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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로봇 새물결일상을바꾼다

비대면이생활속로봇확산촉발상호공존 지혜찾아야

로봇이우리삶속으로성큼다가왔다코로나19의전세계적인유행은우리삶의

많은부분을변화시켰지만로봇이우리삶안으로깊숙이들어오는데한몫을했다

우리가잘인식하고있지못하지만온라인쇼핑에서상품을주문하면대형유통기업

들의물류창고에선사람을대신해로봇들이분주하게움직인다유통기업들은고객

들에게조금이라도상품을일찍배송해주기위해물류센터에로봇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데열을올리고있다

아직우리에게일반적인풍경은아니지만해외에선대학캠퍼스나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음식 배송 로봇이 보급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배송 로봇

실증사업이본격추진되고있다 바리스타로봇이나음식서빙로봇은더이상낯선

존재가아니다

코로나19의전세계적인유행과함께 위드로봇(with robots) 시대가도래했다

위드로봇시대의핵심은사람과로봇이함께한다는데있다 로봇과인간이상호

소통하면서협력하는사회는우리의삶을보다풍요롭게해줄것이다그리고상호

공존할수있는지혜를찾아야한다

27일부터30일까지나흘간일산킨텍스에서열리는 2021로보월드는위드로봇

시대를확인하는이벤트로손색이없을것이다

지면안내 2행사개요 89 4족 로봇열풍 1213제조로봇보급사업-표준공정모델소개 2023다채로운부대행사

10월 2730일 킨텍스서 대제전

두려움 없는투자성장의 기회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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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로봇으로코로나위기돌파하자

국내최대규모로봇축제인2021로보월드가

스마트인더스트리스마트라이프를기치로10

월27일부터30일까지나흘간일산킨텍스1홀과

2홀(2만1384㎡)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

원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주관한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열리는

2021 로보월드는 160여개 기업이 472부스에서

제조업로봇과공장자동화 전문개인서비스로

봇 물류로봇 의료재활로봇 국방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기드론 로봇부품소프트웨어등

을선보인다

코로나가한창유행이던지난해로보월드는총

149개사가 402부스에서 제품을 내놓았는데 올

해 로보월드는 160여개 업체가 472부스로 참여

해 지난해보다는 외형이 커졌다 전시회 기간에

해외바이어 1000여명을포함해 2만5000여명의

참관객들이행사장을찾을것으로예상된다

주최 측은 코로나로 인해 로보월드 현장에 직

접찾아오기힘든기관및기업관계자와해외바

이어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장 온라인 투어와 유

망 로봇기업 투자유치데이를 개최하는 등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전체 행사 분

위기를띄운다

2021 로보월드는 크게 국제로봇산업대전(전

시회) 경진대회(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

지) 컨퍼런스(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 로봇

비즈니스페어)등으로구분되어진행된다

첫날 개막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박진규 산

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강귀덕 한

국로봇산업협회회장 손웅희한국로봇산업진흥

원원장 이두용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회장 구자

춘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선 로봇활용 민간협의체 결성식도 열

린다

국제로봇산업대전에는제조업용로봇서비스

용로봇로봇부품및소프트웨어 SI솔루션등이

선보인다 △제조업용 로봇(로보스타 티로보틱

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아스 유일로보틱스 민

트로봇 한성웰텍 등) △서비스 로봇(트위니 에

브리봇 클로봇 힐스엔지니어링 로보케어 에이

딘 로보틱스 키논 엠디로봇 세오 코가플렉스

우리로봇등)△로봇부품(한즈모트롤지지엠에

스브이테크 국제금속상사 본시스템즈등) △공

공 및 연구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

원캐나다대사관한국융합기술진흥원특허청)

△지역공동관(인천테크노파크대전테크노파크

부천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남로

봇랜드재단 등) 등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제조로봇활용표준공정모델홍보관을운영하고

제조로봇전국투어설명회를 29일 1시부터개최

한다

2021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는 10월 27

일과 28일이틀간열린다 ESG경영과로봇의역

할을 주제로 4개 트랙 25개 세션이준비되어있

다 4개 트랙의주제는산업용로봇휴머노이드

모빌리티드론이다

28일에는산업부가주최하고한국로봇산업진

흥원과 로봇신문이 주관하는 2021 로봇비즈니

스페어 컨퍼런스가 성공 경영의 키로봇을 주

제로 열린다 고광일 고영테크놀러지 대표와 김

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인더스트리

40제조업성공경영의키로봇 모방과창조신

세계를향한비법들을주제로기조강연을한다

2021 로보월드 기간에는 부대행사로 신제품

런칭쇼 유망로봇기업투자설명회 온라인바이

어투어 온라인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등이준

비되어있다

27일에는해외바이어를대상으로실시간온

라인 투어를 진행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 수출

기회 제공 및 신규 거래처 발굴을 지원한다 28

일열리는신제품런칭쇼에선트위니우리로봇

에이딘 로보틱스 세오 힐스엔지니어링 키논

등 로봇기업들이 신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시

연한다

유망로봇기업투자유치설명회(2021유망로

봇기업투자유치데이)는28일과29일이틀간열

린다 28일은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온라인으

로진행되며 29일에는국내투자자를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진행된다 28일해외투자자및액

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투자유치 설

명회에선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 등으로 구성

된심사자대상 IR피칭및평가 2021 로보월드

베스트스타트업우수기업등에대한시상이이

뤄진다

28일과 29일에는 수출상담회가 준비되어 있

다 한국로봇산업협회 코트라 한국이스라엘연

구개발재단이주관하며국내로봇기업 150개사

와해외바이어 10개국 50개사가참여한다수출

상담회를 통해 국내 로봇기업들의 동서아시아

서유럽 국가 바이어와 국내 유망 로봇기업을 연

계해국내기업의성공적인해외판로개척을지

원한다

구매상담회는 대기업중견기업 등 로봇 수요

기업국내로봇기업간1대 1비즈니스미팅을통

한비즈니스협력기회를제공한다 이 행사는한

국로봇산업협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며

국내로봇수요기업을대상으로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해 로봇기업과 매칭하고 전시장 내 구매상

담장에서오프라인상담을진행한다

2021 로보월드기간에는국제로봇콘테스트와

RBiz 챌린지가 개최된다 국제로봇콘테스트는

로봇인재육성및로봇기술력향상을도모하고

로봇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마인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총 9개 대회 37개 종목에서 1000여팀

2000여명의인원이온오프라인에서경기를펼친

다 휴머노이드 로봇스포츠(서울과기대) 서울

테크지능로봇(서울과기대) 로보콘(서울과기대)

STEAM컵(STEAM교육협회) WCRC(한국로봇

교육콘텐츠협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한로

봇스포츠협회) AIR 스포츠&WRO코리아(디지

털문화융합협회 ITC로봇문화협회) 인공지능로

봇자율미션대회(창의과학교육연구회) 인공지

능로봇챌린지(인공지능로봇콘텐츠연구소) 등

경기가진행된다

RBiz챌린지는국내로봇제품을대상으로로

봇활용수요맞춤형다양한기술개발을통해로

봇제품경쟁력강화및수요공급연계를위해마

련됐다 지능형 발전소 안전로봇경진대회(한국

중부발전) 산업용로봇 ZERO 미션챌린지(제우

스) 로봇마케팅경진대회(두산로보틱스) 등 3개

대회에60여팀 200여명이참가한다

위기 속에도 위드 로봇 기치기회를 잡아라

160개사참여472부스서첨단제품기술위용

성공 경영의키 로봇비즈니스페어 28일열려

코가플렉스와우리로봇이공동개발한식당서빙로봇시연을2020로보월드참관객들이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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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1 로보월드 개막식 축사를 하게 되

어무척기쁩니다아직은여행제한으로로보월

드개막식에직접참석할수없게된점아쉽게

생각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로봇이 제공하는 혜택

을소개하거나제조산업의수요에부응하고사

회적위기해결을위한솔루션으로서로봇산업

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로봇자동화솔루션의중요성이급격히증대됨

에따라로봇의사용이나도입에반신반의했던

많은고객군들조차로봇도입에다음의장점때

문에긍정적으로변하고있습니다

첫째로봇도입이수요변화에신속하게대응

하는강점이있습니다이러한유연성의향상으

로 인해 생산의 수량 조절 지정학적 리스크나

외부충격에적절히대응토록하고있습니다

둘째 로봇은에너지와자원활용의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친환경적제품디자인을통해성

능의최적화로고품질의제품을만들고절전및

불량률을줄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점은로봇도입이생

산성을향상시킨다는것입니다로봇도입은노

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위험과 노동강도를 줄

여줍니다

OECD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올해 55%

2022년에는 4%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 말이나

2022년에는많은산

업이팬데믹 이전으

로회복될것으로예

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글로벌로

봇시장은2019년보

다약간의성장을거

뒀고특히중국은코

로나이후성장을주

도하고있고 북미와

유럽시장도견고한

성장세를보이고 있

습니다

한국의경우연간로봇설치대수에있어전년

도에비해7%의감소를보였습니다만로봇운용

누적대수로는전년비6%성장한34만3000대의

사상최대기록을 보였습니다글로벌로봇설치

대수에서중국일본미국에이어세계4위규모

로봇밀도는2019년기준근로자1만명당868대

로글로벌톱의위치를점유하고있습니다

앞으로서비스로서의로봇등새로운비즈니

스모델은중소기업을위한로봇장벽을낮출것

입니다기술의진보에따라로봇투자대비이익

(ROI)의 증가가 커질 것이고 로봇 프로그램화

의 용이 직관적 인터페이스 플러그 앤 플레이

(Plug N Play) 시스템등으로인해로봇의보급

을용이하게하고있습니다

2021로보월드는글로벌뿐만아니라한국의

로봇최신기술과경제동향을소개하는최고의

기회가될것입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와공동

주관기관이주최하는로보월드개최를다시한

번축하드리며참석하신모든분들의성공을기

원하며로보월드가신기술과경험교류의장이

되기를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로봇 보급장벽낮아져한국엔기회의장

국제로봇연맹밀턴게리회장도축하메시지

로봇밀도 높은 한국직접 못 가봐 아쉬움

대한민국 최대 로봇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의장 2021로보월드가올해도

막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로봇산업대표행사인로보월드가개최

될수있도록애써주신모든분들께이

자리를빌어감사인사를전합니다

이번 로보월드는 지난해와 비교해

더욱 많은 기업과 다양한 국가에서 바

이어들이참여해200여건이상의수출

상담이진행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

다 코로나19로인해어려운시기를잘

이겨낸만큼로봇기업들에게이번로보

월드는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될 것

으로기대합니다

지난해코로나19로비대면시대로의

전환이급격하게진행되었지만로봇기

업들에게는긍정적인전망보다는힘든

한해였습니다코로나사태가장기화되

면서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도 각자의

방법으로돌파구를마련하기위한부단

한노력들이빛나기도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런 로봇산

업의발전을돕고자그어느때보다노

력했습니다 제조산업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해 타 산업에 로봇을 쉽게 도입할

수있도록안내하고 이를제조로봇전

국투어설명회를통해수요기업에알렸

습니다 또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

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로봇발전에걸림돌이될수있는규제

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해외표준인증상호인정 비

대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활동에 정부에서도 높은 관심

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국무총리가

직접진흥원을방문해로봇산업현황을

듣고제조서비스분야등전산업에서

로봇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흥원은

로봇활용을통한국가산업발전을위

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도이번로보월드기간동

안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표

준공정모델 공동홍보관을 운영하여

실제 타 산업 제조현장에 로봇을 도입

한예시를눈으로볼수있도록하고로

봇 안전 공동홍보관에서는 로봇 설치

시 실제 안전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체

험하는공간을구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경진대회인

2021 국제로봇콘테스트와 RBiz 챌린

지도같은기간열립니다 코로나로인

해 올해도 온라인 대회로 많이 진행됩

니다 로봇 꿈나무들이 펼치는 선의의

경쟁을응원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 로보월드를 통해

국민여러분께서로봇과더욱가까워지

고 미래사회모습을먼저만나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코로나어려움이기고

활력찾는무대됐으면

손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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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로보월드의 개막을 진심으

로 축하합니다 금년까지도 계속 이어

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로보월드가 개최될 수 있도

록애써주신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한

국로봇산업협회에축하와감사의말씀

을전합니다

제어로봇시스템학회는 우리나라의

제어 로봇 시스템공학분야를대표하

는 학술단체로서 로보월드와 오랜 기

간동안파트너십을발휘해왔고 우리

나라로봇산업의최전선에서활약하는

수많은로봇기업들을위해서전문인력

의 양성과 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

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의 생활 속

으로널리퍼진비대면세상과그관련

기술은 인류가 일하고 휴식하는 전통

적인 방법에 막대한 변화를 강제로 도

입하였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

봇 기술과 관련 산업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며 관련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현명한 도전은 많은 과실을 거둘 것으

로믿습니다

어떠한기업과기술이라도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과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

현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

니다

기업은 몰두하지만 세상은 별 관심

이없는기술은 그 기업을건설적으로

발전시키거나세상에가치를창조하는

데도움을주기어렵습니다 따라서기

업은 다른 기업들이 쏠리는 기술이나

추세에 단순히 함께 쏠리지 않도록 경

계하며 세상에 진정으로 사회적 경제

적 가치를 부여하고 인류에게 희망을

줄수있는기술과추세를선별하는안

목을가져야합니다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은 물론이고 기업도 단

순하게 신기술 개발에만 높은 비중을

두지말고그너머의더큰그림에대해

서깊은통찰을추구해야합니다

세계적으로성공한창업자들과투자

자들의 조언은 한결같습니다 기술력

은성공을위한전체그림의작은부분

이며필요조건이지만결코충분조건은

아닙니다훨씬더중요한것은그기술

이세상에제공할수있는명확한가치

입니다 신기하고 흥미로운 기술력에

몰두하는 것은 모든 기술 중심 기업의

자연스러운 약점입니다 결코 부끄러

운것은아니지만 성공적인기업경영

에는방해가될수도있습니다 로보월

드가로봇기업들의성공과발전에더욱

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혁신해나아갈것으로기대

합니다감사합니다

기업들의창의적도전

성공자양분나누고파

이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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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작년에이어2년가까이지속되

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국가

로봇산업의발전과부흥을위해안팎으

로 노력하고 계시는 국내외 로봇업계

관계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올립

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및 참가기업 관

계자와 참관객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

면 거리두기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로봇은언택트시대의핵심산업

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장 트렌드에 맞추어 우

리 로봇산업은 제조업용 로봇 시장의

경우세계5위수준으로성장했으며언

택트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서

비스로봇시장의경우물류로봇 무인

배송 로봇 의료재활 로봇 살균방역

로봇 사회안전로봇등을중심으로전

년대비생산액 154%의증가세를보이

며성장을거듭하고있습니다

올해로 16회째 맞이하고 있는 로보

월드는 10여개국 160개사 472부스 규

모로 개최 예정이며 협동로봇을 활용

한제조산업분야뿐만아니라 서빙로

봇 물류 로봇 의료재활 로봇 등 실생

활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활용 방향성

을제시하고있습니다또한 올해처음

으로 SI특별관을 구성해 제조 및 서비

스 산업환경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이외에도 스타트업 특

별관 미래인재관등의운영을통해미

래를대비하는로보월드로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에서는

산업용로봇휴머노이드 모빌리티 드

론등 4개트랙 25개 세션규모의컨퍼

런스운영을통해 K로봇의글로벌新

비즈니스 창출 및 국내외 로봇산업의

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장을마련하였

고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등

경진대회운영을통해로봇인재의육성

뿐만 아니라 국산 로봇제품 보급 확대

를꾀하고있습니다

로봇산업은 일찍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좌우할신성장동력산업으로주

목받아 왔으며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숙원과제로 생각됩니다 다행

히 어려운상황하에서전시회를개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모든 관계자에

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시회를 개

최할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과

책임감을느낍니다

박람회에 출품해 주신 참가기업 대

표님 참관객 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

씀을 드리며 결실의 계절 가을에 모든

분들이만족하는성과거두시고건강하

시기를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언택트핵심산업부상

무한한자긍심책임감

강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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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게리
국제로봇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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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NRINati

onal Robotics Initiative)를 국가 로봇 정책의

근간으로삼고있다 NRI는 2011년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창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6월 카네기멜론대학의 국가로보틱스엔

지니어링센터를방문한자리에서 첨단제조파

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

p) 계획을발표했는데 이계획의중요한부분을

차지한것이바로 NRI다 오바마행정부는 2013

년 국가로보틱스이니셔티브를공식발표했다

오바마행정부의NRI는과학재단항공우주국(N

ASA) 농무부국가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

tes of Health) 등이주도하며매년최대 7000만

달러를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내

용으로하고있다산업현장은물론이고가정병

원 등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

미국은현재 국가로보틱스이니셔티브(NRI)

20을추진하고있다 NRI 20은학계산업계비

영리조직등기관및기업간에협력을권장함으

로써기초과학엔지니어링기술개발및전개등

의연결을꾀하고있다NRI 20의핵심중하나는

우주로봇분야다 이를위해 NASA는 아르테미

스 달탐사프로그램을통해 2024년까지달에우

주비행사를보낸다는계획이다이프로젝트에는

미국의 전문기업 유럽우주청(ESA) 일본 캐나

다등의기관이참여하고있다 미국은 2020년부

터 2024년까지 3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미국방성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3억달러의예산을무인시스템분야에집중투자

할계획이다

각국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 로봇이 첫 손가락

우주로봇무인시스템분야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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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 로보틱스이니셔티브

