뉴
등 제품 홍보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매장 안팎에서 접객 및 상품 소개에 활
용할 수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SEROMO에게 맡기고 종업원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
어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유명백화점 등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로 한국 로봇기술
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간 자기 위치인식 지형지물 매핑 라
이다+카메라+초음파를 이용한 3중 장
애물 회피 구현(고정 장애물 이동 장애
물 작업자 판단)이 가능하다
딜리버리 서비스 로봇 IM 시리즈는
안내서빙관리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듈 장치를 결합할 수
있다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의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 모델이라고 볼 수 있
다 자체 기술로 제작했기 때문에 다양
한 목적에 따라 상부 모듈 및 소프트웨
어 변경이 용이하다
SR시리즈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으
로 차상 애플리케이션 타입과 일체형 제
작이 요구되는 제품에 다양하게 활용 가
능하다 컨베이어/팔레트 타입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와 같이 협업할 수 있다

이동형 방범보안 아르보 이채

   

알지티 자율주행 서빙 로봇 SEROMO

시스콘 자율주행 물류 로봇

로보케어 데일리케어 인지훈련로봇 보미

탑재한 가정용 로봇 보미를 개발했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내에 경도인
지장애환자를 위한 로봇 인지훈련 치료
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보미1은 인터렉티브 도구를 활용
한 두뇌 향상 콘텐츠를 제공해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일대일 탁상형
인지훈련 로봇이다 어르신부터 아이
까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인지기능
강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보미2는
두뇌향상 콘텐츠 제공 뿐만 아니라 로
봇 플랫폼에 자율주행기술을 접목해 복
약 지시 등 각종 생활 알림 서비스를 제
공한다

세오 보안로봇 아르보

폐 공간에서 고위험 작업 시 가스 화기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기반시설
과 고가의 설비와 자재에 대해 순찰 및
감시 활동을 벌인다 발전소 공항 철
도 컨벤션센터 대규모 주거 및 업무시
설 물류센터 대형마트 및 백화점 호텔
및 리조트 등 장소에 활용 가능하다
아르보는 고정식 CCTV 및 IoT(사
물인터넷) 장비와 연동해 이상 감지를
판단한다 또한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원격제어와 현장 정보 획득이 가능하
다 각종 환경센서를 탑재해 라돈 온
습도 미세먼지 가스(일산화탄소) 등
을 탐지할 수 있다

드링크봇드립봇 등 카페봇 시선 집중

고정밀 감속기 美 대량 공급 길 열어

티로보틱스


에스피지



티로보틱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분
야에서 인정받은 로봇 기술력을 기반으로 물류
및 카페 재활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로봇
기업이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용 진공 로봇
을 넘어 인간과 사회의 자유로운 모빌리티를 꿈
꾸는 글로벌 로봇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티로보틱스는 2020 로보월드에 물류 로봇
캐리로 보행재활 로봇 힐봇(Healbot)G 카
페봇 시리즈인 드링크봇 드립봇 등 제품을 출
품한다 물류로봇 캐리로(CarriRo)는 인력 부족
에 시달리고 있는 물류 및 제조현장에 적합한 제
품이다 작업자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무인화된
반복이송 작업이 가능해 전체적인 작업 효율을
높인다 약 150~200kg의 부하 하중을 견디며
600kg에 달하는 수동 대차를 견인할 수 있다 한
번 충전으로 장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며 별도
의 티칭 준비 없이 독자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
으로 자율주행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3PL 물류
센터 자동차 부품 제조사 식품 제조 및 유통업
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행재활로봇인 힐봇G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 재활을 지원하는 로봇이다 단계별 근력 보
조 조절이 가능한 4축 외골격 로봇으로 간편하
게 조절 착용이 가능한 프리피팅(FreeFitting)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KIST 아산병원과 개발
및 임상시험 협력을 하고 있다





1991년 창업한 에스피지는 그동안 일본의 하모
닉드라이브 심포 등에서 전량 수입해 오던 로봇 관
절에 사용되는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해 주목받고
있는 업체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
국 2개 베트남에 1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PG의 사업 영역은 산업용 기어드 모터와 가전
용 모터 감속기이다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S
H감속기와 산업용 로봇의 관절로 쓰이는 SR감속
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향후 국내 로봇기업 수요 증
가 및 중국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경우 연간 5만대 규
모까지 생산라인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에스피지는 기어드 모터 생산 분야에서 오랜

재활 로봇인 힐봇T는 뇌졸중 환자의 초기 보
행운동 능력 회복을 위한 트레드밀(Treadmill)
타입 보행 보조 로봇이다 실제적인 보행운동 구
현을 위한 14축 자유도가 지원되는 외골격 로봇
으로 직관적인 작동 화면 UI를 제공한다 티로
보틱스는 이번에 푸드테크 로봇인 카페로봇을
선보인다 커피 추출 로봇(Drip Bot) 및 바텐더
로봇(Drink Bot) 디저트 로봇(Dessert Bot) 등
이다 티로보틱스는 이들 로봇을 패키지 개념으
로 제공하고 있다 성수동에 오픈한 로봇카페는
이같은 개념 하에 설계됐다

브이디컴퍼니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국내 AC 기어드 모터와 D
C모터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에스피지는 이번 로보월드 2020에 기어드 모
터 기술과 감속기 기술을 주로 소개한다 에스피
지는 오랫동안 표준 기어드 모터 및 가전 모터 등

고정밀 베어링 등 초우량 구동장치로 이름값
에스비비테크




1993년 설립된 에스비비테크는 정밀측정기
술을 활용한 고정밀 베어링 액추에이터 제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초우량 구동장치 제조 전문회
사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이다
에스비비테크는 로봇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
를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면서 주목 받았다 로
봇 부품은 정밀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
가 높아 국산화가 절실했는데 정밀 감속기 등의 제
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을 선도하고 있다
초정밀 감속기인 로보 드라이브(ROBO Driv
e)는 소형 경량화 논백래시(NonBacklash)를



브이디컴퍼니(VD COMPANY)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빙 로봇 리테일시스템 무인판매기 자
율주행 소독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브이디
컴퍼니의 V는 Vivid(생생한) D는 Dream(꿈)의
약자로 생생하게 꿈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뤄진
다는 뜻을 담고 있다 브이디컴퍼니가 이번 전시
회에서 선보일 제품은 서빙 로봇인 푸두봇(Pud
uBot)이다 푸두봇은 6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
고 2개는 구동 바퀴 4개는 보조바퀴다 이 바퀴
는 독립적인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충격을 최소
화시킨다 또 05 초 정도의 짧은 제동 시간은 긴
급 상황에서의 충돌을 방지한다
국물류의 음식을 서빙할 때 매장 바닥의 재질
상태나 갑작스러운 방해물에 의해 멈출 경우 국이
넘쳐버리는 일이 생기곤 했다 이 문제를 소프트웨
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이동 단계 세분화 보조 바퀴
서스펜션 변경 등을 통해 극복했고 푸두봇은 현재
설렁탕 전문점 등의 식당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푸두봇은 강력한 확장성을 가진 로봇으로 고
안되었다 다양한 공간에서 아이템을 운반하고

에스피지 기어드 모터

을 공급해 시장을 확보하고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해 왔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는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감속기 유성 감속기
등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외
산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들인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에스피지의 고정밀 감속기 SH시리즈는 다수
의 로봇 제작업체에 납품되고 있으며 SR시리즈
는 최근 미주 시장 완성품 제작업체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대량 공급의 길을 열었
다 에스피지는 최근 도장라인 이송장치 국산화
에도 성공했다 자동차 도장라인에 차체를 이송
하는 라인의 동력전달 장치로 고출력의 동력 전
달과 정밀도 내구성 특히 작업환경에 밀접한 소
음발생도까지 고려해야 한다

티로보틱스 바텐더 로봇(Drink Bot)

충돌엎지름 없는 완벽 서빙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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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비테크 초정밀 감속기 로보 드라이브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 및 조립이 쉽고 타 감
속기에 비해 반복 위치결정 정도와 회전 정도가
높다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FPD 제조
장치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 사용된다 로보 베어

링(초박형 베어링)은 반도체 제조설비 로봇 등
에 사용되며 베어링 대비 작은 단면적으로 효율
적인 설계 및 경량화가 가능하다
MR액추에이터는 감속기 모터 브레이크 엔
코더 드라이브 등 일체형 구동장치다 구동 모듈
별 블록완구를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로
봇 구성이 가능하다 이 회사가 개발한 협동 로봇
은 이더캣(ETHER CAT) 방식을 사용해 쉽게 컨
트롤이 가능하며 스카라 델타 다기능 로봇에
적용 가능하다
공장자동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이 장점이며
작업자가 꺼려하는 3D작업 인간과의 협업이 필
요한 현장에 사용할 수 있다 모듈 방식을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고객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새롭게
구성해 공급할 수 있다

자체 개발 모터 드라이버로 산업현장 어필
엠디로봇


브이디컴퍼니 서빙 로봇 푸두봇

로봇 외관 디스플레이 등에 독창적인 맞춤형 광
고를 진행할 수 있다 호텔 레저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비즈니스 공간 공항 역 등 모든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 판매
솔루션 더편박스도 선보인다 미리 등록한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문을 연 후 상품을 꺼내고 문을
닫으면 손쉽게 결제가 완료된다 자판기로는 판
매가 어려웠던 김밥이나 도시락 가정간편식(H
MR) 등의 식품도 판매가 가능하다



엠디로봇은 15년 전부터 모터 정밀제어를 위
해 모터 드라이버 자체기술 개발과 고객사의 다
양한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제품 제공으로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일반 DC 서보모터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모터 드라이버가 엔코
더 입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성능 BLDC 서보모터
장착시 제어성능을 높이고 더욱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비
하기 위해 과부하 과온도 과전압 저전압 외부 단
락감지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내장하고 있다
엠디로봇은 50W~2의 BLDC 모터 구동이
가능한 듀얼 채널용 모터 드라이버 개발 및 양산

엠디로봇 모터 드라이버 엠디시리즈

50W~2까지의 다양한 용도에 사용이 가능한
모터 및 구동모듈의 개발 및 양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엠디로봇은 LG CNS의 자동물류시스템용으로
BLDC 모터 드라이버 MD500 원격제어기 등을

공급한 실적을 갖고 있으며
쿠팡 자동 물류센터 구축시
스마트 소터 제어시스템을
납품하기도 했다
엠디로봇은 재활 로봇 사
업에도 진출했다 현재 다양
한 재활 로봇 제품을 개발해
양산하고 있으며 국립재활
원의 과제에 선정돼 향후 2
년간 첨단 재활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의 요
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더욱
향상된 보행재활 로봇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
다 엠디로봇은 앞으로 BLDC 모터와 모터드라
이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확장성이 큰 재활 로
봇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 모바일로봇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로봇 부품 주요 출품업체

압력힘 감지센서로 기술력 급상승
피디케이

자율주행 교육용 플랫폼 보급
위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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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체도 잡아내는 그리퍼 눈길
온로봇코리아

 

 

 