유럽연합(EU)의로봇정책은 호라이즌2020을

중심으로전개되어왔다호라이즌2020은R&D정

책의전반을다루고있는데로봇R&D역시이틀안

에서움직이고있다 EU는 R&D 정책인 호라이즌

2020이 종료되자 호라이즌유럽(Horizon Europ

e)을새로추진하고있다EU는호라이즌유럽을통

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그린 디지털 건강등

분야의지식과솔루션개발에앞장서겠다는목표다

호라이즌유럽은제조업과건설업의디지털전

환노동자지원을위한자율솔루션인지능력의증

진인간로봇간협력등을목표로하고있다EU는

특히 올해부터내년까지 2억4000만달러의예산을

투입해로봇관련워크프로그램(Roboticsrelated

Work Program)을진행하기로했다

유럽최대R&D및로봇강국인독일은 하이테

크전략 2025를추진하고있다 독일정부는 하

이테크 2025를 통해기업 대학 연구기관간제

휴협력을촉진한다오는2025년까지R&D부문

에 GDP의 35%를매년투자할계획이다

제조건설분야노동력 로봇대체 잰걸음

유럽 호라이즌 R&D 정책

일본은현재세계산업용로봇시장을주도하고

있으며지난 2019년기준으로전세계산업용로

봇의 47%를공급하고있는로봇강국이다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중공업등산업용로봇기업들

이전세계산업용로봇시장을장악하고있다

일본은 2015년 로봇혁명실현회의를 통해로

봇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

원의 로봇신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은 로봇신전략을 통해세계 1위의 로봇

혁신허브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이를위해제

조산업의 로봇자동화 비율을 대기업은 25% 중

소기업은 10%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

는특히로봇신전략의핵심지표로로봇 SI 시장

의확대를추진하고있다산업측면에선농업인

프라 헬스케어 부문에 로봇을 집중 보급하겠다

는실행계획을제시했다

일본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

면 로봇 혁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와 핵심기술

개발제도적인프라정비규제개혁등을추진하

고있으며주요공업협회 대학연구기관지역연

계조직등이참여해니즈와기술의매칭및성공

사례보급국제표준대응등을추진하고있다또

한차세대기술로인공지능 센서및인식시스템

구동 및 제어시스템 등을 병행해 개발하고 정보

공유와경쟁을촉진하고있다 로봇과기존무선

시스템과의주파수공용규칙정비수술지원로

봇 등 의료기기 신속 심사 자율주행차‧드론‧인

프라유지보수로봇관련법령정비등로봇규제

개혁도적극추진하고있다

세계 1위로봇혁신허브건설청사진

日 범정부 로봇 新전략 추진

중국은 지난 1986년 863계획(중국첨단기술

연구발전계획) 이후로봇육성을위한정책을지

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1990년대 들어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중국제조2025를통해중국산업계

의 제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고 있

다 특히 혁신 중국(Innovation China)이라는

기치를내걸고지능형로봇산업육성정책을펼치

고있다이를통해중국정부는첨단지능형로봇

차세대로봇로봇핵심공통기술산업용로봇서

비스로봇특수로봇기술발전에집중하고있다

중국정부는R&D지원정책업그레이드를통해

국제경쟁력을갖춘로봇기업을집중육성하고지

방여러곳에로봇클러스터육성을목표로하고있

다중국은2019년기준근로자1만명당로봇밀도

가187대에달해전세계15위를차지하고있는데

지능형로봇의도입을통해산업계의로봇밀도를

세계선두권에진입시키겠다는목표다

중국은 서비스 로봇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

다 2000년대들어인공지능기술의발전과함께

산업과인구구조변화 특히노령화인구증가등

에대응해의료교육 서비스분야로봇개발에적

극나섰다

산업계로봇밀도세계선두권도약 포부

中 제조 2025로 혁신 기치

우리나라도제4차산업혁명의일환으로로봇산

업을집중육성하고있다 지능형로봇법과 제3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에 근거해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제고물류와의료등분야서비스로봇보급

확대차세대로봇부품및소프트웨어개발을지원

하고있다정부는오는2023년까지로봇산업글로

벌 4대강국으로도약한다는비전하에2023년로

봇산업 시장 규모를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15

조원으로확대하고1000억원이상로봇전문기업

수를현재의6개에서20개로늘리기로했다또제

조 로봇 보급대수(누적)를 기존의 32만대에서

2023년까지70만대로늘리기로했다이를위해뿌

리섬유식음료산업등3대제조업중심으로제조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4대서비스로봇분야를집중육성하기로했다

제조로봇보급대수 2년내두배 70만대로

한국 3차 지능형 로봇기본계획

미국은국가로보틱스이니셔티브(NRI)의일환으로우주로봇개발에적극나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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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클라우드 5G등첨단기술이로봇과

결합하면서 로봇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이 올해 로봇산업의 주요 흐

름을정리한 2021년 로봇트렌드톱5에 따르면

인공지능과로봇기술의진화가로봇산업계의변

화를이끄는핵심동력이다

전통적인산업용로봇은단순동작을반복적으

로 그리고고속으로수행하는데특화되어있다

하지만이제로봇은사람처럼 학습하는로봇으

로진화하고있다

인공지능이컴퓨터비전및센서기술과결합하

면서 똑똑해진 로봇들이 생산 현장의 변화를 주

도하고있다 똑똑한로봇들은기존의산업용로

봇이할수없던힘든과업을수행하는게가능하

다대표적인작업이 빈피킹(Bin Picking)이다

능숙한 손놀림을 자랑하는 인간 작업자만 할 수

있었던빈피킹작업을이제는로봇이수행할수

있다

신세대로봇들은스마트팩토리환경에서동작

한다 로봇설치및프로그래밍은예전보다용이

해졌고 로봇들은점점더네트워크안으로포섭

되고있다산업용사물인터넷(IIoT)의도입확산

과 통신 프로토콜의 진보는 로봇들을 자동화와

인더스트리 40 전략의우산속에 끊김없이(sea

mless) 통합하고있다 산업용로봇을비롯해자

율이동로봇(AMR) 무인운반로봇(AGV) 등다양

한 형태의 로봇이 네트워크 안에 한데 묶이면서

스마트팩토리를구축하게된다

산업현장에는최신내비게이션기술을채택한

모바일로봇들이속속유입되고있다 이들로봇

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새로운 산업 현장은 전

통적인 생산라인과 비교해 훨씬 유연한 특성을

지닌다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차체(body)는 무

인운반로봇에의해생산라인을이동하며자율이

동로봇은생산라인의흐름과는별도로독자적인

작업을처리한다

자동차생산모델이변화하더라도생산라인은

해체되는것이아니다제조업체들은로봇과AM

R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식으로 유연 생산체제

를구축한다또한인간로봇간협력작업이새로

운 흐름으로 부상하면서 펜스 없이 인간 작업자

와 로봇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생산라인에서 목

격하게된다

노동력 부족생산성 향상에 산업용 로봇 도입 폭주

인공지능기술접목 학습하는로봇에 열광

산업현장에불고있는새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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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카협동로봇과사람이생산현장에서협업을하고있다 사진=쿠카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용 로봇 시장은 매

력적이다

이는 산업용 로봇의 보급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낙 쿠카 야스카와 ABB 등 전통적인산

업용 로봇 강자들은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건재

함을과시하고있다 협동로봇이산업용로봇시

장의주류로부상하기위해선좀더시간이필요

해보인다

국제로봇연맹(IFR)이 지난해발표한 월드로

보틱스 산업용 로봇 2020 자료에 따르면 2019

년현재산업용로봇누적설치대수는272만2000

대에달한다

자동차산업과전기/전자산업은산업용로봇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쌍두마차다 산업별 로봇

보급현황을살펴보면자동차산업(10만5000대)

전기/전자(8만8000대) 금속 및 기계(4만4000

대) 등으로나타났다자동차와전기/전자산업이

산업용로봇시장에서강세를이어가고있다

특히코로나팬데믹이후에도자동차산업계의

로봇 자동화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

고있다 IFR은 지난 2008년금융위기이후경기

호전에따라GM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테슬

라 등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과 자동화에 광범위

하게투자하고있다며 로봇자동화가코로나팬

데믹이후의회복과성장및발전을위한열쇠가

되고있다고강조했다

실제 2019년 기준 미국 자동차산업의 로봇밀

도는근로자1만명당 1287대로역대최대수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산업의 국가별 로봇밀도는 독

일(1311대) 일본(1248대) 중국(938대) 등순이

다전기/전자분야로봇도입도자동차와마찬가

지로강세를유지할전망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이외산업에서도로봇자동

화에대한관심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실

제로미국에선지난해처음으로비(非)자동차산

업부문의로봇주문이자동차산업부문을추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과학 분야 로봇주문은

72%늘었으며음식및소비재상품플라스틱및

고무산업도각각 60%와 62% 증가한것으로나

타났다

로봇 자동화만이위기탈출비상구 인식확산

산업 수요대세상승 뚜렷

산업용 로봇 시장의 새로운 변수는 협동 로봇

이다협동로봇시장은과연언제쯤개화될까?시

장조사기관의시장전망은낙관적이다

ABI리서치는 올해 발표한 협동로봇 시장(제

목:Cobots for Flexible Automation) 보고서에

서 지난해 협동 로봇 시장이 4억7500만달러(약

5282억원)에달했으며 올해는 6억달러(약 6673

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ABI리서

치는 이 시장이 연평균 325%의 성장률을 기록

오는 2030년 80억달러(약 8조8972억원)에달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인터액트 애널리시스(Interact Analysis) 역

시지난 2019년전세계협동로봇매출액이총6

억6990만달러(약 7479억원)로 2018년대비 15

6% 증가했으며 전년대비출하량이 188% 증가

한 2만2459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28년 협동로봇의 매출액이 전체 로봇 시장의

157%인 19억4000만달러(2조1660억원)에 이

를것으로예상하고있다

ABI리서치는 협동 로봇이 인간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 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용법 향상된 인터페이스 상이한 작업

을위한로봇의재배치등요인이장점으로부각

되고있다고분석했다

협동 로봇이 갖고 있는 유연성에다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점진적인 자동화가 가능

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협동 로봇 도입을 부추

기고있다는분석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 협동 로봇 전문기업인

유니버설로봇에이어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

미쓰비시 ABB 등산업용로봇기업들이속속협

동로봇시장에진출하고있는형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 제조기업들

이타격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을중심

으로협동로봇수요가확산되고있다는게전문

가들의지적이다

협동로봇과산업용로봇간장벽이무너지고있

다는분석도있다산업용로봇과협동로봇을동시

지원하는 듀얼모드 로봇이등장하고있으며 협

동로봇의가반하중(페이로드)이커지면서산업용

로봇과의간극이좁혀지고있다는지적이다

실제로시장조사기관의전망치처럼협동로봇

이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일지는두고봐야할

것같다협동로봇에대한안전요구아직은미흡

한 산업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들의 협동 로봇

도입의지 협동로봇의공급가격등은여전히협

동로봇업체들이해결해야할과제다

산업용로봇과간극좁아져年 30% 쑥쑥

협동로봇 개화시기는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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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스타는 지난 1999년 설립되어

2018년 LG전자에 인수된 국내 대표 산

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다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단축 로봇

부터 다관절 로봇까지 산업용 로봇의

풀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트랜스퍼 로봇(Transfer

Robot) AGV(무인운반로봇)/AMR (자

율이동로봇)등 로봇 기반의 다양한 자

동화 솔루션(Automation Solution)을

통해 국내 산업용 로봇 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직 다관절 신

규 라인업인 기존의 RA004 RA007 외

RA005L(Long Arm 버전) 모델과 RA

012 모델을 선보이며 산업용 로봇의 선

두주자에 어울리는 풀라인업을 구축하

고 있다

SD 스카라 로봇은 최대 5kg 가반하

중 무게 적용 동력 전달 기구의 효율적

인 배치 및 암경량화 고강성화를 실현

한 AC 서보모터 고강성 정밀 감속기 등

을 특징으로 하며 향후 기존보다 생산

성을 약 2배가량 향상시킨 신규 모델을

2022년 내 출시할 예정이다

모든 로봇 라인업에는 전용 컨트롤

러를 적용해 사용 용도별로 최적을

실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

션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을 확보했

다

이외에도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제조공정에서 적용될 신기술

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흐름 생산에

적용 가능한 로봇 기반의 솔루션 고성

능 비전 시스템 등을 이번 전시회를 통

해 선보인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

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수직다관절신규라인업확대잰걸음

로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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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스타 수직다관절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KAIST 휴머

노이드로봇연구센터 휴보랩 연구진이

창업한 로봇 플랫폼전문기업이다

이번 로보월드에 협동 로봇 RB시리

즈세계 최초로NSF 인증을받은 협동

로봇 RBN시리즈 4족보행 로봇 RBQ

3와 RBQ5를 선보인다

6축 로봇팔인 협동 로봇 RB 시리즈

는 생산 제조 교육 소독시스템 스튜

디오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

다 RB3630 RB31200 RB5850 R

B101300 RB16850 5가지 라인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 제품은글로벌인

증기관 TUV SUD를

통해 CE인증과 KCs

인증을 획득했다 R

B 시리즈는 누구나

손쉽게 운용할 수 있

으며 단순반복작업

위험한 생산라인 등

다양한 작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생산라인의 작업 플

로우를 방해하지 않

고 작업자와 협력해

작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RBN시리즈는 F

&B(식음료) 시장에서의 안전하고 위

생적인 사용을 위해미위생협회(NSF)

인증을 받았으며 로봇에 자켓을 입히

거나부가적인 장치를 하지않고 단일 제

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RB5

850NRB31200NRB101300N 총

3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튀김기 고압스팀으로 추출하

는 에스프레소머신 등 다양한 식음료산

업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4족보행 로봇 RBQ3와 RBQ5는 감

시정찰수색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4족

보행 로봇이다복잡한 한국지형을 보행

할 수 있는 자율보행기술과목표 작전 시

간동안 운용 가능한 로봇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전기 모터방식을 사용하

며 고기동고효율이 특징이다

협동로봇 RB 시리즈로 이름값

레인보우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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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RB시리즈

지난 2016년 설립된 민트로봇은 독자 개발한

핵심부품 기술을 기반으로완성된 다관절 로봇

제품을 제조하는 전문기업이다

이번 로보월드에 선보이는 로봇 팔(Pal)A 시

리즈는 3축평면로봇(PPA 시리즈) 스카라 로봇

(PSA 시리즈) 원통형 스카라 로봇(PCA 시리

즈) 6축 다관절 로봇(PAA 시리즈) 등이다

PPA 시리즈는독창적인 형태의 로봇으로 6개

의 자유도가 필요하지않은 단순한 공정들을 3개

의 축만으로 작업할 수 있다 산업용 설비 내부에

장착해 구동되며더넓은 범위에서 작업을 하기 위

해 직교 시스템 위에 안착해 사용되기도 한다

PSA 시리즈는 독자적으로 특허 개발한 감속

기를 사용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토크출력과 정밀도를 구현했다빠른속도로 움

직이며 약 08 mm크기의미세한 소형 공작물의

핸들링 조립 등 반복적인 업무에 최적화됐다

민트로봇은 최근에새로이 개발한원통형 스카

라(Cylindrical SCARA) 로봇(PCA 시리즈)도 선

보인다 기존의 스카라 로봇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수직 운동 범위를 가진원통형 스카라 로봇은 360°

회전 방식과슬림한 형태의링크구조다

PAA 시리즈는 속도와 동작 범위를 극대화하

고높은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6관절

로봇이다 로봇에 요구되는 자유도가 추가될 경

우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완벽하게 대응

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공정에활용이 가능하다

스카라 계열 로봇은 좁은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다 전자제품 및 반도체 조

립식품농산물음료산업 분야에서도폭넓게 적

용 가능하다

빠르고정교한다관절로봇 어필

민트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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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로봇4축원통형스카라로봇

티로보틱스는 첨단 IT제품의 필수

부품인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OL

ED)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진공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대형진공 로봇을 국내 및 일본

중국의 FPD 제조사 생산라인에 공급

해좋은평가를받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올해 6월 인수한

모션디바이스가 국내 개발한 스마트 물

류 로봇인 MDA 시리즈를 비롯해 스위

스의근력 보조 의류인 마이요슈트(My

osuit) ZMP와 협력해 국내 공급하고

있는캐리로(CarriRo) 등을 선보인다

MDA 시리즈는키바타입 물류 로봇

(MDA500 MDA1000)으로 다양한

공장과 물류센터에 투입이 가능하다

대량의 다품종 소량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주문품이 적재된 랙을 피커에게

이송해 주는 GTP(Goods to Person)

운영방식으로 전환시켜준다

기능성 섬유와 결합한 근력 보조 의

류인 마이요슈트(Myosuit)는 다리 근

육이 허약해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착

용 시 일상 생활의활동을 도와주는 웨

어러블 소프트 슈트이다

캐리로는 물류 및 제조현장의 반복

적인 물품이송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작동이 쉽고 안전한 운용 방법으로 별

도의 교육이나환경변화없이 현장 사

용자의 다양한 조작 상황을 고려해 조

이스틱으로 운전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와 비콘신호를 자동으로따라가는

추종모드그리고 설정된 경로에 의한

자율이동 모드를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티로보틱스는 의료재활로

봇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푸드테크X

R 어트랙션엔터테인먼트와같은B2C 분

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속가

능한글로벌 B2B2C 로봇기업으로 성장

하기 위해 R&D에 적극투자하고 있다

한편티로보틱스는 최근연 300억원

규모 반도체용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장을완공했다

OLED 제조에필수 진공로봇

티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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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로보틱스 진공로봇

고려대학교 지능로봇연구실은그동안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 팔의 설계 및 제어 협동 로봇과

중력보상 로봇 개발 자동 공구교환 시스템 및 공

구 개발 로봇 기반의 정밀조립 공장 및병원물류

로봇용 주행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7자유도 협동 로봇인 KCR

0710R(가반하중 7kg 작업반경 1000mm) 6자

유도 협동 로봇인 KCR0509(가반하중 5kg 작업

반경 900mm)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매

니퓰레이션그리고 자동툴교환 시스템 및각종

툴등을 전시한다

지능로봇연구실은 2005년부터 연구를 시작

한 로봇인간 충돌 안전성 연구를 바탕으로

2007년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을 개발했으며 현

재까지 8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다 고려대

협동로봇은 위치제어힘제어 임피던스제어충

돌감지 및 직접교시를 자체 개발한 단일 제어 프

레임워크를 통해서 구현한다또한 자체 개발한

모터 드라이버와 그래픽 프로그래밍 기반의 티

치펜던트를 사용해쉽게 작업을 교시할 수 있다

다자유도 중력보상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

업용 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연구실은 MATC&T(Magnetic Automatic To

ol Changer & Tools)라는새로운 개념의 로봇용

툴교환 시스템과 다양한툴도 개발했다 MATC는

자석기반으로 무동력 ATC를 구현했다각툴마다

내장된 구동모터 대신 ATC에 설치된 하나의 모터

로각툴에 동력을 전달해 자체 구동부를 가질필요

가없다획기적으로낮은 가격으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MATC에 장착되는툴로는 2지그리퍼

파워그립용 3지그리퍼흡착그리퍼볼팅그리퍼

소프트 유니버설그리퍼 및툴감속기 등이 있다 카

메라로 로봇의파지 대상 물체나작업을 인식한 후

AI기반으로 로봇이 자율적으로 필요한툴을 교체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7자유도협동로봇 무대위에

고려대지능로봇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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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지능로봇연구실7자유도협동로봇 KCR07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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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저렇게로봇이춤을잘추지?

지난 6월 말 현대차그룹은 로봇개 스팟(SPO

T)과방탄소년단(BTS)이함께춤추고고난이도

칼군무까지추는것을동영상으로소개하며깊

은인상을남겼다 세계적로봇업체보스턴다이

내믹스인수를기념해제작한 웰컴투더패밀리

위드 BTS(Welcome to the Family with BTS)

영상이었다 로봇개스팟은인간프로춤꾼을뺨

치는실력을과시했다

올해로세상에나온지 5년 째인스팟은 1999

년소니가만든장난감강아지로봇 아이보(AIB

O)와는천양지차였다그리고 2012년등장해사

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던 할아버지 뻘인 큰 로

봇개 빅독(Big Dog)과도또달랐다

BTS와 칼 군무 깊은 인상

금속성인 이 로봇은 빅독과 달리 시끄러운 작

동 소음을 내지도 않았고 불안정한 자세도 보이

지도않았다 (혹넘어지더라도곧바로일어나똑

바로선다)보기에전혀불안스럽지않았다오히

려 그 반대였다 영상 속 스팟은 BTS 멤버들의

앉아라는명령에따라자리에앉거나팔굽혀펴

기동작을함께따라하는등인간과로봇간의자

연스런의사소통모습까지보여주었다그뿐만이

아니었다 여러대의스팟은연속적인웨이브동

작을 연출하거나 원을 그리면서 자유자재로 춤

대형을 바꾸기도 하며 날렵한 춤사위로 전 세계

인을매료시켰다

사실스팟의기능은춤에그치지않는다 현대

차생산공장과기아차소하리공장 그리고GS건

설 롯데건설현장투입등에서보듯이미사람을

대신해여러곳을순찰한다 전후좌우에달린고

성능카메라로는주변을 360도전방위로감시할

수있다 장애물이나타나면피하고 화재현장에

선사람대신건물내부문을열고들어가생존자

를확인시켜줄수있다지난해미국보스턴의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환자 상담용으로도 사용됐다 일본

프로야구경기에서는코로나19에따른무관중경

기에서응원전을하기도했다

현대로봇의총아로 급부상

어느새 4족보행로봇들은현대로봇의총아로

급부상했다 무엇보다 친근한 디자인에 바퀴 로

봇으로는불가능한계단과경사지형까지오르내

릴수있는데다각종최첨단센서컴퓨팅및기계

학습(AI) 기반의다양한기능들로사람들을매료

시키기에충분했다

지난 1992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스핀오프로출발한보스턴다이내믹스는2004년

군수물자운송용4족보행로봇빅독을만들었고

2010년세상에공개했다 그리고 2016년이되자

훨씬 날렵하고 향상된 스팟을 내놓으며 세계적

이목을집중시키기시작했다

이로봇개의등장은전세계로봇업계와연구

계는 물론 자동차와 IT업계에도 충격을 주면서

따라잡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새 스팟은

스위스 중국 이탈리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4족보행로봇연구의촉매제가됐다

2016년 스위스취리히연방공대(ETH 취리히)

의 스핀오프로출발한애니보틱스는자사 4족보

행로봇 애니멀(ANYmal)을업그레이드해생산

라인 점검용으로 투입하고 있다 호주군은 미국

고스트로보틱스의 4족보행로봇 비전60을 전

투훈련에참가시키는가하면 미 공군은이를플

로리다공군기지순찰용으로배치했다

스팟의가능성에자극받은재빠른추격자(Fast

Follower)인 중국기업들의 약진도 놀랍다 유니

트리샤오펑샤오미텐센트같은중국기업들은

지난해부터스팟에근접한성능의로봇개들을잇

따라내놓기시작했다 이 기업들은중국스마트

폰제조사들이그랬듯 4족보행로봇에서도놀라

운가성비로시장장악을노리는모습이다

일례로유니트리는지난2017년2만5000달러

(약 3000만원) 짜리 라이카고(Laikago)를 출시

했지만 3년 만인 지난해엔 2700달러(약 320만

원)짜리 고1 에어(Go1 Air) 등 3종을내놓아세

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판된

스팟의 시판가 7만4500달러(약 8848만원)와엄

청난격차다 스팟한대값이면유니트리기본형

을무려27대나사고도남는다

무장투입에 킬러 로봇 논쟁도

날로향상되고 날로값싸지는기술덕분에향

후인류는각가정에서 또는개인별로한대의 4

족보행로봇을갖게될수도있다과거에자동차

PC 스마트폰이그랬던것처럼

게다가 4족보행 로봇은 드론처럼 응용범위를

더욱더 확대해 지구 너머 달이나 화성에서도 활

용하게될지모른다이미영양(羚羊)을본뜬4족

보행화성탐사로봇이만들어져있을정도다

만능재간꾼 4족보행로봇의진화가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귀결은어떻게될지에관심이모아

진다

이런가운데일각에서는 4족보행로봇을디스

토피아 SF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한 로봇처럼 활

용하고 있는 데 대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드러내

고있다

미국뉴욕경찰청(NYPD)은스팟을잠재적적대

지역에투입 시범적으로이동 CCTV 역할을맡겼

다 하지만시민과정치인의항의속에결국스팟

대여 사용계약을취소해야만 했다 지난 10월 12

일워싱턴DC의한행사에서는12km거리의목

표물까지저격할수있는총을맨반자율 4족보행

로봇까지등장하면서거센킬러로봇논쟁의불을

지폈다

이제 세계 각국 정부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

하지 않고 인류의 삶에 도움되는 합리적 수준의

로봇활용을위한대책마련과함께킬러로봇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

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

친근한 디자인에 기능도 만능지구촌이 들썩

경비구조비대면의료현장등쓰임새무궁

인간과자연스런의사소통세계적개발붐

바이탈사인측정용으로쓰이는스팟

어울리고

고스트로보틱스가선보인저격용라이플을탑재한4족보행로봇 사진=스워드인터내셔널

총기무장킬러 논쟁

4족보행 로봇

좋은 활용 & 나쁜 활용

BTS와춤추는스팟 사진=현대차유튜브

돌보고

4족보행로봇 스팟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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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몇년새급속히익숙해진4족보행로봇의

성능은이미 20여년전한선구적로봇학자가예

견한것과기막히게닮아있다 바로한스모라벡

미카네기 멜론대 교수가 예견한 3세대 만능 로

봇시대다

그는자신의저서로봇(ROBOT1999)에서 3

세대 만능로봇이 2030년에 도달하게 될 것이

라고예견했지만그보다일찍오고있는것같다

모라벡교수에따르면3세대로봇은원숭이만큼

머리가좋으며주변환경에대한정보와함께그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슈퍼컴급의

강력한 컴퓨터를 탑재해 주변 세상을 모델링할

수있기때문이다

이 컴퓨터는 초당 3조 개의 명령어 연산 능력

(300만 MIPS)을 갖추고있다 로봇은이를바탕

으로 빠른 실시간 시행착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세대로봇보다훨씬더빠르게배운다 그러나

이 로봇도 복잡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외부에서공급되는프로그램들에의존하게된다

어째모라벡교수의 20년전예언은오늘날우

리가 보고 있는 4족보행 로봇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있는것같지않은가

예를들어스팟은놀랍게도스스로자신의주

변상황파악능력(자신의위치확인 지도제작

및 3D공간 파악)까지 갖추고 있다 조작자에게

무선통신으로자신이시각센서(카메라)로보는

대상을그대로전달할수도있다조작자가컨트

롤러(조이스틱) 화면 위에 방향을 찍으면 그 방

향으로 직진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

간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순찰을 돌고 사람과 현

장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다 몸체 앞부

분에 머리처럼 부착된 사람의 손같은 역할을

하는프로그래밍된입으로는실내의문을여는

가하면꽃을땅에심을수도있고공원의강아

지 배설물을 치울 수도 있다 어떻게 프로그래

밍 하느냐에 따라 활용법은 무궁무진해 보인

다 이렇게 되기까지엔 다양한 기술발전이 뒤

따라줘야했다

그렇다면이렇게발전하고있는 4족보행로봇

을만들려는생각은언제부터구체적으로나타나

기시작했을까

3세대 만능 로봇 나올 것 20년 전 예언 그대로 적중

150여년 전부터 거듭된 도전 결국 큰 결실

역사 속발자취 살펴보니

굿윈의말로봇개념도(1867년) 사진=미특허청사이버네틱주

일본소니강아지로봇 아이보(1999년) 사진=소니

오하이오주립대적응형서스펜션차량(1981년)사진=오하이오주립대

보스턴다이내믹스스팟클래식(2015년) 사진=보스턴다이내믹스

GE가선보인워킹트럭(1965년) 사진=GE

보스턴다이내믹스빅독(2004년) 사진=보스턴다이내믹스

미국MIT의 미니치타 중국유니트리로보틱스의 고1

�������인간이 4족보행 로봇을 구체화시

키려한흔적은적어도 1867년미국의발명가굿

윈(WFarr Goodwin)이네발로걷는말을형상화

한말로봇을고안해특허출원한때로거슬러올

라가야할것같다

��	
���전기 로봇의 선구자로 불리는 미

국과학자그레이월터(1910~1977)가영국에서

최초의전기식거북이로봇을만들었지만안타깝

게도이거북의발은 바퀴였다

��	����달에서 4족보행로봇이돌아다니

는공상캐리커처가신문에등장하기도했다 이

해는미국케네디대통령이미국과구소련의우

주경쟁이한창인가운데 1960년대가가기전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고 말한 라이스대 연설이

있던해다그러나실제4족보행로봇이나오지는

않았다

��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워

킹 트럭(Walking Truck)이라는 사람이 타는 4

족보행로봇을내놓았다

��	����영화 스타워즈의 제국의 역습

편에4족보행로봇 ATAT워커가등장한다

��	����스타워즈속로봇에자극받은미국

정부가오하이오주립대를통해 6개의발이달린

이른바적응형서스펜션차량(Adaptive Suspen

sion Vehicle ASV)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퀴

달린 차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험한 지형까지

다닐수있는수단을마련하기위해서였다 그러

나무게약 27톤길이 52m너비 24m높이3m

짜리이걷는로봇은적재량이220kg에불과하고

전원공급등의어려움으로실용성을확보하지못

하고1990년결국폐기됐다

��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본 소니의 애완용 강아지로봇 아이보(AIBO)

가등장했다

���
��미국보스턴다이내믹스가빅독을

내놓았다이어 LS3(알파독뮬2010) 와일드캣

(2011) 순으로4족보행로봇이쏟아진다

������스팟클래식이등장했다

������스팟이 등장했다 이는 4족보행

로봇의효용성을일깨우면서개로대표되는 4족

보행열풍의기폭제가됐다 이어전세계가스팟

류의4족보행로봇개발에들어간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취리

히)가 우주 식민지 후보인 화성의 거친 환경을

고려한 스페이스복(SpaceBok)을내놓아이목

을집중시켰다

이재구 IT컬럼니스트hallasanda@navercom

4족보행 로봇 개발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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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은 서비스 로봇 시장의 중요한

기술트렌드로클라우드와 5G기술의적용 구독

형서비스(RaaS)의 도입확산을꼽았다 이와함

께로봇산업계에불고있는모바일혁명에도주

목했다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모바일 로봇은 이미 대

세로자리잡았다서비스안내로봇방역로봇순

찰로봇 물류로봇 배송로봇 건물청소로봇등

각종서비스로봇이GPS위치정보슬램(SLAM)

첨단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외 공간을 자율

적으로이동하고있다

IFR은올해발표한모바일혁명(AMobile Rev

olution) 보고서를통해 모바일로봇은전통적으

로공장또는산업환경에서작동해왔다하지만오

늘날모바일로봇은쇼핑객들에게정보를제공하거

나호텔에서객실에물품을전달하고도시지역을

순찰하는경찰관들을지원한다고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모빌리티가붐을이루고

있으며 물류산업을중심으로자율이동로봇(AM

R)의도입이확산되고있다는설명이다 AMR판

매량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1% 증

가하고 모바일로봇판매량도매년 40%씩 증가

할것으로예측했다

이처럼모바일로봇혁명이불고있는것은첨

단융합센서 컴퓨터비전 분석기술이강력한컴

퓨팅 성능과 접목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제 서비스 로봇은 주변 환경을 빠르게 인식하

고자율적으로움직일수있는능력을갖게됐다

이 같은 모바일 기술은 AMR 자율배송 로봇 안

내서비스로봇 순찰로봇등다양한로봇기술에

기본적으로구현되고있다

���������������서비스

로봇은코로나팬데믹이후각광받고있다 코로

나의영향으로소비자들이비대면서비스를선호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로봇과 사람 간 커뮤

니케이션수요가증가하고있다 특히비대면서

비스에익숙한MZ세대가소비주체로부상하면

서서비스로봇의활용영역이넓어질전망이다

코로나팬데믹이후자율배송로봇의유용성은

더욱커지고있다 자율배송로봇은소위 라스트

마일(Last Mile:최종목적지까지가는마지막구

간)을담당하는로봇이다고객의집앞까지음식

또는 소포를 자율 배송해주는 로봇은 온라인 상

거래의급격한증가로관심을끌고있다

미국에본사를둔시장조사기업인럭스리서치

(Lux Research)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자율배

송 로봇이 전체 배송물량 가운데 20%를 처리하

고시장규모는 50조원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코로나팬데믹으로전자상거래시장이비약적으

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속도는점점빨라지고있다

스타십테크놀로지스등자율배송로봇기업들

이앞다퉈음식배달서비스사업에참여하고있

으며 대형 유통업체들도라스트마일구간에자

율배송로봇과드론을투입하려는시도를끊임없

이해오고있다 중국전자상거래기업알리바바

는 자율 배송로봇 샤오만뤼(小蛮驴)가 올해 9월

말현재중국내 20만명의고객을대상으로누적

100만건의배달을달성했다고밝힌바있다

�� �� �	� !"	�현재 서비스 로

봇시장에서가장약진하고있는분야는물류로

봇이다물류로봇은물류센터나공장등에서IoT

와자율주행등로봇기술을이용해주변환경및

상황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스케줄링 등 물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설계된로봇시스템이다 물품의포장분류

적재및이송과정에활용된다

코로나팬데믹이후온라인쇼핑과전자상거래

시장이급성장하면서고객들의주문에효과적으

로대처할수있는물류창고시스템의구축과다

양한 물류로봇의 도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마존 DHL페덱스월마트알리바바징둥등

세계적 기업들이 물류혁신을 위한 로봇 기술을

앞다퉈도입하고있으며 물류산업이각국의산

업경쟁력을좌우하는미래핵심산업으로인식되

고있다

시장조사및분석기업인ABI리서치에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물류창고 로봇

시장은연평균23%이상증가해2030년510억달

러를넘어설것으로예측되고있다

ABI리서치는 모바일 로봇은 물류창고 로봇

시장의 중심에 있으며 출하량과 수익의 대부분

을차지하고있다 AGV(Autonomous Guided V

ehicles:무인운반로봇)와 AMR(Autonomous

Mobile Robots:자율이동로봇)이물류창고내에

서 상품을 이동시키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워크플로우에 통합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또물류창고분야에서로봇기술은초기탐색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광범위한 자동화(automation) 시장에서 AMR

비중이높아지고있다고지적했다

물류로봇은이제물류창고등분야에만예외적

으로도입되고있는것이아니다병원 요양원 호

텔등이물류이송로봇을속속도입하고있으며코

로나팬데믹이후이같은경향은뚜렷해지고있다

�#$������%& ��'����코로

나팬데믹이후물류로봇이눈부신성장률을보이

고있지만절대간과할수없는전문서비스로봇

분야가바로의료로봇이다의료로봇은고가의제

품으로판매대수가적지만매출액면에서는압도

적이다 지난 2019년전체전문서비스로봇시장

에서의료로봇이차지하는비중은47%(매출액기

준)에달한다 전체전문서비스로봇시장의절반

에가까운수치다 2019년의료로봇매출은53억

달러인데2022년 113억달러규모로배이상성장

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에비해물류로봇매

출 규모는 2019년 19억달러에서 2022년 53억달

러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물류로봇의

성장률이100%를상회하고있지만매출규모면에

선의료로봇분야에턱없이부족하다

노령화사회의진입으로의료로봇의수요는한

층탄력을받고있다건강및의료에대한정부및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의료 로봇 시장은