측정장비 전문업체인 피디케이는
1994년 피엔디코리아로 출발했으며
2003년 피디케이(주)로 전환됐다 측
정장비 분야에서 수년간의 현장 경험
및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피디케이 계측기사업부는 해외 선
진 기술인력으로부터 꾸준히 기술자
문을 받고 있으며 수준 높은 품질 관
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계측장
비 성능의 최적화 및 양질화에 노력하
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압력/힘 감지
센서 PSR 제품은 PSR 센서의 입력부 표
면에 인가된 압력/힘의 증감에 따른 저항
의 변화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자동차 전자장치 로봇 애플리케이
션 전자음악 장비와 같은 사람의 접촉
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양한 형태와 길이로 제작이 가능
하고 내구성을 보유한 제품으로 고객
사양에 맞게 측정범위를 조절할 수 있
다 온오프(ON/OFF) 스위치 정도로 사

위고(WeGo)는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교육용 플랫폼과
연구용 플랫폼을 제공한다 4차 산업
혁명의 주력제품군인 무인자율주행
드론 다관절 로봇(협동 로봇) 및 계측
장비를 다양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공급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및 강화학습 증강현실/
가상현실(AR/VR)을 통한 사물인터넷
기술 등의 분야에도 도전하고 있다
자율주행 연구 및 교육용 위카(WeC
AR)는 ROS 기반으로 연구 및 교육 진
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이다 교
재 및 자율주행 관련 커리큘럼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초보자들도 쉽고 빠르
게 자율주행 연구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RP42 미니(MINI)는 자율주행 AGV
교육 플랫폼이다 무인자율주행에 필
요한 센서들을 교육 및 실습할 수 있고
두 가지 제어기를 통해 폭넓게 교육 및
연구할 수 있다
무인자율주행에서 흔히 사용하는 라

그리퍼 전문기업인 온로봇은 2015
년 설립됐으며 사업을 계속 확장해오고
있다 2018년 퍼셉션 로보틱스(Percep
tion Robotics) 옵토포스(OptoForce)
와 합병한 데 이어 퍼플로보틱스(Purpl
e Robotics)를 인수했다 작년 4월에는
그리퍼 및 비전 시스템을 만드는 덴마
크 기업 블루워크포스(Blue Workforc
e)의 지식재산을 인수했다
온로봇은 전기 그리퍼 힘토크 센서
진공 그리퍼 게코 그리퍼 툴 체인저 등
다양한 종류의 EOAT(Endofarmto
oling)를 만들고 있다 덴마크 오덴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댈러스 소에스트
(독일) 바르셀로나 바르샤바 상하이
도쿄 안양(한국) 싱가포르 부다페스
트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온로봇코리아는 2020 로보월드에
전기 그리퍼 힘토크 센서 진공 그리퍼
게코 그리퍼 등을 선보인다 온로봇의
제품들은 포장 품질 관리 자재 처리
머신 텐딩 조립 및 표면 마감과 같은 작
업을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자동화할

피디케이 압력힘 감지센서 PSR 

용할 수 있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직선
성(Linearity)이 우수한 제품으로 특정
구간에 대한 측정이 뛰어나다
HMI 솔루션분야 촉각 감지 솔루션
분야 로봇 아날로그 데이터 수집(피드
백) 분야 스포츠 측정 응용 사물인터
넷 운반용 드론 자동차 시트 압력분포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최소 반응 힘은
05N 측정범위는 0520N이다

로봇기업의 디자인 파트너 우뚝
디자이너스킹덤

위고 자율주행 연구 및 교육용 플랫폼 위카

이더(LiDAR) 레이다 3D 심도카메라
GPS 등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임베디드
컴퓨터를 상위기로 그리고 직관적인
언어인 랩뷰(LabVIEW)를 기반으로 하
는 NI 마이리오(myRIO)를 하위 제어
기로 탑재해 다양한 프로그램 알고리즘
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실제 자율주행차량 주행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상환경에서 효율
적이고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했
다 제공되는 가상환경 데이터는 실제
센서 및 차량의 프로토콜과 동일해 비
전 이미지 처리 경로계획 등 자율주행
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가상에서 검증
한 후 실제 차량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
다

코로나 방역기에 모터펌프 공급
길산업

지지엠(GGM)

 

 

디자이너스킹덤은 로봇 디자인 전문
기업이다 1998년부터 산업 디자인 분야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로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 로봇 디자인에 뛰어들었다
국내 전문 로봇기업들과 함께 교육용
부터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까지 다
수의 로봇 디자인 경험을 갖고 있다 디
자이너스킹덤은 로봇과 디자인이 만나
는 모든 분야의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함께 로봇 디자인 소재 분
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시작할 때 컨셉 만큼이나 중요
한 것이 소재다 디자이너가 만들고자 하
는 로봇의 컨셉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소
재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다양한 아이디어
와 콘텐츠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디자이너스킹덤은 2018년과 2019
년 로보월드 기간에 ROBOT+DESIG
N+MATERIAL이라는 컨셉 하에 기
획 전시를 진행했다 로봇 디자인의 모
든 분야에서 로봇+디자인+소재를 기
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로봇
기업의 로봇전문 디자인 파트너가 되겠

길산업은 1996년 8월 창립 이후 모
든 산업의 기본인 모터 펌프를 연구개
발생산하는 전문 회사로 성장해왔다
설립 초기부터 일본 전문 모터기업 국
내 대학 등과 제휴해 최첨단 선진 모터
기술과 자체 기술을 접목해왔다
길산업은 이번 2020 로보월드에 각
종 모터와 펌프 등 제품을 선보인다 이
회사의 모터는 소형 정밀 첨단 모터로
서 적합하다
중국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고품질 단납기 장기 신뢰성
을 보증한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용 각
종 방역기에 모터와 펌프를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 모터는 로봇 무인서비스
무인자판기 산업용 자동화기기 사무
실 OA기기 생활용품 기기 드론 AR/
VR 기반 기술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길산업은 일반 AC/DC모터 뿐 아니
라 브러시리스 모터(Brushless Moto
r) 싱크로너스 모터(Synchronous Mo

GGM은 1979년 설립 이래 40년간
오직 AC DC 소형 기어드 모터(Geared
Motor)를 일관되게 만들어온 모터 전
문기업이다
일반산업 제조현장의 자동화 스마
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어드
모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세
계 최고의 기어드 모터를 만든다는 슬
로건 아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아낌
없는 투자로 저소음 고효율 고강도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기어드 모터 국산화에 성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 뿐만 아니
라 해외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 최고의 기어드
모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 로보월드에 선보이는 기어드
모터는 기어가 내장되어 있어 속도를
감속하고 원하는 토크(Torque)를 낼
수 있다
게임기 사무자동화기기 냉장고 자
동판매기 공장자동화 금융기기 농업

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해외 로봇 전시
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ROBOT+DESIGN+MATERIAL
이라는 컨셉으로 로봇을 만들 때 사용
할 수 있는 소재는 다양하다는 것을 보
여 주기 위해 디자이너스킹덤은 지난해
종이로 로봇을 만들어 변신할 수 있는
제품을 종이 가공기업과 함께 만들어
이벤트 전시했다 이번 2020 로보월드
에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이 구조물을 활용한 로봇을 형상화해
전시의 컨셉을 표현할 수 있도록 대형
로봇형상을 구성에 추가해 포토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 있도록 한다 게코 그리퍼는 도마뱀
의 접착 방식을 이용해 그리핑 자국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기 없이 평평한 물
체를 잡을 수 있으며 딱딱하고 구멍이
있는 물체도 잡을 수 있다 페이로드는
1kg 3kg 5kg 등이다 3핑거 그리퍼는
외경 뿐만 아니라 내경에 맞춰서도 그
리핑이 가능하고 그리퍼의 팁 포지션
변경이 가능하다 다양한 크기의 부품
그리핑에 최적화해 핑거팁(Fingertip)
맞춤 설계 및 장착이 가능하다 페이로
드는 10kg(최대 15kg)이다 RG2/RG6
그리퍼는 설치가 쉽고 2kg 6kg(최대 4
kg 10kg)의 페이로드를 지원한다

소형 기어드 모터 생산 40년 외길

 

종이로 만든 디자이너스킹덤 변신 로봇

어떤 물체도 집을 수 있는 온로봇 그리퍼 RG2

길산업 기어 모터

tor) 표준 기어 모터(Standard Gear M
otor) 스테핑 모터(Stepping Motor)
유니버설 모터(Universal Motor) 쉐
이딩 코일 모터(Shading Coil Motor)
3상 모터(3Phase Motor) 인버터 모
터(Inverter Motor) 등과 함께 표준 기
어 수퍼 기어 헬리컬 기어(Helical Ge
ar) 유성 기어(Planetary Gear) 웜 기
어(Worm Gear) 등 다양한 기어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기어펌프 에어펌프 순환펌프 정량
펌프 화학펌프 다이아프렘 펌프(Diap
hragm Pump) 피스톤 펌프 등도 공급
하고 있다

GGM 소형 기어드 모터

기계 식품기계 가전기기 등 다양한 제
품에 적용되고 있다
소형 DC기어드 모터 표준 AC/DC 모
터 BLDC 고강도 및 평행축 감속기 디
지털 스피드 컨트롤러 등 다양한 용도에
맞게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
우수한 속도 안정성 고출력 소형화
실현 저소음 저진동 슬로우 업(Slow
up) 슬로우 다운(Slow down) 등 기능
이 내장되어 있으며 과부하 및 과전류
과전압 저전압 등 보호장치가 내장되
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감속기 신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며
마력모터 생산도 고려하고 있다

다축 힘 토크 센서 기술 4족 보행로봇 선보여
에이딘로보틱스

격이 다른 정밀 감속기높은 안전성 자랑
디알드라이브


에이딘로보틱스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내 로보틱스 이노베토리(Robotics Innovatory)
실험실에서 출발한 로봇기업이다
1995년부터 축적한 필드센싱(Field Sensin
g) 기술에 기반해 새로운 센서 기술들을 연구 개
발하고 있다 필드센싱 기술인 메소 스케일(Mes
oScale)의 변화를 감지해 작업자와 충돌 없이
미리 회피하거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듀얼모드 근접(DualMode Proxi
mity)접촉센서(Tactile Sensor)와 마이크로 스
케일(MicroScale)의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해
로봇에서 힘토크를 측정할 수 있는 다축 힘 토크
(MultiAxis Force/Torque) 센서를 개발했다
힘 토크 센서는 물체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측정하는 센서로 기계항공 바이오메카닉 자동
차 공장자동화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이딘로보틱스의 힘 토크 센서는 외부 충격
에 강인하여 내구성이 보장되며 3축 힘과 3축 모
멘트 모두 측정이 가능한 6축으로 되어 있다 별
도 측정장비와 증폭기 없이 간단한 연결로 6축
힘 토크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다
듀얼모드 근접 촉각 센서는 자동화된 공정라
인에서 작업자와 로봇 간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에이딘로보틱스 사족 보행로봇 에이딘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접 센서는 자동화
된 로봇이 작업자를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돌하기 전에 로봇이 알
아서 회피할 수가 있다 4족 보행로봇 에이딘(Ai
DIN)은 동물처럼 다리를 이용하여 걸어다니는
로봇으로 바퀴형 로봇이 극복할 수 없는 지형을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iDIN 로봇은 토크
센서를 탑재해 지면의 반발력를 측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게 가능하다 이
를 통해 엘레베이터의 버튼를 누르거나 짐을 옮기
거나 차를 끄는 등 다른 사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라이더(LiDAR) 비전 카메라 그리고 다양
한 측정장비를 탑재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데이터
수집을 하는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골격 위치 추적 마시지 로봇 개발
마젠타로보틱스