그야말로날개를달았다여기에재활로봇 케어

로봇등시장이기지개를켜고있는것도의료로

봇시장의전체파이를키우는데긍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이처럼의료로봇시장이커지면서

의료 로봇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다빈치로봇으로수술용로봇시장을독점

해왔던 인튜이티브 서지컬 외에 여러 의료 로봇

전문기업들이 새로운 의료 로봇 시장을 겨냥해

물밑경쟁을펼치고있다 의료로봇시장이성장

하면서 장기적으로 산업용 로봇 최대 시장인 자

동차 산업의 로봇 수요를 넘을 것이란 전문가들

의예측도나오고있다

언택트 길잡이 전문 서비스 로봇 불꽃 성장 예고

주변 환경 인식 똑똑한 주행비대면 시대 효자로

물류의료분야 도입 폭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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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십테크놀로지스음식배달로봇 사진=스타십

MiR의물류창고로봇 사진=MiR

인튜이티브서지컬의수술용로봇다빈치 사진=인튜이티브서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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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봇은 2015년 설립된홈서비스로봇전

문기업이다 독보적인 로봇 자율주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6년세계최초듀얼스핀방식의바

퀴없는물걸레로봇청소기를출시했고 이후지

속적인제품개발을통해다양한로봇청소기라

인업을구축하면서 물걸레청소로봇이라는새

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 지난 2019년 출시한

엣지는우수한성능과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

국내로봇청소기시장점유율3년연속1위를유

지하고있다 2020년에만10만대이상판매됐으

며국내전체로봇청소기판매량중 25%가량을

차지했다또한글로벌시장에적극진출해미국

중국일본을포함한세계20여개국에진출했다

특히지난해8월입점한미국아마존은출시6개

월만에100만달러매출을올렸다

에브리봇은 현재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

며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에 인공지능(AI)과 사

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 출시에도

속도를내고있다앞으로지속성장연구개발로

로봇청소기 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홈서비

스로봇시장전체를공략할예정이다

이번2021로보월드에에브리봇은 쓰리스핀

로봇물걸레청소기와엣지로봇물걸레청소기

를선보인다 쓰리스핀로봇물걸레청소기는3

개의 모터를 탑재해 보다 강력해졌지만 극저소

음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3개의 걸레까지

완전하게 도달하는 무게감은 제품 무게 그대로

인2kg으로손으로꾹꾹눌러닦은듯완벽한물

걸레청소를할수있다 11개의장애물감지센서

는벽이나가구부딪힘을최소화하며 스마트한

낙하감지센서로제품추락또는파손없이안전

하게사용할수있다

엣지 로봇물걸레청소기는바퀴없이 2개의

걸레가빠르게회전하며청소하는듀얼스핀방

식의물걸레로봇청소기다 걸레를본체외부로

돌출시켜 벽면이나 좁은 공간의 구석구석까지

완벽한물걸레질이가능하다 장애물과낙하지

역을 미리 감지해 안심하고 청소할 수 있다 제

품무게 100%로눌러닦는파워풀클리닝이가

능하며국내외50개이상의특허와유럽디자인

어워드수상등국제적으로도성능과디자인또

한인정받은제품으로해외 30여개국에수출되

고있다

듀얼스핀물걸레로봇청소기 엣지있네

에브리봇

�����
�	

에브리봇 물걸레로봇청소기 엣지

클로봇은 2021 로보월드에의료보조로봇을

선보인다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반복적비의료업무를보조할수있도록한전문

서비스로봇이다 협소한통로와장애물이있는

실내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로

봇을 개발하는 클로봇이 자사의 범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카멜레온을 탑재해선보이는두번

째모델이다

클로봇은의료기기침대휠체어링거걸이나

보행자등다양한형태의장애물이혼재해있는

환경을고려해의료분야전용하드웨어로설계

했다

또한 1대의로봇이△물품운반△회진지원

△간호사보조(환자안내교육) 등의구체적인

의료보조서비스를운영자의개입없이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 로봇은 2021년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디지털공공서비스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술분야 과제인 의료진 업무경감을

위한다기능성자율주행로봇통합컨시어지구

축사업을 통해 국립암센터에 총 10대 납품될

예정이다

클로봇은 의료

컨시어지 서비스와

연계해 다수의 로

봇을 도입 운영한

국립암센터 사례를

적극 활용해 국내

의료분야 고객 확

보를 위해 적극적

으로 나설 계획이

다

한편 실내 자율

주행 플랫폼 전문

기업인 클로봇은

2017년 5월창업한

로봇 전문 스타트

업이다 한국문화

정보원의 큐레이팅

봇 사업 롯데월드

타워및롯데백화점안내로봇서비스개발등국

내대표서비스로봇도입프로젝트 70여건을수

행했다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 하드웨어에서 전문 서비스까지 통합 공급

이가능한기업으로클라우드기반멀티로봇관

리 시스템 크롬스(CROMS)와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을출시한바있다

비의료업무보조전용설계 눈길

클로봇

��������

클로봇 의료보조로봇

지난2015년설립된트위니는누구나사용할

수있는자율주행생태계구축을위해자율주행

로봇과통합관제소프트웨어를개발공급하는

전문기업이다

이번 2021 로보월드에서 넓고 복잡한 환경

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물류 운송용 로봇

나르고60을 선보인다 특히고객의다양한목

적에 부합할 수 있는 활용 형태를 제시할 계획

이다

이로봇은마커나 QR코드없이이동할수있

는게강점이다로봇본체에부착된 3차원(3D)

라이다를 기반으로 장애물을 구분하는 등 스

스로 주변 지도를 그리면서 경로를 찾아간다

물건을최대 60㎏까지실을수있다모바일앱

과 연동돼 조작도 간편하다 로봇 서버를 건물

엘리베이터 서버와 연동하면 로봇이 직접 엘

리베이터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재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고객사 물품 유형이나

서비스 목적에 따라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

록 설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장 물류센터

병원 고층건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트위니는 이외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

유특구에 적용할 도심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프

로토 타입을 공개한다 이 로봇은 배달 앱과 연

동 자율주행로봇을활용한배달서비스에친근

감을높일것으로기대하고있다회사는이번전

시를통해공공배달앱사업을진행하는전국지

자체와 다양한 고객사를 유치해 로봇기술의 우

수성을알릴계획이다

야외경로주행까지척척 나르고 60 선보여

트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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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니물류운송용로봇 나르고60

보안 감시 카메라 전문기업 세오는 이번 로

보월드에보안서비스로봇 아르보(ARVO) 시

리즈를선보인다

아르보는 세오가 자체 개발한 보안 로봇으

로 자율주행기술 영상흔들림 방지기술 무선

충전및음원추적기술발열탐지소화기기능

탑재및분사등이적용됐다 여러환경센서도

장착돼라돈 온습도미세먼지가스(일산화탄

소)등을탐지할수있다아르보시리즈는아르

보 아르보 S3 아르보 S5 등 제품으로 구성되

어있다

특히아르보 S5는스테빌라이징기술을탑재

해실내외주행시업그레이드된안정감을제공

하며모듈형서비스플랫폼을적용해상황에맞

게다양한옵션기능을제공할수있다

아르보는 각종 센서 및 센서 융합 카메라를

활용해발전소내부보일러실등어둡고협소한

밀폐 공간에서도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고위험작업시가스 화기 등으로인

한다양한사고위험요인을선제적으로예방한

다 또한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기반시설과고

가의설비와자재를감시해재난사고및도난을

예방한다발전소공항철도컨벤션센터대규

모주거및업무시설 물류센터 대형마트및백

화점호텔및리조트등여러장소에서활용가

능하다

세오는 산하 로봇연구소를 통해 퓨전센서 카

메라기술충전스테이션자동도킹및무선충전

기술AI기술기반자율주행기술연구를활발하

게진행하고있다

도난예방은기본가스화재탐지까지한번에

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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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보안서비스로봇 아르보(ARVO)

코가플렉스와 우리로봇은 2021 로보월드에

공동부스를마련하고서빙로봇 서빙고등 6종

의신제품을내놓는다

양사는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오

징어게임의컨셉을부스디자인에활용했다 아

이언맨을닮은서빙고로봇2대가오징어게임의

공격수로나와오징어게임판을유유히다니면서

△좁은 경로 통과△정확한 목적지도착 △부드

럽고신속한정지/장애물회피주행등서빙로봇

이갖춰야할기능을자연스럽게시연한다 또한

서빙고머리형태로제작된룸형태의구조물안

에는6개의새로운서빙로봇신제품이전시됐다

우리로봇과코가플렉스가서빙로봇사업에전

력투구하는이유는인건비상승과코로나사태라

는이중고를겪고있는식당을돕기위해서다온전

한기술로성능을고도화하고예쁘고믿음직한로

봇을만들어서착한가격으로식당에공급하자는

것이두회사의협력모티브가되었다실제로2년

동안의노력끝에10월초부터서빙고(기본형) 양

산을 개시했고 이번 전시회에선 6종의 신제품을

출품해고객맞춤형서빙고라인업을완성했다

코가플렉스는 우리나라 로봇산업 역사의 산

증인인 서일홍 한양대 명예교수가 제자들과 함

께 2017년창업한AI모빌리티스타트업이다창

업 이후 4년간 국내외 유수기업에 AI 자율주행

솔루션(CoNA시스템)을 공급하고 주요 국책과

제를주도적으로수행해왔다 우리로봇은자동

차업계에서30년간종사해온디자인마케팅생

산 재무전문가들이모여 2020년 코가플렉스와

함께공동으로창업한회사다

음식서빙로봇 6종인건비상승 해결사

코가플렉스우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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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플렉스우리로봇서빙로봇 서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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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로봇선도보급실증사업이란고위험고강

도등상대적으로작업환경이열악한3대제조현

장(뿌리 섬유 식음료)을 중심으로 수요기업의

로봇 도입 촉진을 위한 업종별공정별 제조로봇

활용표준공정모델을개발하고업종별전문연과

연계하여R&D부터로봇도입컨설팅사용자교

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로봇

산업진흥원에서는 3대 제조업 외에도 제조기반

수요업종의 로봇활용 확산 및 전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항공 선박 바이오화학 등 업종에

신규지원을확대하고있다 이사업을통해도입

기업은 도입 효과가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손쉽

게공정에제조로봇을적용할수있으며 공급기

업은활용실적이부족했던공정에사업영역을확

장할수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제조로봇 도입을 지원해 제

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로봇산업의 내수 시장

확대및주력수출산업화기반을마련하는데있

다 지원내용으로는사전컨설팅 공정모델실증

사용자 교육지원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지원 현

장검증지원등을패키지로지원한다

사전컨설팅은개발된표준공정모델을기반으

로수요맞춤형공정진단로봇활용방안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모델을 개발한 전문연 주도

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요구사항 및 실현 가

능성을 검증하고 애로기술을 지원한다 로봇도

입비용은공정모델실증기준에명시된단가이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공정도

연계하여 지원 가능하다 사용자 교육지원이란

로봇도입전후도입기업의로봇활용인력을대

상으로 공정모델의 안정적인 현장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부터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

고 있다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지원이란 협동로

봇이설치되는작업장의안전인증획득을지원하

기위하여사전위험성평가컨설팅및인증을지

원하고 있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하는기업에

게는 컨설팅과 안전 인증 심사비용 전액을 지원

하고있다 현장 검증지원이란사업을통해설치

된로봇시스템의설치현황및도입성과를검증하

는절차로도입기업에서는경제적타당성을검증

하는자료로활용할수있다

기대효과로는제조업 측면에서는국가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소제조기업의 품질 경

쟁력 향상으로 국산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구현

및국가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로봇산업측면

에서는국산로봇플랫폼의개발동기부여로로

봇제조기업및SI업체동반성장이가능하고제조

업용로봇의가격경쟁력제고에기여할수있다

주력 수출 산업화 측면에서는 제조업용 로봇의

전통적인 적용 분야인 자동차 분야에서 전자부

품플라스틱・화학금속분야등으로확산하여수

출산업으로육성할수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수요기업에서는 생산

성 7707% 향상 불량률 5019% 감소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있었고 공급기업에서는 매출

1888억원 발생 고용 창출 69명 기술 확대와 같

은긍정적인측면이있었다

3대제조업+업종확대전제조업디지털전환촉진
제조사는경쟁력높이고

공급사는영토확장기회

동반성장파급효과높아

제조로봇 선도보급실증사업

금속플라스틱업종에서는 ㈜대립을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대립은 1988년에 창

립한 방산용 차체부품 및 차량 휠 등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으로 삼성중공업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협력사다 차체 판넬 패널 및 루프

헤더너트저항용접공정과특수차량용휠제

작을위한 CNC가공기머신텐딩공정을복수

공정으로도입하였다 로봇시스템을통해제

작된투입파렛트를활용하여원자재투입의

물류흐름이 원활해졌으며 수작업 공정에서

너트저항용접및스폿저항용접이분리되어

있었으나일괄작업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

하여 원가절감 및 품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머신텐딩공정에서는80kg가량의단조 소재

를이송하는공정으로작업자의안전사고노

출이매우심하고작업자의숙련도에따라소

재안착불량으로인한생산성예측이어려웠

으나 100kg 이상의파지능력을가진그리퍼

를개발적용하여생산시간단축및인력수급

애로를해결하였다이결과로봇도입을통해

2개 공정 평균 생산성 225% 향상 불량률

100%감소효과를나타냈다

전년도 우수사례로 섬유 업종의 ㈜송월을

들수있다 ㈜송월은 1949년 창립한국내대

표타월회사로타월생산의전공정을보유한

유일한 업체다 타월은 준비→제직→염색→

봉제순으로제작되며그중제조로봇이도입

된 공정은 준비공정이다 보빈 탈장착 공정

은 작업자가 고중량(약 2kg)의 원사 보빈을

반복적으로 크릴에 장착하는 작업으로 낙상

사고와근골격계질환이발생된다

또한작업자의숙련도에따라작업속도차

이가 크게 발생해 오장착 시 원단 전체 불량

문제가발생하는등생산성에큰영향을미친

다산업용로봇2대를활용하여원사보빈투

입배출컨베이어 보빈장착크릴등으로시

스템이구성되어있으며두대의로봇이서로

교차되지 않으면서 컨베이어에 놓인 원사를

4개씩파지하여 공급위치로 이송하고빈 지

관은탈착한다 2시간이내에800여개의보빈

을 장착할 수 있으며 로봇도입을 통해 14%

생산성향상과74%불량률감소효과를나타

냈으며무엇보다타월시장최초로봇도입으

로섬유산업부가가치상승효과를가져왔다

산업용로봇 2대활용 14% 생산성향상 그리퍼활용해 2개공정일괄작업 불량제로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인디지털뉴딜사업의일환으로산

업현장의제조로봇활용확산을위해로봇이

필요한 업종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개

발하고 이를 활용해로봇수요기업에실증을

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제조로봇수요업종에대한로봇

활용표준공정모델의발굴(신규)응용(개량)

등 플러스 공정모델의 개발실증을 통해 전

제조업의디지털전환및제조로봇의신시장

창출로봇활용레퍼런스확보를촉진하는데

목적이있다

제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개발

된표준공정모델의실증을위한컨설팅인증

교육등실증패키지를지원한다

진흥원은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을 통해 올

해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수요업종을 대

상으로 47개의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의 개

발및실증을추진할계획이다올해는기존에

뿌리 식음료 섬유산업에개발된표준공정모

델을활용한개량형표준공정모델의개발실

증을 추진하며 단년도에 2개 이상의 모델개

발과모델별 5개사 이상 실증이가능한과제

를선발해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트랙1 제조로봇 플러스 실증

과트랙2 제조로봇플러스개발실증이있다

제조로봇플러스실증은제조공정에로봇도

입을희망하는수요처를대상으로 기개발된

업종별제조로봇활용표준공정모델의실증

보급을 지원한다 트랙2 제조로봇 플러스 개

발실증은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 또는 활용

필요성이높지만관련레퍼런스가부족한제

조공정및업종을대상으로 개량형표준공정

모델개발후개발모델의실증보급을지원한

다

이사업은총 80억원의국가예산정부출연

자금을지원하며 50% 이상의민간부담금을

매칭시켜야사업지원이가능하다단수요기

업의민간부담금부담완화를위해지자체예

산을 활용한 민간부담금 자율매칭이 가능하

며 이 경우 선정평가 시매칭비율에 따른가

산점을부여할예정이다 지원대상은로봇수

요기업및로봇SI 기업을포함한컨소시엄구

성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수요업종 로봇

활용플러스공정모델개발 공정모델컨설팅

개발모델실증로봇사용자교육지원등을수

행하게된다

한국판디지털뉴딜일환

정부지원+민간자금매칭

수요업종표준공정개발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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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봇연맹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는근로

자1만명당산업용로봇설치대수를의미하는로

봇밀도가 지난 2019년 기준 868대로 싱가포르

(918대)에이어세계 2위지만 주로자동차 전기

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뿌리산업등으로로봇활용확산이요구돼왔다

이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는로봇활용이가능

한이송적재탈착등6개공정에대해서뿌리섬

유식음료 등 로봇활용이 미흡한 업종들을 중심

으로적용가능성을검토한결과우선적으로로봇

도입이 필요한 108개의 공정을 선별하였고

2019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

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

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연

구기관과 업종별공정별 표준공정모델을개발해

왔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순차적으로 108개의

로봇활용표준공정모델을개발할계획이며 2019

년 14개를시작으로 2020년 23개를개발하였다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공정은 단순반

복 업무 안전사고 노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을활용하는경우공정시간을단축하여생산

성을높이고노동강도를감소시키거나근로환경

을개선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20년 개발 완료된 제조로봇 활용 표준공정

모델은23종이다

이번 로보월드 기간에 이 중 9개 모델에 대한

테스트베드공정을제조로봇활용표준공정모델

공동홍보관에서직접만나볼수있다 공동홍보

관에는 업종별 로봇시스템이 도입된 공정모델

팩토리로구성하여현장감을재현한다

9개 모델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브레이크 패

드마찰재열성형공정1종△한국기계연구원기

체여과기볼팅조립공정 공기조화장치전장투

입공정 2종△한국생산기술연구원아크용접공

정 후처리가공공정 2종△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자부품 실장기판제조 검사공정 1종 △한국식

품연구원김치이적재투입공정 김치 양념혼합

공정 2종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원사 보빈

이송/적재공정1종등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브레이크패드마찰재열성

형공정은 주요공정으로 이형재 도포→계량→마

찰재투입→백플레이트안착→열성형→취출단계

로열성형기1대당 1명의인력이수작업으로진행

해왔으나표준모델을개발하면서마찰재계량기

개발을통한자동계량→겐츄리시스템을적용한마

찰재금형에투입→로봇을이용해백플레이트개별

안착→열성형→취출로 개선했다 마찰재 분진 및

고온환경등열악한작업환경으로국내인력들은

기피하는공정이어서외국인근로자들을투입했으

나코로나로인해인력수급문제가발생하면서열

기와유해물질에대한작업환경개선분진환경해

소로봇도입으로인력투입이열성형기1대당05

명으로50%감소했다

한국기계연구원기체여과기볼팅조립공정은

주요 공정이 진동보정→자재투입→절곡→클린

칭→조립→검사→포장단계로진행해오던것을

표준모델을개발하면서컨베이어시스템을통한

케이스 공급→가반하중 10kg 협동로봇을 이용

한비전활용벨마우스장착→안전망장착→10k

g 협동로봇 2대볼팅작업순으로개선하였다 표

준공정 도입 전에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작

업시간이변동되었고벨마우스를중심에정렬시

키기가어려웠으나비전기술과로봇활용공정자

동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에기여했다

한국기계연구원공기조화장치전장투입공정

은주요공정이커버투입→서브보드장착→조립

→접지선 배선→검사→포장 단계였으나 표준공

정모델 개선을 통해 가반하중 10kg의 협동로봇

에 케이스 파지용 그리퍼를 장착해 케이스 투입

공정에 자동화 실현→부품 투입 조립라인에 가

반하중 10kg 협동로봇을투입해메인 PCB와서

브 PCB자동화및서브 PCB조립장치구현→컨

베이어벨트 이송장치를 통한 제품 이송 순으로

개선하였다로봇활용공정자동화로생산성향상

및 품질 향상에 기여했고 단순 반복작업 대체를

통한노동환경개선 표준화를통해비용을절감

할수있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아크용접공정은주요공

정이 피용접물 이송→취부→아크용접→검사→

출하단계였으나표준모델에서는피용접물이송

및취부→아크용접→검사→출하순으로이송취

부아크용접취출공정에용접로봇을도입해공

정을 개선하였다 도입 전에는 아크용접 수작업

에따른낮은생산성과인력수급및인건비증가

우려이송취부용접수작업으로작업자피로및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으나 용접 로봇 도입 후

공정시간단축및품질균일화생산성향상및생

산단가절감효과를거두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후처리가공공정은주요

공정이소형부품투입→로봇후가공(디버링 사

상)→부품취출순으로모두사람이투입되어공

정작업을진행했으나표준모델에서는단위공정

마다다관절로봇2대를활용해부품투입→로봇

후가공(디버링 트리밍 사상)→부품취출로개선

하였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실장기판제조 검사공정

주요공정은 2021년개발추진중인공정으로투

입→부품삽입→자동 솔더링→코팅재 도포→검

사→출하순이었으나표준모델에서는제품투입

→검사→제품취출로단순화하였다기존에는제

품투입과취출은수동으로사람이작업하였으나

가반하중 7kg 6축 다관절로봇 1대를 도입해제

품투입과취출완전자동화를통한불량률감소

비용절감 단순반복작업환경개선등의효과를

거두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치 이적재 투입 공정 주요

공정은 배추투입→배추쏟기(수작업)→정선(수

작업)→심제거(수작업)→절단→절임(수작업)→

세척헹굼→탈수(비연속식)→양념혼합→계량/

포장(수작업)→적재→출하 순이었으나 표준모

델에서는 원료 투입→절단→절임→세척→선별

작업→탈수→양념혼합→검사→충진 및 포장→

적재→출고 순으로 개선하였다 수동 작업에 따

른노동강도가높았으나적재물품을컨베이어로

이송하면서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발

생위험요소가해소되었다 생산물량에따라투

입량 조정 및 시간당 투입물량을 일정선으로 유

지하면서생산성도향상되었다

한국식품연구원김치양념혼합공정은배추투

입→배추쏟기(수작업)→정선(수작업)→심제거

(수작업)→절단→절임(수작업)→세척 헹굼→탈

수(비연속식)→양념혼합→계량/포장(수작업)→

적재→출하 순이었으나 표준모델에서는 원료 투

입→절단→절임→세척→선별작업→탈수→양념

혼합→검사→충진 및 포장→적재→출고 순으로

개선하였다 기존공정에서는양념옮기는작업으

로공정연속성이감소하고여러명이한양념통을

이용함으로서오염요인이있었으나자동양념보

충설비개발과협동로봇이부착된모바일로봇을

도입해작업환경개선및수동작업방식의위험성

제거 모바일로봇을활용한업무효율성제고및

생산성이증가하였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원사 보빈 이송/적

재 주요공정은 보빈이송/적재→장착→정경작

업 수행→탈착→언로딩→검사→포장 순이었으

나표준모델에서는보빈이송/적재→장착→정경

작업 수행→탈착→언로딩→검사→포장 순으로

같으나 보빈이송/적재 공정에기존 수작업으로

반복진행되는중량의보빈이송/적재공정을로

봇이대체함으로써작업자의노동감도를저감하

였고로봇도입으로인력난을해결하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보월드 기간에 2020

년표준공정모델개발결과물의공동홍보관운영

을통해표준공정모델데모시연및수요공급매

칭상담회를실시해제조로봇실증사업이해도를

높이고공정모델확산에기여한다는계획이다

6개 연구기관과 업종공정별 표준공정모델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후처리가공공정

한국기계연구원공기조화장치전장투입공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아크용접공정 한국전자기술연구원실장기판제조검사공정

한국식품연구원김치이적재투입공정 한국식품연구원김치양념혼합공정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보빈이송적재공정

작년 23종 표준공정완성

9개모델로보월드에소개

기계車전자식품등망라

제조로봇 표준공정 소개

한국자동차연구원브레이크패드마찰재열성형공정 한국기계연구원기체여과기볼팅조립공정

진흥원은또한로보월드기간에제조로봇수요

기업 및 로봇제조사/SI기업을 대상으로 로봇활

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로봇 도입을 촉진하

기위해제조로봇종합설명회를 10월 29일오후

1시부터전시장내메인이벤트무대에서개최한

다 설명회에서는정부지원사업소개 (제조로봇

선도보급실증사업등)기계금속플라스틱바이

오화학 섬유 식음료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

공등업종별공정모델개발현황및계획에대한

소개와 2020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우

수사례발표가열린다

제조로봇 전국투어 종합 설명회

정부지원사업주요내용

29일 이벤트무대서소개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서비스로봇주요출품업체

에이딘로보틱스는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내

로보틱스 이노베토리(Robotics Innovatory)

실험실에서 출발한 로봇기업이다 1995년부터

축적한 필드센싱 기술에 기반해 새로운 센서기

술들을연구개발하고있다전세계선도적인필

드센싱기술기반 메소스케일의변화를감지하

여작업자와충돌없이미리회피하거나멈출수

있도록도와줄수있는새로운타입의듀얼모드

근접/접촉센서그리고마이크로스케일의변화

를정밀하게감지해로봇에서힘/토크를측정할

수있는다축힘/토크센서(AFT)를개발했다

AFT센서는 외부 충격에강해 내구성이보장

되고 3축 힘과 3축 모멘트 모두 측정이 가능하

며별도의측정장비나증폭기없이간단한연결

로 6축 힘/토크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다 매우

작은크기로제작할수도있어공간에대한제약

이덜해힘을측정하고싶은상호작용점에탑재

할수있다 원통형으로제작된초소형힘/토크

센서는 로봇용 그리퍼 끝 단 로봇 손 관절 VR

장비 홈피트니스 기구 측정 장비 그리고 소형

디바이스에서 간편하게 선만 연결해여러센서

를동시탑재해풍부한데이터를얻어활용할수

있다

ATS 토크센서는 3축힘과 3축모멘트로구성

된외력중에서단축방향의회전력만을구별해

추출하여 측정하는 센서다 회전력인 토크만을

추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나 토크를 생성하

는모터에주로사용하고있다 모터뿐만아니라

핸들이나크랭크축회전이발생하는곳에서정

확한토크를입력하거나측정하기위해또는사

용자의의도를파악하기위한센서로사용할수

있다

듀얼모드 근접/접촉 센서인 프록스 스킨 센

서는 자동화된 공정라인에서 작업자와 로봇간

의충돌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도와준

다 근접센서는자동화된로봇이작업자를인지

하고회피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

충돌하기전에로봇이알아서회피할수가있다

뿐만 아니라 촉각센서도 있어 직접교시에도 편

하게로봇을제어할수있다

로봇을정교하게센서기술 일인자

에이딘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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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딘로보틱스 AFTATS시리즈및프록스스킨

핸즈온테크놀러지는 2021 로보월드에 레고

에듀케이션브릭Q 모션 스파이크에센셜 스파

이크프라임을선보인다

1997년설립된핸즈온은글로벌에듀테크기

업들의수준높은교육콘텐츠및솔루션을국내

에공급하는동시에직접소프트웨어융합교육

도실시하는업체다핸즈온의교육콘텐츠는 손

으로만드는핸즈온(HandsON) 가슴으로느

끼는마인즈온(MindsON) 수업 방식을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창의성을 기르는

데집중한다

핸즈온은 2011년 레고 에듀케이션을 시작으

로세계유수의에듀테크기업들과공식파트너

십을체결하고공교육기관을위한다양한솔루

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서울 용산에 문을

연로봇코딩체험관 핸즈온캠퍼스는연간 3만

명이상이방문하는로봇코딩체험명소로자리

매김했다

이밖에도최적의학습환경을제공하는학교

맞춤형스마트교실구축을지원하고학생들의

도전정신함양을위해WRO(월드로봇올림피아

드)를비롯한다양한로봇대회를매년실시하는

한편특강교사연수찾아가는캠퍼스등을통해

새로운교육을열망하는학생및교사들과적극

적으로소통하고있다

브릭Q모션은힘운동 상호작용을스포츠에

비유하여실험하는활동을통해초등및중학생

을 위한 몰입적인 STEAM 학습 환경을 제공한

다복잡한기술에의존하지않고손쉬운체험식

학습환경을제공해과학에대한이해도를높인

다

스파이크 에센셜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구로놀이처럼재미있는문제해결과정

을 통해 STEAM 학습 개념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스파이크 프라임은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TEAM 학습교구로 사용하기

쉬운HW 스크래치기반의직관적인코딩언어S

W로구성되어있다

창의력학습교구 남다른가치 제공

핸즈온테크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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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온테크놀러지 레고브릭Q모션프라임

2012년설립된로보케어는로봇플랫폼설계

로봇 시스템통합(SI) 인지기능 강화 콘텐츠를

개발하는기업이다

다년간 축적해온 로봇 개발 노하우와 기술력

을바탕으로 사회적약자를위한로봇개발에주

력하고있다 주요제품으로는전국보건소나치

매안심센터에서사용가능한그룹형인지훈련로

봇실벗 개인형로봇 보미1 보미2가있다

로보월드에서는발달장애선별진단및교육

로봇 도리를선보인다 도리는 95%이상의행

동패턴 인식률을 갖는 스마트 인터렉티브 기반

로봇으로 아동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

애) 선별진단및행동발달치료 교육을제공한

다 실시간측정멀티모달센싱정보통합기술로

5인 이상의아동위치및관절정보실시간측정

이가능하다

보미1은인터렉티브도구를활용한두뇌향

상콘텐츠를제공해뇌기능활성화에도움을주

는일대일탁상형인지훈련로봇이다 어르신부

터아이까지재미있는게임을통해인지기능강

화트레이닝을할수있다현재이대목동병원내

로봇 인지훈련치료실을 구축해 로봇을 운영하

고있다

보미2는 두뇌향상 콘텐츠 제공 뿐만 아니

라 로봇플랫폼에자율주행기술을접목해복약

지시등각종생활알림서비스돌봄기능을제공

한다 특히로봇을통해수집한데이터를활용하

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게특징이다현재

판교가정(2가구)에보급하여리빙랩사업을진

행중이다

발달장애선별진단사회적약자돌보미

로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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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케어교육로봇 도리

슬램코는서비스로봇을위한자율포지셔닝및

내비게이션솔루션업체인중국슬램텍(SLAMTE

C)의한국공식대리점이다슬램텍은지난2013년

설립이래안정적자금조달및지원속에서국가첨

단신기술기업 상하이우수혁신스타트업기업

인텔로봇혁신생태파트너등의영예를얻었다

슬램텍은현재 360°스캐닝범위의라이다인

알피라이다(RPLIDAR) 모듈형자율포지셔닝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슬램웨어 큐브(SLAMW

ARE Cube) 일반 서비스로봇플랫폼등세가

지핵심제품라인을보유하고있다현재아시아

유럽북미등전세계 20개 이상의국가와지역

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슬램텍은 인하우스(InHouse)용뿐만

아니라 OEM/ODM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

하고 있다 이들 로봇은 청소로봇 배송로봇 음

식배달로봇등가정용및상업용의다양한로봇

에적용및생산되고있다

슬램텍은 모든 제품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

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샤프엣지

(SharpEdge) 지도 구성기술은기존슬램(SLA

M) 기술을한차원업그레이드해 cm수준의정

교한고정밀지도를구성할수있도록해준다

또한 옵티맥(OPTMAG)은광학자기무선통

신기술로접촉식부품이갖는물리적마모로인

한통신오류를해결하고사용수명을2~3배연장

할수있는게특징이다

2021 로보월드에슬램코는슬램텍의최신로

봇플랫폼을선보인다슬램텍은지난 2015년부

터제우스아폴로아테나등플랫폼을내놓았고

지난8월에는헤르메스를내놓았다

헤르메스는엘리베이터제어및빌딩의다층간

이동및배송이가능하다로봇영역이평면이아닌

입체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보여줬다

자율포지셔닝내비게이션솔루션 위풍당당

슬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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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코자율주행로봇 헤르메스

힐스엔지니어링은 로로봇 코로봇 등 인공지

능기반의로봇을선보인다

로로봇(LoRobot)은AI기반운영과5G기반

원격관리가가능한물류로봇이다이운영/관리

시스템은로봇운영효율성최적화자율정비및

원격 AS를실현하여사용자편의성을극대화한

다 자율주행기능피커추종기능셔틀시스템

이 별도로 탑재된다른제품과달리 3가지기능

이하나의로봇에통합되어있다

코로봇(Coro-bot)은 사회적 약자인 시니어

들이 생활하는 양로원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만연되어있는다양한현장에적용가능

한방역로봇이다가변형수직암과수평암을장

착하고있고코너방역을할수있는다관절로

봇팔과공기중에떠다니는코로나균까지살균

탈취할 수 있는 200도씨의 에어서큘레이터까

지 갖추고 있다 자율주행기능 충돌회피 기동

알고리즘등의소프트웨어가내장되어있고 S

CS DIS RMS와같은다양한각종지원시스템

으로구성되어있다

헤이봇(HeyBot)은 AI 기반 소독 및 컨벤션

센터 병원 음압 병동 및 기타 중요하지만 취약

한장소를위한안내로봇이다이로봇은감염가

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

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헤이봇은 효과

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고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자가운전안내소독기능을바탕으로

주어진 지역을 소독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

을제한한다

방역살균탈취 사회안전망 도우미로제격

힐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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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엔지니어링 코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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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분야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인서울로