마젠타로보틱스는 이번 로보월드에 지압 주
무름 온열 광선 등의 다양한 엔드이펙터를 자동
으로 교체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로봇 플랫폼 피로제로(PIROZERO)를 선보
인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등 사회적 비
접촉비대면 서비스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 제공
자의 체력 부담을 줄이고 비접촉을 통해 대면 서
비스의 불안을 해소하고 웰에이징(Wellaging)
을 함께 하기 위해 개발했다
3차원 카메라 기반 영상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근골격 위치를 추정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마사지를 제공하며 학습을 통해 강도 반복 등의
운영을 조절해 사람의 손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다
마사지 로봇 플랫폼의 하드웨어는 협동 로봇
엔드 이펙터 체인저 영상인식 및 처리장치 등으
로 구성되어 있어 실시간 영상인식과 협동 로봇
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했다
근막동통증후군(MPS) 거북목 둥근어깨(Ro
und Shoulder) 오십견(동결견 Frozen Should
er) 등 근육 및 자세성 근골격계 질환에서 적절한
압통점(Trigger Point)을 찾아 마사지를 제공하
여 PC 및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을



스타트업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디알드라이브는 로봇의 핵심부품인 정밀 감
속기를 자체 개발해 제작하는 업체다 디알드라
이브에서 개발한 DRG 감속기는 기존의 하모닉
드라이브와 RV기어(Gear) 등으로 대표되는 싸
이클로이드 방식의 감속기와는 기술적으로 다
르다 하나의 편심 외치기어에 기어수가 다른 내
치기어 한쌍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맞물림 구조
를 양방향으로 구성해 안전성을 높였다
로봇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

디알드라이브 DRG 감속기

에서도 서비스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 시장 대
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서비스 로

봇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형 감속기는 작고
정밀하지만 감속비가 낮아질수록 크기가 작아
지고 높은 강성을 견디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제
한된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디알드라이브는 기어의 치형 변화를 통해 감속
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 제품에
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1:35~1:200까지의 감
속비를 갖고 있어 소형 크기(ø60)부터 대형 크기(ø
300)까지 넓은 범위에서 제작이 가능하다 올해 처
음으로 제품을 선보이는 디알드라이브는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디알드
라이브의 제품 적용을 검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업체용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살아있는 듯한 물고기 로봇 세계 최초로 상용화
아이로

아이로(AIRO)는 생체모방 물고기 로봇을 세
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수중로봇 기업이다
20cm 소형 로봇에서 120cm의 대형 로봇까지 다
양한 물고기 로봇들을 출시했다 수중 데이터통
신 기술을 탑재하고 자기위치인식 기반 하에서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응용 기능들을 물고
기 로봇에 탑재하면서 고도 기술을 확보한 수중
로봇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까지 출시한 물고기 로봇은 소형 열대어
MIRO5 중형 잉어 MIRO9 중형 실러캔스 MIR
O21 등이다 아이로는 이번 로보월드에서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소개해 전 세계인으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물고기 로봇 축구게임
아이스하키 게임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

아이로 물고기 로봇

여 선보인다 또한 120cm의 대형 물고기인 샌드
타이거 상어 로봇 MIRO13을 새롭게 내놓는다
물고기 로봇 축구 게임 시스템 아이스하키 게
임은 물고기 로봇이 수중에 위치하여도 유영 제
어가 가능한 전용 원격제어기를 개발해 수중에
서도 데이터 통신 끊김이나 통신 지연 없이 실시

간으로 물고기 로봇의 위
치를 인식하고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므로 한층
실감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샌드타이거 상어는 아
쿠아리움에서 관람객들
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수중 생물 중 하나로 멸종
위기 보호어종으로 지정
되어서 상업적인 거래가
금지됨으로써 앞으로는
아쿠아리움의 수조에서 볼 수가 없게 되는 어종
으로 아쿠아리움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 물고기
로봇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샌드타이거 상어 개발 시제품은 120cm 크기와
내부가 기능성 블록 구조로 되어 있다 블록을 연
결함으로써 최대 200cm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SW+로봇 융합 교육세트로 눈높이 학습
핸즈온테크놀로지

마젠타로보틱스 마사지 로봇 플랫폼 피로-제로

관리하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
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사지 로봇 플랫폼이 기존 안마의자와 다른
점은 오일 및 젤 도포 등을 로봇이 수행하고 이펙
터 교체를 통해 도포 부위에 지압 마사지 등을 제
공하는 피부 접촉방식의 오일 마사지 등의 제공
과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용자별 맞춤형 마사지
제공으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콕 집어서 마사지 받
을 수 있는 피로제로는 병원 실버타운 헬스케
어 피부 및 마사지숍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핸즈온테크놀로지는 손으로 만들고(Hands
On) 가슴으로 느끼는(MindsOn) 교육을 꿈
꾸는 교육 콘텐츠 기업이다 2014년부터 용산 전
자랜드에 핸즈온캠퍼스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와 로봇을 융합한 교육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고의 교육 브랜드인 레고에듀케이션(Lego Ed
ucation) PITSCO에듀케이션과 파트너십을 체
결하고 소프트웨어와 메이커 교육을 융합하는
콘텐츠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핸즈온은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위두(WeDo) 20 교육용 로봇 코딩 제품인 스파
이크 프라임(SPIKE PRIME) 등을 공급하고 있
다 위두 20 코어 세트는 흥미로운 탐구 기반의

레고 교육용 코딩 로봇 스파이크 프라임

방법론에 기초해 STEAM 개념을 가르쳐주는 체
험 학습 솔루션이다 이 세트는 협업을 염두에 두
고 개발되었으며 레고 브릭과 수업에 적합한 소
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과학 공
학 및 컴퓨팅 원리를 소개하기에 좋다

스파이크 프라임은 초등 고
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STEAM 학
습교구다 스파이크 앱은 시작
하기 자료와 더불어 교육과정
표준에 기초한 STEAM 콘텐츠
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및 컴퓨
터 과학 중심의 4가지 학습 단
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V3 코어세트는 3세대 로봇
교육용 플랫폼 EV3를 교실 수
업용으로 활용하는데 최적화된
세트다 수업에 필요한 핵심 재료들을 모두 포함하
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EV3 코어세트
를 갖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한다 직
접 만들고 프로그래밍하여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
쳐 보다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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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활용 온택트 전시방법 첫 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번 로보월드에서 한국로봇융합연
구원(KIRO)은 2020년의 화두인 코로
나19로 인한 사회 상황을 반영한 새로
운 전시 방법을 시도한다 KIRO가 개발
중인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해 포항
신항만에 위치한 KIRO 안전로봇실증
센터를 연결 그동안 전시할 수 없었던
큰 규모의 FRP 배관내부 접합로봇과
특수목적 기계를 전시한다 FRP 배관
내부 접합로봇은 KIRO가 삼성엔지니
어링과 공동 개발한 건설안전 로봇으로
공사기간의 단축과 노동자 안전이라는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한 로봇이
다 전시 생중계는 하루 3회 진행될 예
정이다 (연구원 부스(C05) 내 시간표
참조)
또 지난 4월 포항공대 지능로봇연구
센터와 공동개발한 자율이동 방역로봇
플랫폼인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전시
시연한다 스워브 드라이브(Swerve Dr
ive) 방식의 전방향 이동이 가능한 이동
체와 6자유도 매니퓰레이터가 결합된
로봇으로 자율주행과 매니퓰레이션 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술 연동을 통해 무인 방역 물류자동화
등 다양한 모바일 매니퓰레이션 기반 애
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배관분야에는 대규모 용수공급관로
내부를 이동하며 관내 부식 결함 등을
탐상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지
능형 ILI(InLine Inspection) 비파괴
정밀진단 기술을 확보한 로봇과 자율
주행을 통한 산업용 배관 내부 정밀 검
사가 가능한 로봇으로 수집된 검사 데이
터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관리되는
기능을 보유한 로봇 2가지가 전시된다

광운대 로봇학부

이번 로보월드에서 한국생산기술연
구원(KITECH)은 연구원에서 개발보
유 중인 로봇 기술을 시연하고 소개한다
산업용 로봇 제어기 기술은 직관적인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기반
의 로봇 제어 및 비전 통합 운영 SW 기술
이며 제조 및 포장 공정에 적용되고 있
다 자동화 솔루션으로 설비 축소 지속
적인 고속작업 실현 다품종 전환 용이
최소 인력배치 운용의 장점이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스마
트 팜 수확 로봇 기술은 스마트 팜에서
로봇을 이용해 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로
작물 숙도 인식 위치 인식 수확 및 작
업 관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물체 조립 자동화 기술은 다양한 물체
를 파지 가능한 스마트 그리퍼 설계 기술
과 물체의 사전 정보 없이 파지를 가능하
게 하는 어드밴스드 블라인드 그래스핑
(Advanced Blind Grasping) 기술 자
동 물체 조립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
스페이스 로봇 기술은 우주 환경에
서 인공위성에 부착될 로봇 팔을 이용



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팜 수확 로봇 개념도

한 랑데부 도킹 근접 운용 작업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설계 및 해석 제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 재활 기술은 의료 서비스 및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재활 로봇에 관한 기술
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보행 보조
장치 손 부상 재활 장치 의료용 더미 당
뇨 모니터링 장치가 소개될 예정이다
텔레워크스테이션 기술은 원격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로 원격 작업 능
력 극대화를 위하여 VR(가상현실) 기
반 텔레프레전스 기술을 포함하고 있
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위
험한 일을 위한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VR 기반 텔레프레전스 구현 시스템 및
장시간 사용에도 조작자의 피로를 저감
할 수 있는 장치가 결합된 워크스테이
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 효과 만점
두원공과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광운대 로봇학부 학생들 실습 모습

이는 어떻게 협동 로봇을 현장에 적용
하고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과 전
문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광운대는 협동 로봇 등 로봇 개발 뿐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
고 있다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 고용노동부의 펀딩을 통해 3개
의 로보틱스 과정이 운영되며 4~7개
월 동안 로봇 관련 SWHW의 이론교
육 실습교육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협동로봇 전문가 자율 주행로봇 제어
테크니션 로봇시스템 인티그레이터
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지능로보
틱스 연구센터에서는 연구원에서 개발보
유중인 로봇 기술을 시연하고 소개한다
물류 서비스용 처음 보는 물체 로봇
피킹 인공지능 기술은 신선식품 등 물
류 현장의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물체를
추가 학습 없이 바로 피킹할 수 있도록
하는 피킹 기술 개발이다
인도경계석 극복 자율주행 이동 로봇
은 도시생활 환경에서 자율주행하는 이
동 로봇이 극복해야 하는 많은 장애물 중
대표적인 수직 장애물인 인도경계석을
극복하는 이동로봇으로 8개의 모터를
제어하여 인도경계석을 오르내리는 메
커니즘 및 제어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사람을 위한 조립 설명서를 이해하
고 조립 작업 계획을 생성하는 인공지
능(AI) 기술은 딥러닝 방식의 AI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가구 조립 설명서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국형 표준지향 개방형 모션제어
시스템은 국제 표준인 IEC 611313을
만족하는 통합개발환경 OPC UA HM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 물체 피킹 기술

I 모듈로 이루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동
작하도록 GMC 하드웨어 및 모션 제어
라이브러리 구조로 구성된다
스마트 그리퍼 시스템은 제조공정
및 물류 현장에 쉬운 적용이 가능한 힘
토크 센싱 기능 및 AI 기반 작업물 인식
기능을 갖는 보급형 그리퍼이다
재난환경 대응 FMCW 라이다 기술
이란 태양광 비안개먼지 상호간섭
등 실내외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
인 운용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로봇의
위치인식 및 장애물 검출 센서로 활용
가능한 고성능 3차원 FMCW 라이다에
광반도체(PIC) 공정기술을 적용하여
소형화 및 염가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로봇 기술명장 양성 일번지
서울로봇고등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
과는 문제해결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
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캡스톤 디자인
중심의 팀별 수업을 진행하며 3D CAD
및 3D 프린터를 활용한 기구설계기술
아두이노를 활용한 IoT 및 통신제어기
술 PLC를 활용한 자동화 제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D 프린터 동아리는 20여명으로 구
성돼 있으며 3D 프린터로 부품을 출력
하면서 불편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성능개선 작업을 시작하였다
2가지 모델의 3D 프린터 성능을 개선하
면서 3D 프린터의 기구부 및 제어 프로
그램을 이해하고 운용기술을 습득하였
다 단색의 필라멘트 다수를 자동으로 교
환 가능한 다색 3D 프린터를 개발해보
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7월부터 다색 3D
프린터 개발에 착수했다 로봇 전시회에
출품하는 5색을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
터는 학생들이 직접 3D CAD로 기구부
를 설계하고 필요한 부품은 3D 프린터

인공지능 물체 피킹 기술 혁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협동로봇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광운대 로봇학부에 진학하게 되면 1
학년 교육과정에는 로봇학입문 강의
를 통하여 기본적인 로봇에 대한 지식
을 쌓고 2학년부터는 정보제어 전공
과 지능시스템 전공 중에 본인에게 적
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 선택
후에는 직접적인 실험 과목들을 수강하
여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자신의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해 볼 수 있다 최
종적으로 4학년 과정에는 캡스톤 디자
인을 통하여 이전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과 기술들을 바탕으로 로봇과 인간
의 조화에 대한 고찰 및 로봇 제작을 경
험함으로써 로봇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광운대는 협동로봇 전문가 양
성 등 국내 최초로 로봇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협동로봇은 중소업체에서 스마트공
장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
단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교육이 작
동 위주의 단기 교육에 그치고 있는데

작물 수확도 로봇 대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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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과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D 프린터

로 출력하여 시제품을 개발한 것이다
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서는 기업의
애로기술 및 신제품 아이디어를 산학협
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두원최고경영
자과정의 원우기업과 두원산학포럼을
결성했다 회원사에서 애로기술 및 신제
품 아이디어를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과제로 제공하고 학
생들과 회사가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이다 결과물로서는 태양광발
전 기능을 가진 LED조명 부착형 도로보
조 표지판 스마트폰으로 제어가능한 냉
동식품 자동 튀김기 및 스마트폰으로 티
칭하는 다관절 협동 로봇이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로봇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서울로봇고등학교
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사업인 로
봇 분야 기술명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성
장동력 산업에 부응하기 위해 로봇 분야
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
여 기술과 감성을 통한 교육으로 로봇
영마이스터를 양성하고 있다 4년 연
속 서울특별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
취업률 종합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유
일 드론 운용병 군사특기 인력양성 드
론 예비학교로 지정되었고 2019년 러
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45회 국제기능
올림픽 모바일 로봇 직종에서 졸업생이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에는 스마트빌딩 미니 로
봇 댄서 퍼포먼스 휴머노이드 스마트
푸시 로봇 등을 선보인다 스마트빌딩은
지멘스 PLC를 사용해 3층 엘리베이터
를 작동시키는 작품으로 도트매트릭스
패널을 사용해 엘리베이터 동작을 실시
간으로 볼 수 있으며 스위치를 통해 상

서울로봇고등학교 학생들 실습 모습

황에 따라 적절한 제어가 가능하다 투명
아크릴을 사용해 엘리베이터를 구현했
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부가 보인다
미니 로봇 댄서는 축구 격투 댄스 등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 로보플러스 모션 20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댄스 동작을 로봇에 프로그래밍
하여 다양한 노래에 맞춰 댄스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든 로봇이다
퍼포먼스 휴머노이드는 3D 프린터
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로봇으로 레
프트 훅 라이트 훅 어퍼컷 킥 등 다양
한 격투 동작을 제어하여 화려한 퍼포
먼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쌈봇 DIY 스포츠 로봇 씸봇에듀(EDU)



지역거점센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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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이 탑재형 물류 로봇

블루커뮤니케이션 SW코딩 학습용 로봇 어썸봇(AsomeBot)

서울에이앤티 실로폰 연주로봇 로봇 실로포니스트

문화예술교육게임 등 로봇 영역은 무한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는 산업기술 발
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기업 육성 체계 강화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기반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기
반 확충 4차 산업혁명 선도적 역할 인천전략산
업 육성 및 지원 디자인문화산업 가치 창출을 통
한 미래 전략 산업 육성 경영시스템 고도화 사회
적 가치 실현 직무전문성 제고를 통한 조직 경쟁
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는 로봇를 통해
인천지역의 로봇산업혁신클러스터 인천로봇랜드
조성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로봇기업 혁신성장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로봇문화 확산 지역 특화로
봇(물류 엔터테인먼트 등) 육성 등을 통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 인천 조성과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센터에는 로봇 및 드론
관련 기업 60여개사가 입주해 집적화를 통한 시
너지 창출 및 미래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품 사업화 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지
원 스타 기업 발굴 등 기업지원과 어린이 로봇캠
프 창작 로봇 교실 등을 통해 로봇 꿈나무도 발굴
하고 있다

◇로보웍스

 

로봇 솔루션 기업 로보웍스는 교육용 코딩 드
론 코드론 미니(Codrone Mini)와 인공지능 학
습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 주미(ZUMI)
를 선보인다 코드론 미니는 코딩 입문자가 조종
기와 PC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드론을 이해하고
코딩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미니 드론이다
주미는 사용자 얼굴이나 사물을 인식시켜 인공
지능 원리를 배울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 제로와
Pi카메라 OLED 화면을 탑재해 프로그래밍이 가
능하고 아두이노와 웹 기반의 블록코딩 파이썬

◇더케이볼트

등 코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조은에듀테크

 

교육용 로봇 기업 조은에듀테크는 치매예방 안
전망 드론 BR S65와 코딩 드론 BR C105를
선보인다 BR S65는 덕트형 타입의 프레임과
그물형 가드로 구성된 2중 안전 강화 드론이다 비
행이 안정적이고 조종이 쉬워 어린 아이부터 어른
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BR C105는 세계
최초 언플러그드 코딩이 가능한 드론이다 언플러
그드 코딩부터 온라인 피지컬 코딩까지 다양한 코
딩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다 300대 이상 동시 비행
이 가능해 드론 교육 및 대회에 최적화돼 있다

◇보드테크앤다비드

 

광학기기 전문기업 보드테크앤다비드는 CNC
조각기 레이저 조각기 등을 선보인다 해외 시장
을 목표로 개발한 CNC조각기 툴리H 시리즈는
디자인 설계 생산까지 도맡아 제작한 순수 국산
기계다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고성
능 스핀들을 탑재해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모던하
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노바35(NOVA
35)는 CO₂ 레이저 방식으로 종이 아크릴 나무
가죽 등 비금속 소재를 레이저 커팅 및 레이저 마
킹을 할 수 있는 조각기다 오딘(ODIN)은 올해 출
시된 RF방식 고속 레이저 커팅기로 고품질 레이
저 커팅 및 레이저 각인을 할 수 있다

◇미니로봇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로봇 기업 미니로봇은
코딩교육용 블록조립형 로보틱스인 미니로보 1
2 3 단계와 지능형 휴머노이드 등의 교육용 로봇
을 선보인다 공연 및 전시용 로봇은 로봇물고기
댄스 로봇 얼굴 로봇이 나왔다 이외에 얼굴 그리
는 로봇 바리스터도 전시한다 이 로봇은 양팔을
이용해 방문객에게 커피를 제공함과 동시에 커피
홀더에 방문객의 얼굴을 그린다

 

교육 플랫폼 기업 더케이볼트는 누리과정(3
년)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국내 순수 기술을 바
탕으로 개발한 친환경 무독성 소재의 고급블록
아임브릭을 선보인다 재미있게 공부하며 의사
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신체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지능개발 프로그램이다 또 조립이
쉬운 구조로 총 8단계로 구성된 아임로봇을 선보
이는데 최종적으로는 휴머노이드로 완성된다

◇쌈봇

 

로봇 스포츠 솔루션 전문기업 쌈봇은 스포츠 엔터
테인먼트 로봇 솔루션 쌈봇(SSAMBOT) 쌈봇에듀
(EDU)와 브로콜리를 선보인다 쌈봇(SSAMBO
T)은 로봇 전략스포츠 솔루션 뒤집기 게임로봇 경
기 규정 및 시나리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쌈봇EDU
는 DIY 스포츠 로봇으로 쉽고 재미있게 로봇과 IT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로봇 제작 키트다
블록코딩툴 브로콜리는 전자부품 로봇 부품 블록
코딩 텍스트 코딩 간 이해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로보피아

 

교육용 로봇 기업 로보피아는 유치원 교육용
로봇 더와이즈로봇키즈를 비롯해 IVA(Intellig
ent Video Analytics) 스마트(SMART) 신호제
어 시스템 보행자 감지 시스템 외곽감시 시스템
영상반출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로보트론

 

교육용 로봇 기업 로보트론은 로봇의 기계적
구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로보타미 메카닉 로봇
동작을 다양한 센서와 컨트롤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로보타미 스마트 컴퓨터를 사용해 로봇 프
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로보타미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로봇을 쉽고 재미있게 배
울 수 있는 로보타미 키즈 제품을 선보인다

◇지에스이

◇서울에이앤티

 

산업용 로봇 물류 운반로봇을 전문으로 생산
하는 로봇자동화 전문기업 지에스이(GSE)는 저
상형 무인운반 로봇 탑재형 물류 로봇을 선보인
다 저상형 무인운반 로봇은 대차의 밑으로 AGV
(무인운반차)가 들어가 대차를 픽업(리프팅 또
는 핀 견인 등)해 지정된 경로에 따라 주행하여
대차를 운반해 주는 이송 로봇이다 탑재형 물류
로봇은 협동 로봇을 탑재해 가반중량 300kg을
지원한다

◇파블로항공

 