봇고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사업인

로봇분야기술명장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미

래산업을이끌어갈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부응

하기위해로봇분야에소질과적성이있는학생들

을선발해기술과 감성을 통한교육으로 로봇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육성하고있다

5년 연속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취업률종합 1위를기록했으며전국유일 드

론 운용병 군사특기 인력양성 드론예비학교로

지정(국방부)되었다 로봇 제작 설계 프로그래

밍 정보통신운영 드론 운영및제작 유지보수

등을통한창의적활동을통해산업체수요를고

려한 현장 맞춤형 교육체제를 운영하여 로봇분

야글로벌인재를양성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IoT스탠드 IoT구름조명

오픈CV게임 휴머노이드로봇등의작품을선보

인다 IoT스탠드와IoT구름조명은블루투스를

이용해 앱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작품으

로주변의상황혹은환경에따라RGB LED를제

어해다양한색을표현할수있도록제작했다

OpenCV게임은 파이선(Python)에서 OpenC

V라는모듈을활용해이용자들이게임을진행하

는작품으로일반적인게임과달리키보드및마

우스로플레이하는것이아니라사람의움직임을

인식해게임을플레이할수있도록제작했다

휴머노이드로봇은축구바이올로이드 CR1

춤리올로이드3가지종류로출품되었으며3D프

린터로학생들이직접제작한로봇이다

로아스는산업용로봇솔루션및 ROS 기반연

구개발용로봇솔루션 서비스로봇솔루션을공

급하는로봇전문기업이다 3D비전과 AGV/AM

R기반산업용로봇솔루션을스마트공장및물류

자동화분야등에공급하고있다 ROS 기반연구

개발용로봇솔루션을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구

소등에공급하고있다

로아스는이번로보월드에보스턴다이내믹스

의스팟등제품을선보인다 스팟은견고하고사

용자정의가가능하도록설계된4족로봇이다구

조화되지않은환경에적합하며계단을오르거나

험한지형을다니는것이가능하다

딩고(Dingo)는 로봇연구및교육용으로설계

된컴팩트한소형실내모바일로봇이다 자율내

비게이션 모바일조작및매핑을포함한광범위

한 로봇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다 기본 ROS

및 가제보(Gazebo) 통합을 제공하며 광범위한

로봇센서및액세서리와플러그앤플레이방식

으로호환된다

메크아이(MechEye) 로그M은 다수의 SKU

를 지원하며 고속으로 스캔이 가능하다 스캔할

물체에 대한학습을따로할 필요가없어사용에

편리하다또한메크아이딥(Deep)은 바코드테

이프케이블타이등텍스처나포장필름이있는

다양한박스를지원한다

로보터스는 협동로봇 및 산업용 로봇 핵심 부

품인힘토크센서를개발해공급하고있다힘토

크센서는 최근 들어 협동로봇 공급 급증세와 제

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의 확산 추세에

힘입어제품의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로보터스가 공급하고 있는 6축 힘토크 센서

는 로봇 자동화 공정 등에서 작업 대상 물체와

의 작용력 측정을 위해 공간상에서 힘(Force)

성분과토크(Torque) 성분을감지하는센서제

품이다힘토크를측정함으로써작업의품질을

평가하거나힘제어를통해압착 조립 연마검

사 등의 로봇 응용 작업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한다

로보터스는 기존 표준모델보다 업그레이드

된성능과강화된내구성을가진중형모델(RF

T80)과 소형 모델(RFT64)을 개발 완료하고공

급을 추진하는 중이다 신제품은정격대비최대

300%까지의과부하능력을구현해내구성을향

상시키고 온도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해 다양한

환경에서도정확한측정이보장되도록내환경특

성을강화했다외장형보드형태로제공되는이

더켓(EtherCAT)통신을센서의내부에내장함으

로써사용편리성및경제성을모두확보했다힘

토크센서의구조강성증가에도성능유지및힘

토크분해능의향상이라는성과를달성했다

사용편한힘토크센서 러브콜 쇄도

로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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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터스 힘토크센서

유명세탄 스팟의 매력한눈에

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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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스가선보인보스턴다이내믹스4족보행로봇 스팟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은자율주행매니플

레이션 인공지능등 로봇융합기술을바탕으로수

중재난안전건설/배관농업등분야로봇을 집중

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엑소슈

트클라우드배관로봇뱀형로봇스마트모바일매

니퓰레이터등을선보인다

상호연동모듈형근력보조엑소수트(ExoMo)는

어깨허리무릎의인체부하관절에피로도저감과

근로자의근지구력향상을도모하기위해개발되고

있으며전신을보조하는목적으로개발되기보다사

용자의목적에따라근력보조가요구되는부위(어

깨허리무릎등)를선택하여착용할수있는모듈

형형태로개발되고있다 산업분야에국한하지않

고국방 의료등으로확대적용할수있는형태의

웨어러블슈트를개발하는게목표다

클라우드배관로봇은유해위험시설(배관) 관

리및안정성진단을위한비파괴검사시스템용

으로 개발됐다 배관검사로봇은 가스배관 수도

배관 정유배관등다양한산업용배관의내부를

주행하며 회전형 비파괴 검사시스템을 이용해

안전검사를수행할수있다

뱀형로봇은다양한주행방식으로협소한공간

에진입가능하며탐색한협소공간에대한지도

를만들고로봇의위치를표시할수있다

기상천외뱀형로봇쓰임새다양

한국로봇융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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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뱀형로봇

로봇기술명장꿈나무의 산실

서울로봇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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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봇고등학교로봇영마이스터과정

엠디로봇은BLDC모터및모터제어기기술을

바탕으로이동로봇과자동화장비등에사용되는

고부가가치제어시스템을개발해공급하는기업

이다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통해 내

적으로는회사를성장시키고외적으로는고객만

족을실현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엠디로봇은지금까지 BLDC

모터제어기 로봇플랫폼 자동

화 물류제어시스템 등을 개발

했다

엠디로봇은 약 15년전 BLD

C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기를개발해상용화했다 이 제

품은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일반 DC서보모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대부분 제어기가 엔

코더입력을보유하고있어자사에서개발한 BL

DC 서보모터와결합하면우수한제어성능을나

타낸다

엠디로봇은고객사주문품을포함해다양한로

봇플랫폼을 개발해 공급했다 고객사와 협력해

자율주행 청소차 5G 기반 안내 로봇 자동화 물

류제어시스템 보행보조로봇을 개발했다 자체

상품으로는 재활 로봇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로

봇시스템은 무선 및 유선으로 장비를 조작할 수

있으며 여러자세에서양다리를움직일수있어

재활치료에유용하다

고부가모터제어기로 명성

엠디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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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로봇 모바일로봇및드라이빙모듈

키논코리아는중국키논로보틱스의국내법인

으로 2021 로보월드에음식배송로봇을집중적

으로선보인다배송로봇 T5 T6피넛(Peanut)

등 3개기종이주력제품이다

키논의 대표적인 음식 배송 로봇인 피넛은 원

터치배송을구현한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율주행 및 자동 포지셔닝을 지원

한다레이더 머신비전딥비전다중센서등의융

합으로복잡한환경에서정확한실내탐색및안

정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로봇은 3층 팔

레트로이뤄져있으며각층은10kg의무게를운

반할 수 있다 동시에 2~3명의 작업량을 감당할

수있는멀티태스킹배송이가능하기때문에시

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1번의 충전으로 최

대15시간운영할수있다

배송 로봇 T5 역시 스마트 자율주행을 지원하

며배송효율성을 200%제고할수있는제품이다

레이어당하중이 10kg 한번에 4개의테이블배

송이 가능하고 1일 150회 600개이상의 테이블

배송을수행할수있다새로운미니멀리즘룩(lo

ok)을 고려한디자인으로여러시나리오에적합

하다

T6는레이어당하중이 10으로다층및대형

팔레트를갖추고있으며멀티태스킹배달을지원

한다

한번에 4개테이블음식서빙 천하장사

키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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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논코리아음식배송로봇 피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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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트론 ¦§¨©§

교육용 로봇기업 로보트론은 주니어 교육용 로

봇 3종(로보타미 주니어로보타미 에이스랩로

보타미 코딩스쿨)을 선보인다

로보타미 주니어는 로봇을 활용한 과학기술

공학예술수학(STEAM) 수업에 활용되며 로봇

물류엔터테인먼트로봇육성앞장꿈나무발굴도 심혈

유일로보틱스 다관절로봇

인천테크노파크 기반 소프트웨어(SW) 교육 및 학습자 수준에 맞

춘(1~5단계) 로봇 교구로도 쓸 수 있다

로보타미 에이스랩은 로봇을 활용한 3단계

(초중고급) SW 교육용 로봇이다 원리를 바탕

으로 로봇을 제작하고 코딩프로그램을 작성해 로

봇을 제어토록 하는 SW 교육 교구다

로보타미 코딩스쿨은 로봇을 활용한 체험 코

딩용 교육 교구다 이 또한 코딩으로 생각하고 로

봇으로 확인하는 SW 교육용으로 활용된다

◇로보웍스 ¦§§©ª

로보웍스는 다양한 로봇 제품과 서비스를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3종의 로봇 솔루션

(코드론 미니코드론 DIY주미)을 소개한다

코드론 미니(Codrone Mini)는 코딩 입문자

교육용 미니 코딩 드론으로서 가상조종 블록코

딩 프로그램 파이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코드론 DIY는 교육용 코딩 드론이며 PC와 조

종기를 통해 코딩이나 간단한 군집비행을 할 수 있

다 가상 조종 SW 프로그램으로 조종할 수도 있다

이는 조립식 드론으로서 아두이노 보드 라즈베리

파이 IR 센서 등으로 부품교체를 할 수 있다

주미(ZUMI)는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다 사용자 얼굴이나 사물

을 인식시킴으로써 AI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인투스카이 «¨¨©§

드론 전문업체인 인투스카이는 3종의 드론(프

렉스6H10프렉스9Q16프렉스9H16)을 출

품한다

프렉스6H10은 방제용에 최적화된 헥사(6)

콥터다 최대 이륙 중량 249kg로 완벽 방수 설계

돼 작업 후 세척할 수 있다

자체 제작한 프렉스9Q16은 산업용 교육용

방제용으로 최적화된 쿼드(4)콥터다 최대 이륙

중량 35kg으로 힘 좋고 비교적 안정적인 비행을

자랑한다 퀵슬라이딩을 기본 적용한 입제약제

분사장치를 3분이면 교체할 수 있다

프렉스9H16은 정밀 방제용 헥사 드론으로

서 6개 모터가 안전성을 높여준다 휴대폰이나 별

도 단말 모니터와 드론 전면의 1인칭 시점(FPV)

카메라를 연결해 방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은에듀테크 ¦§¨©ª

교육용 로봇기업 조은에듀테크는 드론교육 및

대회에 최적화된 1:1 페어링 통신 방식의 드론 2

종(K5DBR C105)과 자율 주행 스마트카인 고

카(GoCar)를 선보인다

K5D 드론은 초보자도 안정적 비행 조종을

할 수 있는 미니 레이싱 드론으로서 821대 동시

비행부문 기네스(2019년) 기록을 갖고 있다 원

버튼 이착륙 기능 및 3단계 비행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LED변경및 360도플립 비행도 가능하다

코딩 드론인 BR C105는언플러그드 코딩이

가능하며 전방 장애물 센서를탑재했다

고카는 동봉된 40가지 이상의 코딩명령어(블

록카드라인모션 코딩 등) 카드로 손쉽게 조종

할 수 있다

◇유일로보틱스 ¦§§©§

유일로보틱스는 제조업을포함한 산업용 자동

화 시스템분야에폭넓게적용되는 자체 개발한

다관절협동취출 로봇을 중점 소개한다

이 회사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인 링크팩토리(L

inkfactory 40)와 링크봇을 다양한형태로융합

해 제공한다 여기에는 스마트 원격감시제어시스

템(스카다SCADA) 제조실행시스템(MES) 창

고관리시스템(WMS)빅데이터 AI같은핵심신

기술이 사용된다

다관절 로봇은 산업 현장의 물품 이송 적재 용

접등의 작업을 사람대신 반복수행한다협동 로

봇은 생산 라인 및 서비스 분야에서 사람과 부딪

히면 자동 정지하며 티칭이 가능하다 취출로봇

은 사출성형기에서 성형된 제품을 자동으로취출

이송하고 인서트 부품을삽입한다

◇블루커뮤니케이션 «¨¨©¬

블루커뮤니케이션은 SW코딩을 어렵고 복잡

하게느끼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모든이에게필

요한 교육솔루션 2종(어썸아이티어썸봇)을 집

중 소개한다

어썸아이티(AsomeIT)는 누구라도 쉽게 코

딩을 학습하고 가르칠수 있고 코딩을 통해창의

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특별한 교육 플

랫폼이다 이는직접조립하고 제어할 수 있는피

지컬컴퓨팅코딩 교구와 학습자 중심코딩플랫

폼으로 구성됐다실제 교육 현장에서검증된 전

문적이고 다양한 교육 노하우를 제공한다

어썸봇(Asomebot)은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SW코딩 학습용 로봇이다 두 다리를움직여걷게

하거나음악에 맞춰춤추게하고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피하게만들수도 있다즉 작은 로봇 안

에 아이들의 커다란 상상력을 가미한 동작과 기

능을 코딩할 수 있다

◇알파에듀테크 ¦§¨©¨

알파에듀테크는 3종의 코딩 제품(알파 코봇

알파 키봇알파 나노봇)을 선보인다국내외를막

론하고 제품 구매후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블록코딩(엔트리 스크래치

엠블록 아두이노 파이썬) 등을 활용해 교육을받

게된다

알파코봇(alpha cobot)은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 제품으로유치부 및 초등부 1~2학년용이다

알파키봇(alpha keybot)은 키보드만있으면

코딩교육이 가능한 제품으로 장소를불문하고 어

디서든코딩 교육을 할 수 있다

알파나노봇(alpha nanobot)은 아두이노 나

노 보드를 활용해만든제품이다 모터드라이버I

C가 기본 내장되고 확장 포트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더케이볼트 ¦§¨©¬

더케이볼트는 미래기술(로봇 드론 코딩 인

공지능 VR/AR) 교육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번

행사에는 5개 제품(아임브릭 아임로봇 아임코

딩 아임드론 아임에어사이언스)을 소개한다

아임브릭은누리과정(3년)관련주제들을담

은 지능계발용친환경무독성 소재의 고급 블록

이다 아임로봇의 최종 결과물은 휴머노이드이

며총 8단계의 조립하기쉬운구조로 설계됐다

아임코딩은언플러그드 및 스크래치를 활용

한 코딩 방식이다

아임드론은 아두이노를 활용한국산 드론이다

아임에어사이언스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

로 구성된 항공과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기모

터를 이용한 다양한 나무소재모형항공기를 사

용한다

◇로보피아 ¦§¨©

로보피아는 유치원 교육용 로봇을 소개한다

이 로봇은 여러종류의 블록을 이용해 다양한형

태의 모양을끼워맞추고 모터와 센서 등을 이용

해 로봇의 기초 원리를익히게해 준다 이와함께

30여 종의 여러제품을 전시진열한다 전시회장

을찾은 어린이들이직접만져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도 운영한다

유아완구에 맞게 KC 인증(B361A4135001

A)을받았고 블록의 6개면 어느방향에서든결합

할 수 있는 이 블록형교육로봇은 현재특허출원

중이다 이 블록에는 메인보드와 리모컨 모터와

LED 적외선 사운드센서 터치센서가추가돼 교

육용 기초로봇 교구로 활용할 수 있다

로보트론교육용로봇 로보타미메카닉 더케이볼트 아임드론인투스카이방제용드론 프렉스6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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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마 Oeefg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틸트로터기술을출자

받아지난 2018년설립된나르마는응급상황에

서활용가능한배송용드론과관제용드론을제

조하고 있다 기존 멀티콥터나 고정익 드론보다

빠르고안전하게그리고멀리물품을배송할수

있는 드론을 개발했다

나르마의 틸트로터 드론은 국내 직접 생산이

가능하다 나르마는 기업 비즈니스 배송 응급

대응해결책을제시하는드론통합솔루션및틸

트로터드론제어기술및테스트측정장비등의

개발기술도보유하고있다

나르마의 틸트로터드론은기존 멀티콥터와 윙

콥터가가지고있는장점을합친하이브리드형모

델이다수직이착륙이가능하며이륙후날개의양

력과틸팅된로터의추진력으로비행기처럼비행이

가능하다 배터리효율성이높기때문에장시간비

행이가능하며기존멀티콥터대비월등한속력(최

대시속120km/h)을낼수있다

◇두시텍 Oeefh

두시텍은지난1998년회사설립이후복합항

법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항공우주국방해양철

도등분야에필요한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

S/DGPS/RTK) 기준 감시국 위성관측시스템과

재밍 전파신호감시등항법관련제품과무인기

솔루션을공급해왔다 차세대 위성용항법장치

계약을진행하며지속적으로항법 우주관련사

업을활성화하고있다

특히 국산소형무인기플랫폼체계를독자개

발해비행제어 미션컴퓨터 통신모듈등분야의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있다또한공

간정보 감시정찰에 적합한 플랫폼을 양산 공급

함으로써무인기산업에서전문성을인정받고있

다다목적소형Kn드론플랫폼은지난2020년조

달청 혁신제품 및 2021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국산드론제품의우수성을인정받았다

현재개발중인드론자격증4종적합전문가용

접이식초소형 2kg 미만 KnX2 드론과 긴급물

류배송및 재난안전드론 Kn4 등 다양한전문

가용 Kn드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업

데이트하고있다 도심속실증테스트를통해새

로운비즈니스모델을선보인다는계획이다

◇유콘시스템 Oeefe

유콘시스템은 2001년 창립한 국내 무인항공

체계분야의선도기업이다

주요제품으로는 UAV 리모아이002B 티로

터와 지상통제장비(GCS) MEMS 통합항법장

치(INU)등이있으며국내최초로무인항공기지

상통제장비를 UAE에 수출했고 소형 무인항공

기 리모아이 006을 개발해 해병대에 보급했다

방위사업청과 육군 보병대대 및 해병대 소형 정

찰용무인기납품계약도체결했다

유콘시스템은 기존의 대대급 무인정찰기 리

모아이002B를 산업용으로 개조해 공간정보용

고정익 무인기 리모M을 2017년 출시했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항공측량사등에납품했다

이어실시간영상획득용고정익리모엠프로(R

emoM Pro)를 개발해해안오염감시 산림병해

충조사등에적용하고해양경찰(해양오염모니터

링) 산림청(소나무재선충감시)등에투입했다

유콘시스템은한국형발사체지상통제장비개

발에도참여해2025년발사를앞두고있다

◇케바드론 Oeefi

산업용드론기업인케바드론은장기체공고정

익 회전익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있다

2013년창업이래다년간의축적된항공기술을

바탕으로산업용드론개발및공급드론운용서

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고객의요구를충족시키

는기술과서비스로국내시장을넘어글로벌기

업을목표로성장하고있다

이번에선보인콘도르(Condor)는중량5kg 내

외 소형 회전익 드론으로 다양한 임무장비(광학

열화상 다분광센서등)를장착했으며실시간공

중정찰및감시 3D매핑농업관측예촬등에활

용할수있다

콘도르는 기체의 보관 및 운반이 쉬운 접이식

형상을 제공해 운용의 편의성을 향상했으며 항

공역학적기본에충실한유선형기체구조로고기

동성을제공한다 데이터보안을요구하는군용및

경찰등의수요기관을위해암호모듈(KCMVP)을

탑재해보안성을강화했다자체기술로제작된형

상과전장부품의통합기술을바탕으로신속하고

원활한후속지원이가능한체계도마련했다

◇플레토로보틱스 jklfe

1998년 프린터 전문기업으로 출범한 플레토

로보틱스는 3D프린터 플레토와로봇바리스타

로봇+제조산업 활력 불어넣기강소기업 요람 우뚝

대전테크노파크

해피본즈를개발해공급하고있다

지난 2017년커피와프린터기술을융합한 라

떼아트프린터 플레토를출시했다 사용자가제

공하는이미지등을라떼의우유위에현실감있

게그려낸다 나만의특별한커피를만들수있다

는독특한감성에소비자들의반응도꽤좋다일

본 대만터키 사우디아라비아등국가의매스컴

을통해소개되고샘플요청도들어오고있다부

스 형식의 바리스타 로봇 해피본즈는 비대면 시

대를맞아카페를무인으로운영할수있는솔루

션이다총 16가지의커피메뉴와레몬에이드등

을만들수있는제품이다

에스피에스는2000년설립후산업용IoT솔루

션을 제공해왔으며 모바일 AiDC 리더기를 이용

해 물류관리시스템트래킹mPOS소매점 관리

등에 적합한 모바일 로봇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에스피에스 모바일 로봇 오가로(OGARO)

는 주변의 UHF RFID태그를읽고해당태그의

ID 및 위치를 파악하는 제품이다저장된 맵 내

에서 주행하며 자신의 주행 위치를 인지하고

상단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RFID 태그 정보

를수집한다

실내에선 벽과 바닥 등의 전파 반사 영향으로

피크(Peak) RSSI 지점과 태그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데로봇의주행위치정보및수집되는모든

데이터를활용해통계적으로태그위치를파악하

는알고리즘을개발했다

수집한UHF RFID태그정보는오가로가TCP

통신을통해미들웨어로전송하고미들웨어에선

해당정보를기반으로태그위치를분석할수있

다 또한미들웨어에선로봇에서수집된태그정

보를 DB에저장하고 로봇의상태도실시간으로

볼수있도록지원한다

TPC메카트로닉스는 스마트팩토리융합솔루

션에초점을맞춰공장자동화시스템구축의핵심

인모션컨트롤3D프린팅협동로봇분야에주력하

고있다 이번전시회에서는직교로봇(NCSTRB

TRS시리즈)협동로봇(TM로봇) 등을선보인다

직교로봇에는 공통적으로 고강성 LM가이드

가적용됐다 NCS시리즈로는스트로크조절및

센싱을 TRB시리즈로는텐션조절을 TRS시리

즈로는다양한모델의모터및감속기장착을하

기쉽다

TM로봇은 비전카메라로제품인식 원점보

정 이미지보정바코드판독색상식별기능등

을지원한다 비전기능이 GUI에통합돼쉽고빠

르게 사용할 수 있다 높은 반복 정밀도(±005m

m)를보인다

보드테크앤다비드는 컴퓨터수치제어(CNC)

조각기레이저조각기와같은공작기기전문생

산업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CNC 조각기의 성

능과디자인을크게개선한 툴리(TOOLI) CNC

조각기를선보인다

툴리 CNC라인업은 M모델 H모델및프리

미엄급 P모델로구성된다알루미늄 아크릴 목

재 황동을비롯한각종비금속소재를정밀가공

할수있다 냉각방식스핀들은 800~12㎾의압

력으로 2만4000RPM(분당회전수)의 고속 정밀

가공기능을제공한다 특히 H모델과 P모델은

기존 CNC 머신에 비해 스마트한 디자인과 일체

형베드로주목받고있다알루미늄타입의일체

형베드를적용해기존베드에비해높은가공균

일성과안정성을구현했다

툴리시리즈와함께소개되는CNC케이스는가

공 소음을 완화하고 청소를 손쉽게 해주는 사용

자편의성을지원한다

인천테크노파크

◇TPC메카트로닉스 mhhfh

◇보드테크앤다비드 neefi

두시텍의 다양한드론플랫폼보드테크앤다비드CNC조각기 툴리(TOOLI) 나르마 틸트로터드론AF200TPC메카트로닉스직교로봇

◇에스피에스 jkl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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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로보틱스 abcde

2009년에 설립된 고영로보틱스는 전시 관람

체험용 로봇제작및교육용휴머노이드로봇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현재 부천로보파크와 여러

로봇 전시관에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대표적

인 로봇으로는 트랜스포머 변신 로봇 마리오네

트 공연 로봇 구동형 로봇 조종게임기 시스템

휴머노이드 댄스 군무단 등이 있으며 휴머노이

드로봇을활용한로봇교육대회및이벤트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홍보용 마리오네트 로봇

시스템과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인다

홍보용 마리오네트 로봇시스템은 로봇 앞에 사

람이 다가오면 센서를 사용해 사람을 인지하고

마리오네트인형을제어해홍보및안내를도와

준다교육용휴머노이드로봇은 17축다관절로

봇으로 토크 30kg/cm 모터 사용으로 고출력을

자랑하며 각종 휴머노이드 대회에서 우수한 성

적을 거두고 있다

◇다인큐브 fbcdb

다인큐브는모션제어기 장비형모션제어기

티치펜던트등을공급한다 이번에출품한로봇

모션제어솔루션인 DMC코아콘은 ARM코텍

스A9 프로세서에 실시간 운영체제 및 모션 통

합 소프트웨어인 코아콘을 탑재했다 이더캣 마

스터플랫폼을내장하여다양한이더캣서보모

터 드라이버 및 I/O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

다

코아콘은다축델타스카라직교좌표협동로

봇등다양한로봇에적용가능하며이더캣슬래

이브의 간단한 설정과 조작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있다ABB화낙야스카와등에서지원하는유

사한로봇언어를사용한다 장비형모션제어의

경우 간단한 조작과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모션

제어를수행할수있다 전문프로그램개발자가

아니어도간단한교육만으로쉽게상위제어기와

연동해사용할수있는게특징이다

모바일형티치펜던트및모니터겸용장치인D

TP10D는 PC나 제어기 화면을 VGA 신호를 통

해 DTP10D에전송하여복제또는확장모드로

사용할수있다 각종안전스위치를이용해로봇

및반도체 LCD 등자동화장비를안전하게조작

할수있다사이즈가큰LCD장비등의경우고정

형 HMI 판넬에서 조작할 수 없는 장비후면까지

사용자가 DTP10D를 손으로 들고 장비를 보면

서직접조작이가능하다

◇로보블럭시스템 abcdb

로보블럭시스템은로보블럭키트휴머노이드

AI 이동로봇 산업용드론 AI 바닥미장로봇 교

육완구 로봇 로봇제어프로그램등을 개발 공급

하는기업이다

AI 바닥 미장 로봇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

해개발한제품으로원격제어가가능하다 라이

다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맵(Map) 구성 및 충

돌감지기능과 BLDC모터적용을통한저소음을

구현했다

시공경로인식및학습 군집운영등이가능한

자율주행시스템을구축해건설인력이직접수행

하는바닥미장작업을무인화 자동화해생산성

시공성및안전성을확보하고있다이로봇은 스

마트건설챌린지 2021에서 로봇분야 최고 기술

상을받았다

마젠타로보틱스는식기세척로봇개발을시작

으로 인공지능 도장 로봇 초음파 진단 로봇 마

사지로봇가사노동로봇등다양한로봇을선보

이고있다

마젠타로보틱스의 주력 모델은 인공지능 도

장 로봇이다 자동 페인팅 협동 로봇인 마젠타

페인터과 자율주행도장로봇 마젠타페인터

를개발했다로봇통합제어및관리소프트웨

어플랫폼 MAVIZ 고성능영상처리플랫폼 M

AVIX 다품종인식기술 포인트클라우드기반

맵빌딩 VR/AR 실시간로봇원격제어등도내

놓았다

로봇마사지플랫폼서비스피로제로(PIROZ

ERO)는 초음파온열진동저주파고주파 등을

통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로봇이다

인공지능인터페이스기술을적용해다관절로봇

팔을 이용한 기능별 마사지 3차원 모션 기반 맞

춤형테라피생성이가능하다태블릿및휴대폰

으로 자신이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선택해 마사

지를받을수있고힘의강도조정이가능하다

◇한컴인스페이스 fbbdg

한컴인스페이스는2012년설립하였으며주로

위성지상국구축및운영인공지능기반의위성/

드론 영상 분석 영역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

진기업이다최근개발한전자동무인드론운영

시스템인드론샛(DroneSAT)은드론의자동이

착륙 무선충전 다중운영 통신 데이터 수집관

제분석이가능하고각종사고와재난감지교통

량범죄감지환경감시농업건설산업분야현

장관제등에활용할수있다

지난해국토교통부의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2단계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무인드론안전망 기

술(재난 발생 시 드론으로 119상황실 소방현장

에사고현장영상제공)을이용하여보다다양한

공간정보를확보함과동시에지자체와관련공공

기관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위성지상국 시스템 구축

무인드론운영시스템(드론샛)과인공지능기반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된 항공우주

분야원천기술을민간산업에적용해사회전반적

인문제해결에앞장서고있다

◇네스앤텍 fbbdh

네스앤텍은20년이상축적한기술을바탕으로

무인항법 및 제어시스템 영상 안정화 시스템 등

무인기시스템을전문적으로개발해제품의신뢰

성과안정성을인정받고있다조달청혁신조달제

품및국내드론분야에서최초로우수조달제품으

로지정된다수의제품을보유하고있다

소형경량화기술과함께탑재장비의신뢰성을

통해 무인기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드

론 시스템을 민관군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

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성공적

으로공급하는것을최종목표로삼고글로벌기

업으로성장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주력제품인드론 SWID와XeFi는민관군의감

시정찰 및 재난 대응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시민안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개발되었으며

비상상황에서감시및구조활동과임무수행을

하는데최적의제품이다

◇라스테크 icjdk

라스테크는 이번 로보월드에 휴머노이드 서

비스로봇을선보인다이로봇은자율주행및장

애물회피 인공지능기반안내 대화 브리핑텔

레프레즌스기능등을갖추고있다이와함께생

활속다양한환경에활용하기위해기능개선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방역소독서비스로봇도개발했다코로나19의

유행으로실내외환경의소독및방역안내가강조

되고 주기적인 실내외 소독 및 방역의 필요성이

높다고보고이로봇을개발하게됐다 이로봇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외 소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인식을통한마스크착용및밀

집도분석을통해거리두기안내서비스를제공한

다모듈화된자율주행모빌리티를활용해다양한

실내외서비스에활용이가능한장점이있다

◇새온 icjdl

새온은 AI 로봇기술의발전과미래를선도하

는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 SW HW개발및교

육콘텐츠개발과함께최근에는교육을위한비

대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자율주행차교육브랜드 알티노를개

발해자동차의개념을익히고흥미롭게코딩교

육을받을수있는콘텐츠를연구하고있다미국

PDE3교육과정표준플랫폼에등록함으로써전

문성을입증받았으며후속모델런칭과함께강

사양성에도적극나서고있다 현재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의 전용 코딩 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코딩로봇을통한온라인교육을위해

화상솔루션 JAM을개발하여K비대면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티즈 fbbde

아이티즈는전기전자로봇등첨단 IT분야의

전문인력양성에적극나서고있는기업이다 각

종 실습용기자재와교육콘텐츠를개발해전문

적인기술지도와인력양성을하고있다주요사

업분야는교육용기자재전시용로봇 PCB프린

터 각종제어기설계및센서활용분야등이다

산업용드론을비롯하여교재및교육용콘텐

츠가 포함된 전기전자 기초 실습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장치 다관절 매니퓰레이터 실습

장치 모바일로봇실습장치 아두이노실습장치

PCB 프린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전방향 이동로봇 실습장치와 다관절 매니퓰

레이터개발경험을갖고있으며올해기능경기

대회용 산업용 드론을 개발했다 산업용 드론은

기체충량 16kg의쿼드드론으로산악구호임무

키트응급구호임무키트 해상 구호임무키트

등 임무수행장치를 탑재할 수 있다

식기세척페인트 칠하기 등 로봇 영토 넓히기 발군
대전테크노파크 부천산업진흥원

마젠타로보틱스 icjdm

라스테크 서비스로봇제품군마젠타로보틱스마사지로봇 피로제로에스피에스모바일로봇 오가로 로보블럭시스템 바닥AI 미장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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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플렉스는리니어모터엔코더등마그네

틱 응용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다양한 모듈 및

솔루션으로공급하고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협동로봇에 적용 가능한

자기식엔코더를선보인다

그동안국내기업들은협동로봇이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자기식 엔코더를 적용

하기 위해 비싼 가격의 외산 제품을 사용해야

했다

세인플렉스는자기식엔코더를자체개발해외

산의존도를줄이는데기여하고있다 자기식엔

코더는 광학식에 비해 환경적인 조건에 강한 내

구성을지니고있으며 공간적인제약이있는광

학식 엔코더에 비해 맞춤 사이즈 제작이 가능한

게특징이다

협동로봇용20비트고사양부터정밀제어기기

용 신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양에 맞

춰제품개발이가능하다

세인플렉스는향후리니어모터보이스코일모

터(VCM)등분야까지사업을확장할계획이다

◇시기인더스트리 �����

시기인더스트리는 자동화시스템의핵심인 고

성능정밀모터제어기기를개발및생산하는기업

이다

최근 자동화시스템의 주동력으로 서보 모터

스테핑모터BLDC모터등여러모터시스템들이

다양하게적용되고있으나향후한가지시스템으

로통합될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기인더스트리는 서보와 BLDC시

스템을통합한BLDC서보라는신개념제어장치

를 개발했다

해당제어기는낮은비용으로위치제어/토크

제어/속도제어/모션 인덱스 등 고성능의 서보

시스템을 구현했다

또한 다관절로봇에적용하는액추에이터시

스템과고출력소형모터제어시스템에관한기

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쎄네스테크놀로지 �����

쎄네스테크놀로지는지속적인투자와개발을

통해우수한산업용로봇및정밀감속기를제작

하고있다 가반하중 1kg의소형로봇개발을완

료했으며소형부품조립및운송프로세스애플

리케이션 용도로 좋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

이다

이번로보월드에는산업용소형6축다관절로

봇 하모닉드라이브인제로백드라이브(ZeroB

ack Drive)를선보인다

◇케이와이이엔지 �����

케이와이이엔지(KYENG)는 국내 자동화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업

체다 자동 측정시스템은데이터를기록하여오

류를 추적하고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해 사전에

오류를차단할수있다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한 자동측정시스템은

2차 전지 각종 필터 등 측정 데이터를 일정하

게유지하기힘든상황에서측정압과측정속도

를 일정하게 유지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측정값을 유무선으로 전송하는 큐씨매니저

(QC MANAGER) 싱글 멀티 허브등의제품을

이용하면 로봇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큐씨

매니저비전을활용해출력포트가없는측정기

기들의 데이터까지 읽을 수 있다

◇아이알로봇 �����

아이알로봇은 2003년창립이래로봇산업에서

서비스로봇제품을주력으로선보이며로봇설계

및제어기술을축적해왔고이런기술적경험을발

판삼아 2016년부터는소형리니어서보액추에이

터전문제조사로사업영역을주력화하고있다

부설연구소를통해회로및소프트웨어 기구

설계등의제반연구개발이진행되고 자체생산

시설및품질검증설비운용을통해품질기준을

충족하는제품을양산하고있다

또한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이가능한생산라

인을구축해양산제품뿐만이아니라고객의요구

에부응하는커스터마이징제품을생산할수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ISO9001과 ISO14001인증 기

업이며모든제품은유럽CE인증을취득했다

◇알파로보틱스 �����

알파로보틱스는직교로봇 스카라로봇 감속

기등을개발해국내외생산자동화구축에앞장

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기에 신기술을 접

목한형태의제품을개발중이다 이번로보월드

에서는 기존 생산 자동화 분야에서 스마트 그리

퍼를 의료기기 분야에서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로봇을소개한다

스마트 그리퍼는 가격이 비싸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지 못했던 전동 그리퍼를 저가형 기본 모

델로개발해필요에따라비전시스템 RCC센서

등을옵션으로적용할수있도록했다

또한다품종생산체제에적용하기위해비정형

물체에대응이가능한파지알고리즘및다종의툴

팁도개발해기본모델에적용할수있도록했다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은 자립 생

활이 어려운 신체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

율주행기능을전동휠체어에적용한형태다실

내환경에서의사용을기본으로하여병원및가

정 내에서의 이동에 도움을 제공한다

로봇의적용을통해고령환자등전반적인신

체기능이 저하된 신체약자도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엠티에스이 ����	

엠티에스이는 콴타그룹의 TM로봇을 2017년

부터국내판매하고있다

TM로봇은 비전시스템을 탑재해 전통적인 산

업용 로봇의 고정 관념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강력한 비전시스템과 TM 플로우(flow)를 통