무인기 토털 솔루션 전문 기업 파블로항공은
웹 기반 지상관제 시스템 드론 아트쇼 재난감시
플랫폼 등을 선보인다 웹기반 지상관제 시스템
은 파블로항공 관제 전용 서버를 통해 드론 제어
및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지역에서 중앙 서버를 통해 드론
관제가 가능하다 장거리 통신 및 통신 단락으로
인한 추락 방지를 위해 3중 통신 체계와 지상로봇
과의 협업을 통한 도서지역 물류 배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난감시 서비스 플랫폼에는 재난 발
생 전후 재난 지역 모니터링과 감시를 위해 하나
의 GCS로 2대 이상의 드론을 제어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이 있다

◇블루커뮤니케이션

 

코딩 교육 기업 블루커뮤니케이션은 피지컬 컴
퓨팅을 통한 SW코딩 학습용 로봇 어썸봇(AsomeB
ot)을 선보인다 소프트웨어 코딩을 어렵고 복잡하
게 느끼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라도 코딩을
쉽게 학습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교구를
직접 조립하고 스스로 코딩으로 움직여보면서 코딩
을 재밌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인지적 학습을 통한 사
고력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작은 로봇
안에 아이들의 커다란 상상력을 넣어 새로운 동작
과 기능을 코딩할 수 있다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로봇 문화콘텐츠 기업 서
울에이앤티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다
양한 악기연주 로봇을 선보인다 로봇드러머 앤
트는 실제의 드럼을 연주하는 로봇이다 개미의 모
습을 닮은 앤트는 사람처럼 양팔을 상하 좌우 전
후로 움직이며 드럼 풀세트를 연주한다 드럼스틱
의 강약완급을 조절한 섬세한 연주로 기계적 느
낌을 최소화했다 동요 캐롤 가요 리듬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는 게 가능하다 로봇 실로포
니스트는 실로폰 연주 로봇으로 나비 날개에 붙은
25개의 말렛으로 섬세하고 풍부한 연주를 표현한
다 동요 민요 캐롤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할 수 있으며 주위 환경에 조화되는 조형미가
있는 로봇 디자인 및 연출을 자랑한다

◇위즈윙

 

위즈윙은 횡류형 확장식 무인비행체와 고정익
수직이착륙(VTOL) 무인비행체 조립식 드론 교
구재 시리즈를 선보인다 횡류형 확장식 무인비
행체는 임무 수행에 따라 횡류형으로 모터를 확
장시킬 수 있다 배송 임무 시 배송품을 길이 방향
으로 실어 하향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정
익 VTOL 무인비행체는 활주로 없이 멀티콥터 기
능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 전진 시 날개 익
형면의 양력으로 최소의 동력원만 소모한다 1~5
kg 이상 적재 하중과 최대 120km/h 이상의 비행
속도와 15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프렉시온

 

프렉시온은 재난안전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이
다 이번 로보월드에 디지털 트윈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
m)을 통해 가상의 3D 모델과 현실의 물리적 모델
의 연결성을 선보인다 프렉시온의 재난안전 솔
루션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실현해 재난으
로부터 기업 및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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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토 로봇 바리스타 해피본즈

한컴인스페이스 무인드론 운영 시스템 드론샛

로봇 +제조산업 활력 높일 새내기들 지역의 자랑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는 대전지역의
첨단 융복합 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지역 기술혁신 거점기관이
다 특히 기업의 기술 및 시장경쟁력 향상을 지원
하여 대전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변
화를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전

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점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로봇센터는 디지털 혁
신을 통한 로봇+제조산업 활력 회복의 비전 아래
로봇 드론 3D프린팅 뿌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시책 사업의
기획과 운영 산업용 3D프린터를 포함한 51종 장
비 지원을 통해 로봇센터 입주기업 20개사를 포
함하여 대전지역의 100여개 관련 기업이 사업
기술 장비 마케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각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시장의 성장을 위해 안정된 수요
처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국방 및 공공기관 등 영
향력 있는 수요처와 적용 사례를 확보하고 이러
한 사례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대전TP가 지원
하는 주요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나르마



나르마는 드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드론 제조 기업이다 수직 이착륙과 고
속 비행이 가능한 틸트로터 드론을 비롯해 멀티

콥터 드론 드론 자동비행 컨트롤 키오스크 등을
제조한다
AF100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속(120k
m/h)으로 비행한다 3분 내에 5km를 이동해 심장
충격시 골든아워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빠른
속도를 이용해 멀티콥터 드론보다 넓은 운용 영역
을 가지고 지상제어시스템 상에서 미션 부여 및 운
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비행기술 적용으로 높은
내추락성을 가지며 가볍고 작아 이동성이 좋다(폭
1m 이하 배터리 포함 7kg)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받고 있다
AF200은 산악지역 특화 관제 및 배송 틸트로
터 드론이며 안전장치 배송 방법 등에서 AF100
과 차이가 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속(80
km/h)으로 비행한다 릴을 통해 나무 사이로 안
전하게 배송이 가능하고 스피커를 달아 위험 요
소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락감지 시 낙하산을 펼쳐 안전하게 착륙
한다 이 드론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관제 배송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AF60은 마이크로(1kg 미만) 배송을 위한 멀
티콥터 드론이다 현재 AI군집비행 대학교 내 배
송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네스앤텍



네스앤텍은 자체 개발 기술 및 독자적인 알고
리즘을 바탕으로 무인항법 및 제어시스템 영상
안정화시스템과 같은 전반적인 무인기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다
수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 경량화
기술과 함께 탑재 장비의 신뢰성을 통해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드론 시스템을
민관군에 공급해 성능을 입증 받았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피(Xefi)는 중량 3kg 내외
의 1~2인 휴대 및 운용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 드
론 시스템이다 자동 이착륙 비가시권 지역의 자
동 경로비행 및 자동 임무수행(영상촬영 등)을 지
원한다 주야간 영상 카메라를 탑재해 실시간 공
중정찰감시 공중 모니터링 및 3D매핑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임무 성과 및 효율 증대에 기여한다

◇엠텍



엠텍은 정보통신 분야의 유무선 광통신 및 로봇
융복합 기술기업이다 광 분야에서는 반도체 레이
저 드라이버 휴대용 광파워 및 광파장 측정 광통신
기술을 로봇 분야에서는 로봇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요소 부품 지능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개발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유무선 광통
신 부품인 반도체 레이저 드라이버 및 광 송수신
기를 제작하며 유아 완구 교육 안내홍보 서비스
를 비롯해 실버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듈로 시리즈
의 로봇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서는 교육용 로봇 솔루션인 모
듈로7을 선보인다 모듈로7의 크기는 사무실 가정
등 인간의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실용화 접근이 가능한 로봇 양팔 메인 컨
트롤 및 디스플레이 부분 모바일 부분의 모듈화로
구성되어 있다 탑재되는 콘텐츠에 따라 교육용 안
내로봇 생활보조 등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다
방법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리스렌털의
다양한 판매방식과 머리 팔 허리 등 8개 모듈로 활
용 가능한 64개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고
객이 원하는 가격 사용 환경 서비스를 만족시킨다
로봇 교육 및 공연 홍보 이벤트에서 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플레토



플레토는 식품외식업계에 부는 푸드테크(Fo
od Tech)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ICT기
술이 융합된 라떼아트 3D 프린터 플레토(Follett
o)와 로봇제어 기술과 IoT 기술이 융합된 라떼아
트가 가능한 로봇 바리스타 해피본즈(HappyBo

nes) 등을 개발해 커피 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해피 본즈는 로봇 암(Manipulator)을 활용해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커피 바리스타가 구현
할 수 있는 라떼아트(하트 로제타 등등)를 만들
어 커피를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제공하는 로봇
카페다 부가 기능으로는 우유 스팀 피처를 70도
의 고온으로 셀프 세척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과 위생적인 커피 제공을 위한 컵에 캡을 닫
는 기능 등이 탑재됐다

◇새온



새온은 지능형 로봇 및 소프트웨어(SW) 기업
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부설연구소와 자체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지원 및 영업을 위한 각 시도별 대리
점을 두어 매출신장 인재양성 연구개발투자 및
가치 경영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2013년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14년 주력상
품인 자동차 모형 SW 코딩로봇 알티노(Altino)
를 자체 개발했다 2016년에는 알티노 교육부 표
준 플랫폼 등록 이러닝 비즈니스 부문 산업부 장
관상과 교육부 장관상을 미국에서는 소셜 임팩
어워드를 수상했다 현재는 코딩로봇과 교육 제
공을 위해 언택트 서비스 잼(JAM)을 개발해 온라
인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알티노의 후속 모델인 알티노 라
이트(Altino Lite)를 론칭했다 이 로봇은 AI기반
SW 코딩로봇으로 초중학교 학생 교육 목적으로
개발됐다 우수교육 제품으로 한국교육정보진흥협
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엔트리 스크래치 파이
선 C언어 등 다양한 언어의 코딩 교육이 가능하다

◇한컴인스페이스



한컴인스페이스는 항공우주 산업 분야 기술 개
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위성영상 수집 분석 및
배포 등 지상국 운영 SW 개발 및 HW구축 AI개
발 사업을 수행한다
최근엔 사업영역을 확장해 전자동 무인드론 운
영시스템 드론샛(DroneSAT)을 개발하고 위성
지상국 개발 기술을 드론 관제 운용 기술에 접목해
드론 무인 운영 변화탐지 산불 탐지 소나무 재선
충 분석 119 지원시스템 등 정부기업 및 각 사업
별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AI
기반 무인드론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통합 모
니터링을 통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다 주요 서비스는 소나무 고사목 탐지 산불 탐지
벼 재배면적 조사 차량 및 사람 객체탐지 건물 및
도로 변화구역 탐지 스마트시티 무인드론 안전망
구축 등이 있다 드론샛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
목한 객체 탐지분류판독 모듈을 포함한다 각종
사고와 재난 감지 교통량범죄 감지 환경감시 농
업건설산업 분야 현장 관제 등에 적용 가능하다

◇어썸텍



어썸텍은 드론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활용분야 전문 기업으로 회로설계 펌웨어 AI
활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드론용 자동비행 패
러 글라이더 및 패러슈트 개발을 비롯해 고정익회
전익 드론 UAV URV 항법 제어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특수 목적용 드론을 제작한다 패럿
(Parrot) SAS 산업용군용 드론 공식 수입원이며
드론 3D 매핑 농업예찰 항공촬영 영상편집 드론
관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 닥터(Battery Doctor)라는
드론 리튬 배터리 자동관리 모듈을 개발했다 이
모듈은 배터리 자동 밸런싱과 보관 전압 관리 기
능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잔량 확인 및
저전압 경고 화재방지 기능도 제공한다 비용도
저렴하며 쉬운 배터리 수명 연장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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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로보틱스 휴머노이드 플루토왼쪽 마리오네트 코딩로봇

쎄네스테크놀로지 산업용 소형 6축 다관절 로봇 로보 001

이엘티 데스크톱 로봇

가이텍코리아 웨어하우스 물류 로봇 서밋-XL

기술자립 거침없는 도전인간과 로봇 공존에 일조
부천산업진흥원

봇으로 토크 30kg/cm 모터를 사용해 고출력 움
직임을 자랑하며 여러 휴머노이드 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부천산업진흥원(원장 이학주)은 부천시 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천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로봇 사물인터
넷(IoT) 등 4차산업 분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지
원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및 관내 기업들이 필요
로 하는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복
합이 가능한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산
업을 5대 특화산업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로봇 부품 실증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부천형 주차 로봇 개발에 이어 올해 산업부가
주관하는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2차 주차로봇 기술 개발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
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실증 테스트를 진행
한다 국내 최대 로봇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로봇산업연구
단지 1~3층에 로봇상설전시장 부천로보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고영로보틱스

 

고영로보틱스는 전시관람 체험용 로봇제작 및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기업이다 현재 부천
로보파크 및 여러 로봇 전시관에 자사 제품들이 전
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로봇으로는 트랜스포머 변
신 로봇 마리오네트 공연 로봇 구동형 로봇 조종게
임기 시스템 휴머노이드 댄스 군무단 등이 있다
홍보용 마리오네트 로봇시스템은 로봇 앞에
사람이 다가오면 센서를 사용해 사람을 인지하고
마리오네트 인형을 제어해 홍보 및 안내를 도와
준다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17축 다관절 로

◇가이텍코리아

 

가이텍코리아는 산업용 로봇 솔루션 및 로봇운
영체제(ROS) 기반 연구개발용 로봇솔루션 및 서
비스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포머(FORMER) 로봇은 2개의
모터를 이용한 차동 구동(Differential drive)을
바탕으로 실내에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다 70
kg의 높은 가반하중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반 등
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로봇 관련 다양한 라이브러리 및 패키지와 유
용한 개발도구를 제공하는 ROS를 지원해 개발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킨다 서밋(SUMMIT)X
L은 4개의 고속 모터 휠을 기반으로 하며 각 휠
은 허브 브러시리스 모터와 변속 장치 및 인코더
를 통합한다

◇로보트로



로보트로는 이번 로보월드에서 2가지 로봇을
선보인다 소형 서보 액추에이터인 주니서보 시
리즈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부터 엔터테
인먼트 로봇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국내 경쟁 제
품과 비교해 고속 응답성이 우수해 공연용 연주
로봇에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 델타 로봇인 주니델타 시리즈는 기존
델타 로봇의 단점인 낮은 정밀도를 극복하기 위
해 특허 출원한 예압 구조를 이용한 델타 로봇 링
크를 적용해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델타 로봇은 빠른 속도 이송 시에도 흔들림이나
떨림이 없는 부드러운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다인큐브



다인큐브는 이번 전시회에 티치 펜던트와 로봇

제어기를 합한 DTP10코어콘과 로봇 안전 제
어기 등을 선보인다
DTP10코어콘은 티치 펜던트와 로봇 제어기
를 통합한 제품으로 고성능 ARM 코텍스A9 프
로세서에 실시간 운영체제 및 로봇 통합 소프트
웨어인 코어콘(CoreCon)을 탑재했다
이더캣 마스터(EtherCAT Master) 플랫폼을
내장해 다양한 이더캣(EtherCAT) 서보 모터 드
라이버 및 I/O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게 가능
하다 로봇 모션 제어 소프트웨어인 코어콘은 다
축기법(MultiAxis) 델타(Delta) 스카라(SCAR
A) 직교 및 코봇(Cartesian and Cobot) 등 다양
한 로봇 선택과 이더캣(EtherCAT Slave)의 간단
한 설정과 조작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ABB 화낙 야스카와 등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로
봇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초보자도 간단한 교육만
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엘티

 

이엘티는 직교 좌표 로봇 스카라 로봇 데스크
톱 로봇 로봇 컨트롤러 등을 개발해 국내 유수기
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서 선보이는 MRC 제어기는 최
대 16축 4대의 복수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
다 수직다관절 직교 델타 스카라 데스크톱 등 로
봇제어가 가능하다 ES스카라 로봇은 압출 바디 적
용으로 고강성을 확보하고 기구부 소형화로 설치
공간을 최소화한다 전자부품 소형정밀 부품 조립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기존 스카라모델과 비교
해 가격도 저렴하다 MDR 데스크톱 로봇은 프로
그램에 의한 각종 액체의 점도포 선도포를 자동화
한다 전자부품 소형정밀 부품 토출작업 및 조립
작업에 최적인 다기능 탁상형 로봇이다

◇엠티에스이

 

엠티에스이는 TM 로봇을 2017년 국내에 도
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협동 로봇을 이용한 시스
템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TM 로봇은 강력한 내

장 비전 시스템 및 TM 플로우를 통해 인간과 똑
같이 똑똑하게 보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으며 지
그가 없는 자동화 작업을 쉽게 수행한다

◇쎄네스테크놀로지

 

쎄네스테크놀로지는 산업용 로봇과 로봇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사용
자의 니즈를 적극 수용한 디자인과 기능을 담은
가반하중 1Kg의 산업용 소형 6축 다관절 로봇 로
보001을 개발해 론칭했다 이번 로보월드에선
기능상으로 간소화시킨 산업용 소형 6축 다관절
로봇시리즈(로보001/003/005/010/015)와 하
모닉 드라이브인 제로 백 드라이브(ZeroBack D
rive)를 선보인다

◇시기인더스트리



시기인더스트리는 자동화시스템의 핵심인 고
성능 정밀모터제어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제조사
다 모든 모터제어 시스템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
히 서보와 BLDC 시스템을 통합한 BLDC서보라
는 신개념 제어장치를 개발했다 이 제어기는 낮은
비용으로 위치제어토크제어속도제어모션인덱
스 등 고성능의 서보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
여한다 다관절로봇에 적용하는 액추에이터 시스
템과 고출력 소형모터 제어시스템에 대한 높은 기
술력을 확보해 로봇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에코모터

 

에코모터는 BLDC 모터의 특수모터 제작 전문
업체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
운반차(AGV) 및 전동대차에 적용되는 유성감속
기 일체형 모터를 개발해 그간 문제시되던 모터
의 길이를 대폭 경박 단소하게 실현했다
양쪽 바퀴에 모터를 적용 시 길이가 간섭되어
AGV가 커지는 단점도 보완한 동시에 8~125인
치 정도에 적용할 수 있는 고토크의 1마력 모터가
개발됐다 강력한 유성감속기 채택으로 고하중

설계 및 1024 라인드라이브 엔코더 장착으로 정
밀제어가 가능하다

◇로보라이프

 

로보라이프는 다양한 기술개발 및 로봇 제품화
에 힘쓰고 있다 사업 분야로는 교육 경진대회용
연구용 로봇 플랫폼을 비롯해 로봇 전시관 과학관
에 전시 및 공연이 가능한 전시 로봇을 개발 공급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용 장비 관절형 장비 수
중모터 로봇부품 및 로봇센서 개인서비스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세인플렉스



세인플렉스는 자석 기반 기술 업체다 20년간
축적한 자석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분해능 자기식 엔코더용 자석 착자에 대한 원
천 기술을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자기식 엔코더
를 확보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12비트 인크리멘탈 마그네
틱(12Bit Incremental Magnetic) 소형 엔코더
는 공간이 협소한 위치에 간단하게 설치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소형 모터로
터리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고속회전이
필요한 시스템에 적합하다

◇티엠테크아이



티엠테크아이는 산업용 대용량 BLDC 모터 B
LDC 드라이브 전자 브레이크 및 특수형 AC인덕
션 모터 등을 생산하는 모터 전문업체다 자체 개발
및 양산 기술로 대용량 BLDC 모터인 파워 TM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로봇 관절용
전기자동차용 BLDC 모터 등 제품을 선보인다 파
워 TM BLDC 모터는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을 적
용한 고효율 고토크 모터로 정속 및 부하대응 특성
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소형 컴팩트한 구조와 정역
변환 소독 제어 등의 제어 기능은 관련 적용 제품
의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거점센터(경기)

더브라이트 덕트후드 청소 로봇 JETTY ROBOT

911흙사랑 무인로봇방제기 SOLSM100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힐스엔지니어링 방역 기능 로봇 코로봇

마로로봇테크 팔레트 방식 주차로봇

K-로봇 新한류의 기대주들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기준)은 경기
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
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출연기
관이다
창업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해외판로개
척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을 다
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경기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R&D 지원은 물론 바이
오산업 육성 지역산업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의 과학기술진흥과 지속가능한 미
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컨트
롤 타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발전
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로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4차 산
업혁명 속 우리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
고 있다

◇배론로보틱스



배론로보틱스는 PC 기반 기계제어장치 및 레
이저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로봇 서비스 로봇을
내놓았다
배론로보틱스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온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예술적 감성을 교감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로봇(로봇 밴드)을 개발
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첫 개발품으로
색소폰을 연주하는 로봇을 출품했다 그동안 악기
를 다루는 로봇들이 기계부품이나 로봇 자체의 성
능을 소개하기 위한 데모용 제품이었던데 반해
배론로보틱스의 색소폰로봇은 연주음악의 음악
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적
성취를 위해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선 조리용 로봇과 3D프린
터를 이용한 데코레이션 로봇(Decoration Robo
t) 등을 개발해 추후 로봇 라이브 카페 레스토랑
째즈펍(JAZZ PUB)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911흙사랑



911흙사랑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출발해 농기
계 제조 개발을 통해 농업인과 소통하며 30여년
을 걸어온 농업기계 전문회사다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무인 로봇방제기를
선보인다 무인리모컨 컨트롤 조절방식으로 전
진 후진 좌우 회전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린 하우
스에 엽채류 과채류 재배나 축사 가축에 방제 방
역을 할 때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무선 리모
컨을 이용하여 전후좌우를 원격 조작해 운행한
다 방제용 동력을 이용해 방제 방역을 하는 제품
으로 산불 화재진압 재난사고시 방제 살수 등을
목적지에 근접하여 할 수 있어 인명피해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힐스엔지니어링



힐스엔지니어링은 이번 전시회에 방역로봇 기
능의 코로봇(AntiVirus Universal Disinfection
Robot)을 선보인다 사회적 약자인 시니어들이 생
활하는 양로원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가변형 수직암과
수평암을 장착하고 있고 코너방역을 할 수 있는
다관절 로봇팔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코로나균까
지 살균 탈취할 수 있는 200의 에어써큘레이터
까지 갖추고 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
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항바이러스형 만능 입체
방역로봇이다

◇더브라이트



더브라이트는 첨단 장비와 기술 그리고 로봇

을 활용하여 덕트(Duct) 내부나 파이프(Pipe)와
같은 관로(管路)형 내부 세척 기술을 전문으로 보
유하고 있는 회사다
더브라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드라이아이스 세
척(DryIce Blasting) 공법과 로봇을 결합한 기
술은 먼지 세척을 넘어 유지(油脂)분 성분의 오염
물이나 연소 후 발생하는 각종 탄화된 성분까지
도 세척이 가능하다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각종 주변의 전기설비나 인테리어 설비에
주는 피해가 전혀 없다
2019년 10월 말 설립됐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서울 소재의 최고급 호텔 백화점 푸드코트 및 고급
식당 등과 계약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실제 결과
들을 이끌어냈다 발전소 정유사 식품공장 등에서
기술 미팅 제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유니로보틱스



유니로보틱스는 로봇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
물 로보틱스(Robotics of Things) 회사다 현재
로봇 기술을 통한 유니로보틱스의 다양한 제품들
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신재생 에너지 교
통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니로보틱스의 스마트 IoT 온도 제어기 UTC
100은 지능형 알고리즘 제어를 통해 냉동기의
에너지를 최대 6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온도 제
어기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및 데
이터 확인이 가능하며 온도 관련 리포트가 가능
하다
스마트 디바이스관리장치(Devices Managem
ent Unit:UDMU100)는 스마트 팩토리에 많은
디바이스들의 연결과 데이터 송신 관리를 담당하
는 장치다 이 장비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나 신재생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장비를 쉽게 연결
하고 자신의 서버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하비스탕스



하비스탕스는 적층 제조 전문 컨설팅 스타트업
으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서비스부터 산업별 최

적화 디자인 생성 적층 제조 특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영역으로 매뉴팜 제조 컨설
팅 드파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엔토폴로지
(nTopology) 최적화 설계 소프트웨어를 국내 단
독으로 공급하고 있다
매뉴팜(ManuFarm)은 고성능 경량 제품을 위
한 적층 제조 최적 설계를 제공한다 빠르고 정확하
게 디자인을 생성해 제품 가치와 경쟁력 생산성을
동시에 높인다 다중 부품을 일체화해 제품 생산 사
이클을 줄인다 공정 실패를 줄이고 출력 품질을 높
일 수 있도록 재설계한다 드파머(DfAMer)는 미
래 3D프린팅 시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적
층 제조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적층 제조 특화
설계를 뜻하는 DfAM(Design for Additive Man
ufacturing)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현장에 적용할
줄 아는 전문가 드파머(DfAMer)를 키워낸다

◇마로로봇테크



마로로봇테크는 로봇의 위치인식 핵심 역량 기
술인 카메라 비전 기술과 모션제어 기술을 이용
한 무인이동체 전문기업이다 물류이송 로봇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차 로봇의 상
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차로봇은 QR코드 위치인식 기반
의 위치인식 주차로봇과 팔레트 방식의 주차공간
에서 입출고가 가능한 주차로봇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3000kg의 차량과 프레임을
들어 올려 전진 후진 회전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2시간 충전해 8시간 운영한다

◇엠알티인터내셔널



엠알티인터내셔널은 2013년 설립된 교육용
로봇 기업이다 작은 규모의 회사이지만 글로벌
파트너만 30개국이 넘는다 MRT 시리즈는 유치
원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사용할 수 있는 로봇 및
코딩 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청소년로봇연
맹을 만들어 파트너들과 매년 국제청소년로봇대
회(IYRC)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

로 해외 파트너들을 늘려가면서 글로벌 로봇 브랜
드를 런칭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이자 비전이다
MRT(My Robot Time) 시리즈는 로봇과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들로 구성되어 있
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
대면 교육에 발맞춰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홈페
이지(wwwmyrobottimecokr)에 무료로 오픈
했다

◇지랩



지랩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ICT 디바이스를 이
용해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증강현실 육안 점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용 증강현실 육안 점검 서비스는 디지털
정보를 시각화하고 비대면으로 현장과 사무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줌으로써 원격 업무지원이 가
능한 서비스다 핵심 기능은 산업용 설비 점검/진
단 증강현실(AR) 솔루션으로 에너지 자원 산업
및 제조 중공업 산업체 등의 설비 시설이 있는 곳
에서 활용 가능하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육안검사 알고리즘 및
프로세스 데이터 정보관리 실감 콘텐츠 AR SD
K 기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도우마리



도우마리는 지난 20여년 동안 머신비전과 스
마트센서를 활용해 식품 자동화 로봇 제약 자동
화 로봇 포장 자동화 로봇 개발/제작에 참여했다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
기업 대상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현재 시화공단 내 현대화된 아파트형 공장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산업용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설비 머신비전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장비 및 검
사장비를 제조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크게 공장자동화 시
스템 머신비전 토털 솔루션 역설계 엔지니어링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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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올해 월드로봇올림피아드 코리아 비브라늄 마인스 온라인 대회 경기장 모습

사진은 작년 R-BIZ 챌린지 대회 모습

2200여명 선수 참여 로봇 지존자리 놓고 온라인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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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봇콘테스트(IRC)
올해 국제로봇콘테스트(IRC)에서는 총 9개 대
회 경기가 펼쳐진다 초중고생을 위한 대회로 국
제로봇올림피아드(KRSA) 로보콘(서울과기대)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코리아(디지털문화융합협
회) 인공지능 로봇 자율미션대회(창의과학교육
연구회)등 4개 종목이 열린다 또 청소년 일반인
참가 제한이 없는 대회로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
츠(서울과기대) 서울테크 지능로봇(서울과기
대) 로봇윤리 토론대회(서울교육대학교) STEA
M CUP(STEAM 교육 협회) WCRC(한국로봇교
육콘텐츠협회) 등 5개 종목이 열린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KRSA)=대한로봇스포
츠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인공지능 축구 대회 1
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 국가기술표준
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로보콘(서울과기대)=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경기로 로봇미션창작 미션 피지컬 컴
퓨팅 2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 한국로
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월드로봇올림피아드 코리아=디지털문화융
합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월드로봇올림피아드
(WRO) 2020 코리아 온라인 대회다 침니(CHIM
NEY) 로스 포소스(Los Pozos) 비브라늄 마인스
(Vibranium Mines) 3개 종목이 열린다
초등종목인 CHIMNEY(굴뚝) 종목은 로봇이
큐브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공을 굴뚝으로 옮기
는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중등종목인 로스 포소
스(Los Pozos) 종목은 로봇이 큐브의 색 조합에
따라 공을 우물로 가져가는 미션을 수행해야 한
다 고등종목인 비브라늄 마인스(Vibranium Mi

대회 운영자심사위원 등
최소 인원만 경기장 입장
경기현황은 실시간 생중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본보기 무대
IRC 9개 대회 24종목 경연
R-BIZ 챌린지 3종목 경기 펼쳐
nes) 종목은 로봇이 광산의 자원을 공장으로 가
져오는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준원
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미션대회=창의과학교육
연구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자율주행로봇 자율비
행로봇 드론 군집 3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
관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
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창성과 다양한 활용도를 겨루는 대회다 로봇의
근간을 이루는 로봇 구조 설계 프로그래밍 미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상 산업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국가
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
어진다

◇로봇윤리 토론대회=서울교육대학교가 주관
하는 행사로 로봇윤리토론 3개 종목이 열린다 주
어진 논제에 따라 입론지를 작성하고 주어진 시
간에 맞춰 자기 주장 및 상대의 논리를 논증해야
하는 경기다 산업부 장관상 한국로봇산업진흥
원장상이 주어진다
◇STEAM CUP=STEAM 교육 협회가 주관하
는 행사로 오픈 임베디드 콘테스트 로봇&코딩
로봇디자인 콘테스트 스피드 스태킹 홈서비스챌
린지 터틀봇3 오토레이스 등 6개 종목이 열린다
로봇 하드웨어의 기구적인 특징과 제어 소프트웨
어의 알고리즘을 이해해 제시된 미션을 창의적으
로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경진대회다
산업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준원
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서울과기대가 주관
하는 인체의 움직임과 스포츠 경기를 묘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경연대회로 지능형(하이테크
딥러닝 AI대회) 조종형(패더급 라이트급 창작)
종목이 열린다 인간 형태 로봇으로 스포츠 종목
수행을 통해 로봇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
가 있다 대통령상 산업부 장관상 국가기술표준
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WCRC=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가 주관하
는 행사로 물류로봇을 이용한 이동 분류 2개 종목
이 열린다 정해진 위치의 물류를 들어서 요구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경기와 물류를 분류체계에 맞
춰 분류하는 경기다 산업부 장관상 국가기술표준
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서울테크 지능로봇=서울과기대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능형 씨름로봇 지능형 창작로봇 배틀
로봇 3개 종목이 열린다 지능형 로봇 동작의 독

올해 RBIZ 챌린지는 로봇산업 트렌드(협동
로봇 물류 로봇 등)를 반영한 챌린지형 대회 부
문 편성을 통하여 사업화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

RBIZ 챌린지

다 이 대회는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분리 개최되
었으나 올해부터 다시 IRC와 통합 개최 추진을 통
해 대회 규모를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양한 국내 로봇기업들의 참여를 활
성화 하고 원하는 사업화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기업 주도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올
해에는 한국중부발전 제우스 현대로보틱스 3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중부발전 로봇 챌린지(10월 29일)=올해
에는 로봇 수요처인 중부발전이 참가 수요처 미
션을 통해 로봇기술과 발전 산업에서 융합할 수
있는 발전설비 로봇사업화 유망품목을 발굴할 계
획이다
수상자에게는 R&D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혜
택의 특전이 주어지며 대통령상과 산업부장관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한국로봇산업협회장
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제우스 산업용 로봇 제로 미션 챌린지(10월
28일)=제우스는 산업용 수직다관절 로봇으로
다양한 동작들을 표현하여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모션 기술 개발 및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공개채용 시 가
산점을 주며 대통령상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장상 한국로봇산업협회장상과 상금이 주어진
다
◇현대로보틱스 협동로봇 마케팅 경진대회(10월
30일)=현대로보틱스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협
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발굴할 계획이다 수상자
에게는 공개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국무총리
상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한국로봇산업협
회장상과 상금 특별상으로 현대로보틱스 대표이
사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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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로봇 식사보조로봇 케어밀

엔젤로보틱스 보행 재활로봇.

매출 1000억원 이상 로봇기업 20곳 키우기 야심
4대 서비스 로봇 정책 및 육성 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까지 로봇산업 글로
벌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비전 아래 지난
2019년 8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
흥원은 2023년까지 로봇산업 시장 규모를 2018
년 5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조원으로 확대하
고 1000억원 이상 로봇 전문 기업수를 2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로봇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로봇기업수
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서 전략 분야를 선정해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했
다
이를 위해 뿌리섬유식음료 산업 등 3대 제조
업 중심으로 제조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돌봄웨
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집
중 육성하기로 했다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육성
정책은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중에서도
특히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의욕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비스 산업은 국
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로
봇강국 실현을 위해선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
이기도 하다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서비스 로봇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체 1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중 글로벌 시장 규모 비즈니스 잠재 역량 도전 가
치 등을 고려해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전략 분야로 선정해 육성한
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4대 분

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및 보급 지원 사
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2023년까지 15개 지자체 810개 수요처에 약
1만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봄로봇(10개 지자체에 5000대 보
급) 웨어러블 로봇(5개 지자체에 945대 보급)
의료 로봇(5개 병원에 수술용 로봇 5대 보급 5
개 재활병원요양원 등에 재활 로봇 50대 보급)
물류 로봇(공장마트 등 800개 수요처에 4000대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 전략 분야
로 제시된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는 앞으로 우리나
라 서비스 로봇의 보급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디
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 로봇
돌봄 로봇은 노인장애인 등 보조 및 간호 개인
운동 및 훈련 커뮤니케이션 및 돌봄 치매 예방 등
을 보조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돌봄 로봇은 활용
목적 활용처 위해도 등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
되기도 한다
돌봄 로봇 관련 산업 현황을 보면 최근 국내에
선 신체측정 센서나 대화를 통해 개인의 신체 및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개인 건강 보조용 케
어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치매예방로봇(로
보케어) 실벗3(로보케어) 케어밀(CareMealN
T로봇) 효돌이(스튜디오크로스컬쳐) 등이 대표
적인 돌봄 로봇들이다 해외 상황을 보면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 유럽 등에서 미래 복지 정책
일환으로 돌봄 로봇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지원책
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노약자 보행 목욕 식사 탑승 등을 지

원하는 로봇에 개호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2
년 배변 로봇 2015년 간병 로봇을 개호보험 대상
으로 지정해 이용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
원 규모는 2015년 600억엔에서 2020년 12조엔
으로 성장했다 EU는 그로미업(GrowMeUp) 프
로젝트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경험
을 갖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일정관리 운
동 식생활 개선 방안 등 기능을 갖춘 돌봄 로봇 개
발에 나섰다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활용 사
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을 2년간 시범 추진
(2018~2019년)한 후 2020년부터 본 사업에 들
어갔다 2020년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 총 10개 과제를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
이승지원로봇 등 돌봄 로봇 누적 5000대 보급
(~2023년)을 통해 기업의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
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려로봇 배변이
승지원로봇 치매케어로봇 등 실증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2020년 돌봄로봇 실증사업 현황

◇웨어러블 로봇

재활로봇
선정(6개)

웨어러블 로봇은 운동 능력 및 근력 보조․증강
을 위해 인체에 착용결합되어 동작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파워 공급이 필요한 구동기 활용 유무
에 따라 능동형(Active Wearable)과 수동형(Pas
sive Wearable)으로 나뉜다
지난 1965년 미국 GE가 처음으로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보행보
조 및 관절보조 로봇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 작업지
원 분야 및 재활의료 분야 군사목적 등 특수목적

구분

돌봄 1차
선정(6개)

돌봄 2차
선정(4개)

수요처

공급처

로봇

기능

서산의료원

엑소아틀레트 아시아

EAM 2대

하지 재활 훈련용

서울디지털재단

토룩

리쿠 200개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용

용인기흥복지관

피앤에스 미캐닉스

Walkbot_G 1대

하지 재활 훈련용

성남고령친화관

큐라코

케어비데1B 90대

배설 케어 지원용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동아금속
우리소프트

하지재활 로봇시스템 등 하지 재활 훈련용 및 배설 케
62대
어 지원용

성남수정보건소

로보케어

실벗 9대

치매 지연 및 인지능력 향상용

양산부산대병원

피앤에스 미캐닉스

Walkbot_G 1대

하지 재활 훈련용

원주대학교

서큘러스

파이보 200대

치매 지연 및 예방용

다솜이 150대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마포구청

시그널 디바이스

강릉시청

원더풀플랫폼

715대

합계

2020년 재활 로봇 실증사업 현황
구분

수요처

공급처

로봇

기능

새롬재활요양병원

네오펙트 큐렉소

보행 재활로봇 등 2대

상하지 보행 훈련용

세브란스병원

엔젤로보틱스
네오펙트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손 보조 및 하지 보행 훈련용
등 5대

전북대학교병원

큐렉소

보행 재활로봇 4대

하지 보행 훈련용

행복한 요양병원

넷블루

엑소워크 프로 1대

하지 보행 훈련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넷블루

Walkbot_G 1대

하지 보행 훈련용

다우리재활병원

Smart Glove 1대

손 재활 훈련용

네오펙트

합계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근로자 지원용은 물류 건설 제조 서비스 등
산업현장 전반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생산
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재활의료용의 경우 장애인 보조 재활 및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이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특수목

14대

적용 웨어러블 로봇은 초기 군사목적을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산업용으로 도입되고 있는 단계
다 크게 근력증강용 로봇과 근지구력 향상용 로
봇으로 구분된다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최근 삼성 및 현대
등에서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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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테크놀러지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

우아한형제들 식당 서빙 로봇 딜리 플레이트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4대 로봇 육성 방점 찍었다
웨어러블 로봇은 현재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2030년경에는 산업용 근로
자 지원로봇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다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2017년 5억2800
만달러(약 6252억원)에서 2025년 83억달러(약 9
8조원)로 연평균 41%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웨어러블 로봇 지원정책을 보면 외골
격형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중심으로 기술개
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근로자 근력보조를 위
한 옷감형 로봇기술 개발 100m를 7초에 주파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슈트 하반신 마비 장애인 생활
보조형 로봇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물류창고 산업현장 등)의
근로자 근력 보조용과 병원의 재활치료용으로 웨어
러블 로봇 실증‧보급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 핵심부품 개발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센터 구
축 등 웨어러블 로봇 기술개발과 관련해 체계적 지
원사업 기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근로현장
과 병원 대상 웨어러블 로봇 보급을 지속하고 렌털
서비스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
근력증강용 웨어러블 로봇 활용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의료 로봇
의료 로봇은 재활 로봇 수술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활 로봇은 환자의 신체인지능력 향상
을 위한 치료에 사용되거나 장애인 노약자 등 활
동을 보조하는 로봇으로 상지재활(손목 팔꿈치
등) 하지재활(웨어러블 보행보조 등) 등이 있다
산업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서는
피앤에스미캐닉스 헥사시스템즈 엔젤로보틱스
등이 상하지 보행 재활로봇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해외에선 일본 사이버다인 이스라엘 리워크로보
틱스 미국 엑소바이오닉스 등 이 제품화 이후 다양
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 사이버다인은 일본 정부
지원으로 수백대 하이브리드 하체 지원 로봇 HAL
을 보급했으며 리워크로보틱스는 미국에만 90여
개 체험센터를 운영하며 실증 평가 중이다
세계 의료 재활 로봇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
으며 국내 역시 R&D 로봇실증사업 등 정부 지원
으로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국제로봇연맹(IF
R)에 따르면 재활 로봇은 2019년 6100만 달러에
서 오는 2023년 4억3000만 달러로 연평균 48%
성장할 전망이다
재활 로봇은 의료기기 경우 보험수가에 대해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재활 로봇 제품별
치료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물리치료사 재활치료
수가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보험 및 산재
보험에서 국립재활원이 수행한 로봇 수가 연구
결과를 활용해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6억원 규모 국비를 투입해 6개
컨소시엄을 선정 수요처 중심의 재활 로봇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다종다수 재활 로봇
을 수요처에 보급해 임상데이터 발굴활용 재활
로봇특화센터 지정운영(1~2개소 내외)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 분야(재활 돌봄)의
경우 규제 혁신 해커톤 안건상정을 통해 복지부 등
관련 기관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
수술 로봇은 수술 및 중재시술 등 수술적 치료
를 위한 로봇으로 경조직 연조직 수술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조직 수술 로봇은 치과 임플란
트 두개악 안면 교정 및 재건 척추 교정수술 등
분야 수술을 말한다 연조직 수술 로봇은 인공지
능 내비게이션 대장수술 위장수술 비강 및 후두
수술 안구수술 등을 말한다

세계 최초로 미 FDA 승인을 받은 인튜이티브 서
지컬 다빈치(da Vinci) 로봇 이후 다양한 수술 로
봇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90년대 후반
카이스트에서 최초로 정형외과 인공관절 수술보
조로봇 마이크로 원격수술로봇을 개발했다 2003
년 이후 한양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국립암센터
등이 다양한 수술 로봇을 개발했다
수술 로봇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
우 현재 의료진 의도를 반영하는 마스터슬레이
브 방식 의료진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 중심으로
제품 개발이 이뤄져 있다 수술 로봇 자동화에 관
한 연구는 시작단계다 해외에선 다빈치 로봇이
수술 로봇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
나 최근 기존 의료기기 업체와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은 오는 2024년 20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
일본 중심의 아시아 수술 로봇 제품시장이 급속
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차 지능형 로봇기본계획에 따라 2020
년 실증사업으로 뇌수술용 수술 로봇(고영테크
놀러지) 척추 수술 로봇(큐렉소) 관절 수술 로봇
(큐렉소)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향후 수술 로
봇 특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의료로봇 보급실증 지원(2021년 1개
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로봇
물류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여 생산현장 혹은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관리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제조공정용 창고관리용 실내외 이송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공정용 로봇은 제품 생산 자

2020년 수술 로봇 실증사업 현황
구분
수술 1차 선정(2개)
수술 2차 선정(1개)

수요처

공급처

로봇

기능

연세의료원

고영테크놀러지

kymero 1대

수술 위치 및 안내 보조용

연세의료원

큐렉소

CUVISspine 1대

척추경 나사못 삽입 수술용

중앙대학교병원

큐렉소

CUVISjoint 1대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용

합계

3대

2020년 물류 로봇 실증사업 현황
구분

물류 1차
선정(6개)

물류 2차
선정(2개)

수요처

공급처

로봇

기능

SL

원에이지브이

이송 물류로봇 4대

완제품/금형 이송용

아워박스

트위니

JTG500 4대

자율주행 물류 운송용

푸디웍스랩

신신사

SHINKA_5&6 4대

음식 서빙 제공용

우아한형제들

LG전자

딜리 플레이트 30대

자율주행 서빙 및 퇴식 자동화

비전세미콘

와이에스테크

서빙로봇 토랑이 30대

커피/음료 서빙 제공용

광주TP

드림씨엔지

DCGNRCB200 14대

미세먼지 저감 노면 청소용

엔씽

랑데뷰

앙상블M 1대

자율주행 모종판 이송용

로보티즈

벤디즈

실외 배송 로봇 20대

음식/택배 근거리 배송용

합계

동화를 위한 제조공정 간 물류 이동을 담당하는
로봇으로 상하역 로봇 무인지게차 무인운반차
(AGV) 이동형 매니퓰레이터 컨베이어시스템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
em) 등이 포함된다
창고관리용은 완반제품 재고 관리 및 상품 이
송을 위한 무인운반차(AGV) 이동형 매니퓰레이
터 컨베이어시스템 등을 포함한 로봇이며 실내
외 이송용은 실내외 문서 및 물건 이송을 위한 로
봇 실외 배달 및 운송 로봇을 통칭한다 사무실
객실병원 물류 로봇 라스트 마일 배송 로봇 배
송 드론 등을 들 수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시장규모는 112억원이며 2022년까
지 206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97대

정부는 올해 물류분야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총 8개 과제(1차와 2차 선정)를 선정해 수행
하고 있다 3차 공고는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중
이며 10월 말 선정평가 및 협약 완료 예정이다
향후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실내외
물류 로봇을 제조공장 유통물류 실외배송 음식
점 등 4대 수요처에 보급하여 현장검증 및 제도개
선 발굴 지원 활동을 펼친다 2023년까지 4000대
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동성활동성을 가진 이동
형 로봇(물류이송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도 추진되고 있다 발굴된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
는 산업부 및 국무조정실 연계를 통해 현안점검조
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전면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