해 인간과똑같이똑똑하고똑똑하게보고생각

하고일할수있으며지그가없는자동화작업을

쉽게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사용자는 핸드 가이딩 기능을 사용해 로봇이

포즈를 취할 때마다 심플 버튼(Simple button)

을이용해빠른티칭및포인트입력을할수있다

모든 그래픽 흐름도 기반 HMI는 사람들이 스마

트폰처럼 편리하게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TM로봇은또한주변안전펜스없이사용자가

작업환경에따라안전설정을구성할수있다사

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충돌을 감지하며

충돌감지시로봇의작동을자동으로멈춘다

◇로보트로 ����	

로보트로는 다축 연결이 가능한 로봇용 소형

서보액추에이터를개발했으며이기술을바탕으

로산업용델타로봇을개발해공급하고있다

소형 서보 액추에이터인 주니서보 시리즈는

휴머노이드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등에 사용

할수있다경쟁제품과비교해고속응답성이우

수해공연용연주로봇에사용되고있다

산업용델타로봇인 주니델타시리즈는기존

델타로봇의단점인낮은정밀도를극복하기위

해특허출원한 예압구조를이용한델타로봇링

크 기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델타로봇의장점인빠른속도의제품이

송시에도 흔들림이나 떨림이 없는 부드러운 동

작을 구현할 수 있다

로보트로는자사델타로봇이가전 스마트폰

자동차분야와같이정밀하면서도빠른제품이

송검사가필요한분야에적용이가능하다고밝

혔다이를통해외산제품의독무대였던국내델

타로봇시장에서국산델타로봇을보급하고있

다

로보트로는 소형 및 정밀 로봇에 강점을 가지

고있는기업으로로봇기술을활용하여국내의

중견기업에로봇기술을활용한 OEM공급을하

고있으며 로봇관련기술(IP)의판매를통해로

봇 기술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마틴프라우트 ����


마틴프라우트는 같이누리는기술함께꿈꾸

는 마틴프라우트라는 슬로건 아래 로봇 부품의

국산화와 세계 속의 한국 제품을 널리 알리고자

설립되었다

로봇에적용되는감속기는가격이전체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로봇산업에서 중요한

부품이다

3차산업혁명이후산업분야에적용이국한되

었으나 4차산업혁명이후일상속의로봇기술비

중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마틴프라우트는다양한제품개발을통해구현

가능한국산로봇용감속기를보급하는데일익을

담당하겠다는목표다

◇마로로봇테크 �����

2008년 설립된마로로봇테크는로봇의위치

인식 핵심 역량 기술인 카메라 비전 기술과 모

션제어기술을이용해물류이송로봇토털솔루

션과 스마트 주차 로봇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

다

마로로봇테크의 QR코드 인식형 물류로봇은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여 정확

한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고 최대 200kg~400kg

을들어올려물건을이송한다

마로로봇테크는 지난해 10월 19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

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도 개소해 운영하고 있

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스스로차량을지정된장소에주차할수있

다는점이특징이다

이번로보월드에는추종형물류로봇을전시할

계획이다

감속기 국산화 필두 인간과 공존 꿈의 기술 영근다
부천산업진흥원

◇세인플렉스 �����

시기인더스트리 750w정밀모터제어기기 알파로보틱스 자율주행휠체어 로보트로 델타로봇세인플렉스 자기식 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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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협동로봇전문가과정은과기정통부사업

으로 광운대학교가 주관하고 있다 광운대는 국

내최초로로봇학부를개설해체계적으로로봇학

을가르치고있는국내유일의대학교다

로봇학은로봇과관련된 SWHW기술뿐만아

니라로봇과인간과의융합 로봇의사회화등인

문사회 관점의 접근으로 로봇 개발과 활용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학문이다 기술 교육과

인문사회 교육이 융합된 로봇학 교육은 로봇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앞으로의 사회를 만들어

낼청년인재를양성하는데기여하고있다

이러한로봇학을기반으로광운대혁신인재양

성사업단은 정규 학위과정인 로봇학부와 취업

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로보틱스 교육을 운

영하고있다

대다수로봇교육이작동위주단기교육에그치

고있으며어떻게로봇을현장에적용하고활용할

것이냐에대한애플리케이션관점의로보틱스교

육과로봇활용전문가가부재하기에광운대혁신

인재양성사업단은 로봇 개발뿐 아니라 애플리케

이션도가능한우수인재를3년간배출해왔다

특히협동로봇전문가과정은올해3기로매년

다양한전공과경험을가진수료생들이로봇기업

은물론대기업 글로벌기업등에취업하는성과

를보여주고있다

협동로봇전문가과정에서는교육생들이협동

로봇애플리케이션에대한참신한아이디어를제

시하고이를시뮬레이션으로디자인해실현가능

한작품으로구현하고있다

교육생들의작품은매년로보월드를통해전시

하고있으며많은관람객들이방문하여협동로봇

에대한이해와인식의폭을넓히는데에기여하고

있다올해3기과정학생들10개작품을소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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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인에브루(Ebru) 퍼포먼스를협동로봇

으로구현하였다 에브루는물위에그림을그린

후 종이나 천에 물감을 옮겨 작품으로 전시하거

나디자인으로활용하는예술기법이다 물 위에

서물감작업을하기때문에작은충격에도물결

이 일어나 매우 정밀하고 섬세하게 로봇 동작을

디자인하고티칭하는작업이필요하다

액체를 취급하는 산업 현장 및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로봇 작업 환경을 고려하였고

물감작업에용이하도록로봇툴을설계하였다

��� ������������ �� � !"

#$�로봇을이용한가죽공예는사용자가원하

는 도안을 가지고 최소한의 재료 손실을 계산해

재단 작업을 진행하는 로봇 작업과 수공예 작업

이함께이루어지는공정이다

도안이입력되면웹캠으로테두리를촬영해가

죽테두리내부손실을최소화하도록프로그램을

계산해 도안을 배치하고 도안을 따라 로봇이 작

업한다로봇작업은재단펀칭으로도안직선부

분은 구두 칼날과 10개 목타날이 달린 프레스를

이용해목타와펀칭2가지작업을동시진행한다

도안의짧은직선부분이나곡선부분은진동커

터기를이용해재단작업을한후 2날목타날로펀

칭작업을진행한다 작업이완료되면그리퍼로잡

아적재장소에옮기는것으로로봇작업은마무리

된다이를통해다품종소량생산이가능하다

�%&'�(
)%&��협동로봇을활용

해그림이나글자를쓰는 글루잉데코(Gluing D

eco)봇을구현하였다관람객이GUI에서원하는

그림 글자를 선택하면 협동로봇이선택된 그림

글자를글라스데코를이용해그려준다

점성이있는액체로이루어진글라스데코용액을

효율적으로짤수있도록협동로봇모션을세밀하게

구현하여 접착액 작업물특성에따라장비등을달

리적용해야하는기존글루잉방식이아닌커스터마

이징한소량작업에도글루잉이가능하도록했다

��*�+� ,*��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증가와전문주방인력감소등외식

업노동시장의인력절감변화에따라조리보조

로봇시스템을구현하였다

튀기기굽기끓이기등조리종사자의열악한3

대작업환경을모두가지고있는이자카야(일본식

요리주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협동로봇시스템을

디자인하였다 이자카야에서제공하는튀김류꼬

치류 면류 조리를 협동로봇 1대가 담당함으로써

근로자업무부담을감소시키며열과기름이많은

열악한근로환경개선효과를제시했다

�-./,�0��컵밥제조로봇컵봇(CU

PBOT) 협동로봇시스템을 디자인하여 시현하

고 있다 컵봇이 대표적 컵밥 메뉴인 참치마요

치킨마요 스팸마요 돈가스마요 4가지 종류

를조리하고제공하는것으로디자인하였다

관람객이메뉴를선택하면협동로봇이해당컵

밥메뉴를완성해제공하며 직접토핑을선택할

수도있다코로나로인해음식모형을사용한다

완성도높은컵밥제조과정을수행하기위해주방

기구들을맞춘엔드툴을설계하였다튀김바스켓

과밥주걱을안정적으로집을수있는고정대를제

작해 협동로봇이 주방기구를 픽앤플레이스하는

과정에서흔들림을최소화했다엔드툴말단부에

는논슬립패드를부착해안정성을더했다

��1�23���23���최근 물류사

업에다양한로봇이빠르게도입되므로개인물류

보관 서비스인 공유창고에도 협동로봇을 적용해

보자는아이디어에서시작되었다 공유창고란 도

심내에서개인혹은기업에게창고를임대해주는

사업으로도심내협소한주거공간을지닌 1인가

구나기업등의물건을보관해주는서비스다

공유창고는접근성이뛰어나도록도심내에위치

해야하며 기존보관서비스보다저렴한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보관품입출고가24시간되어야한

다는점에착안해협동로봇시스템을디자인하였다

이번전시에서는 공유창고 내 보관물 보관 및

수령작업이해를돕고자관람객이스토리지봇을

이용하는체험형시연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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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로봇으로드라이브스루시스템문제를개선하

기 위해 드라이브스루봇(DRIVETHRUBOT)

을디자인해전시하고있다

국내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적

매장인스타벅스파트너들이가장기피하는업무가

드라이브스루다 이에제품전달은협동로봇이대

신하고주문전달시스템은비전인식을통해디지

털화하여직원고충이개선되도록디자인하였다

�93:���)��다양한 형태와 무게의

물건을원하는위치에던지고굴리는작업을수행

하는스로잉봇(ThrowingBot)을전시하고있다

물건을 구분해 던지고 굴리는 동작은 타이밍

속도궤도등여러가지변수가작용해로봇에게

는 어려운 동작이지만 협동로봇에 다양한 이미

지를학습시켜물건을구분하고던지거나굴리는

모션을 구현하였다 공항 물류 작업이나 위험한

재해현장등에서활용이가능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러 종류 물건 중 관람객이

하나를 선택하면 로봇이 비전 카메라를 통해 관

람객이선택한물건과같은물건을선택하여 사

람과로봇이동시에굴려승부를정하는게임형

식으로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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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비전을사용한 6축다관절로봇을도입해생

산성향상및엔터테인먼트서비스제공을동시에

꾀한 블록픽앤플레이스로봇적용솔루션이다

블록 피킹을 위해 쉼표 모양의 그리퍼를 새로

설계하였으며 X 표시된그리퍼안쪽부분이블

록을눌러주어더욱정확하게꽂히는구조다 그

리퍼각도를좌우로비틀면서블록을픽앤플레이

스 하도록 모션을 설정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

으로블록판에배치하는것이가능하다

3D비전카메라를통해블록판을파악하고글

자위치를지정한후 3D비전으로블록위치를파

악해해당위치로이동해블록을피킹한다 글자

위치로이동해플레이스하는과정을반복하면글

자가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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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를활용하여손의움직임과제스처를인식해

티칭펜던트없이손만으로협동로봇을제어하는

제스처 인식 픽킹로봇을 디자인하였다 특별히

어려운 로봇 교육이나 로봇 지식이 없어도 직접

교시가가능하여누구나쉽게제어가가능하다는

협동로봇의 장점에 더해 티칭 없이 손의 제스처

로로봇을제어할수있도록구현하였다

중소업체스마트공장구현협동로봇테크니션양성
인문사회교육과융합

우수인재배출 산실로

조리보조컵밥요리봇등

톡톡튀는아이디어무장

광운대 협동로봇 전문가 과정 3기 10개팀 작품 선보여

시나브로봇 에브루퍼포먼스봇 매드카우 가죽지갑제작공정 데코짱 글루잉데코봇 로자카야 이자카봇 밥순돌이 컵봇

로보스토리지 스토리지봇 드라이브는못참조 드라이브스루봇 노리터 스로잉봇 벨루가 블록픽앤플레이스로봇 픽코봇 제스처인식픽킹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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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보월드는최신로봇기술과상품을한

자리에서볼수있는절호의기회다 코로나팬데

믹으로 오랫동안 로봇 실물을 보지 못해 갈증을

느끼고있는 사람들이많을텐데 2021 로보월드

현장에오면이런갈증을상당부분해소할수있

을것이다

여기서로보월드참관자들이빼놓지않고챙겨

야할행사가또하나있다컨퍼런스다 28일킨텍

스에서열리는 2021로봇비즈니스페어는산업

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있는행사다

로봇산업수요처및공급처를초청해진행하는

2021 로봇비즈니스페어(Robot Biz Fair)는산

업통상자원부주최로28일일산킨텍스2층컨퍼

런스룸(212호~213호)에서 열린다 행사 주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로봇신문이맡았다

이날컨퍼런스는 제조및서비스업성공경영

의키 로봇을주제로열리며기조강연토크쇼

초청강연순으로진행된다 주최측은코로나유

행 상황을 감안해 이번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진행한다 오프라인과 함께 로봇신

문 유튜브 채널(채널명:로봇플러스TV)에서 생

방송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전 신

청자 30명만현장에입장이가능하며 현장에참

석할수없는사람들은유튜브채널을통해실시

간으로방송을시청할수있다 실시간방송을보

지못한사람들은행사종료후로봇신문유튜브

채널인 로봇플러스TV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

다

이날컨퍼런스는오전에 3차원검사장비업체

고영테크놀러지고광일대표가4차산업혁명시

대 제조업성공경영의키 로봇을주제로첫번

째기조강연을한다

고대표는왜지금제조로봇이중요한지에관

해설명하고인더스트리 40 시대를맞아글로벌

제조업의 변화 제조업에서의 산업용 로봇 이용

사례산업용로봇을통한제조혁명산업용로봇

이극복해야할과제등에관해집중적으로조명

하면서고영의스마트팩토리솔루션인케이스마

트(KSMART)솔루션을소개한다

제4차산업혁명의열기가확산되고있는상황

에서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

엇을해야하는지에관해고대표의통찰력있는

강연이이뤄질예정이다

이어 IMF리서치국선임이코노미스트를역임

한 모방과창조의저자이며경제학자인서울대

경제학부김세직교수가 모방과창조:신세계를

향한 비법들을 주제로 두번째 기조강연을 펼친

다김교수는한국경제 5년 1%하락의법칙과제

로성장시대위기의한국자본주의모방과창조

에서제안하는구체적비법들을소개한다김교

수는 60년대 이후 세계 최고의 성장률로 황금기

를구가했으나그이후30년은 5년마다1%씩성

장률이저하되는후퇴기라면서한국경제가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던

진다

김교수는경제성장의원동력은인적자원이라

며 고속성장의 원인이나 성장추락 원인 모두 결

국 문제는 인적자원으로 기존 지식이나 기술 모

방을통해축적한모방형인적자원보다는새로운

지식이나기술을스스로생각해보고만들어내는

능력혹은그능력을통해축적한창조형인적자

원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

제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한다

현재우리나라로봇산업은수요기업과공급기

업간에인식의차이가존재한다는지적이제기되

고있다 수요기업들은자신의요구사항을충족

할수있는로봇이부족하고가격이아직은비싸

다고주장한다 이에비해공급기업들은로봇시

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며 수요의 창출이

무엇보다중요하다고주장한다

오후에는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갭 어떻게줄여야하나를주제로성

균관대 구자춘 교수(한국로봇학회장)가 좌장을

맡아토크쇼를진행한다

LG전자정원진상무 CJ대한통운김경훈상무

클로봇 김창구 대표 한국문화정보원 김범환 부

장 빅웨이브로보틱스 김민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크쇼에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갭(ga

p) 발생 원인 △수요기업이 원하는 바람직한 로

봇솔루션△공급기업이제안하는바람직한로봇

도입 전략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갭 해결 방

안△국내로봇도입활성화방안등에관해심도

있는토론을벌인다

토론회 후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로봇 솔

루션에관한초청강연이이어진다실제현장적

용 사례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향후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 유용할 정보가 될 것으

로보인다

먼저현대자동차로보틱스랩임경준연구원이

지난달기아자동차광명공장내에서시범운영을

시작한 공장안전서비스로봇를위한 4족보행

로봇 스팟(Spot)사례를발표해주목을받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이세계적인로봇기업보스턴다

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인수한 후 처음

으로 협력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국내외 로봇

전문가들의관심이높다

임 연구원은 왜 공장안전 서비스에 로봇이 필

요한지 왜 보스톤다이내믹스스팟이 필요한지

로봇에 어떤 소프트웨어 장치들이 들어 있는지

소개한다

이어 한국문화정보원 김범환 부장이 자율주

행기반인공지능큐레이팅로봇 큐아이를 이용

한공공기관서비스운영사례를발표한다김부

장은박물관이나미술관등에큐레이팅봇을도입

하게 된배경 기획단계에서의어려움 프로젝트

추진 내용 주요 서비스 소개 운영 성과 및 향후

공공서비스에서 요구될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인

사이트를제시할예정이다

LG유플러스 강영모 팀장은 AI/로봇기술을

활용한디지털경로당구축사례를발표한다

강 팀장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경로당 이용 인

구와 이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로당의 역할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과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로당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추

진배경을설명한다

경로당시설에LG유플러스의ICT설비를도입

하여관리운영편의성향상및이용자안전을강

화하면서 적용하게된 어른신 케어 및 어르신 돌

봄솔루션을소개한다

엔젤로보틱스 공경철 대표는 웨어러블 로봇

기초기술과상용화까지를주제로발표한다

공 대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빠르게 스며든

대표적인로봇기술로웨어러블로봇을이야기하

면서 웨어러블 로봇이 보행능력에 크고 작은 어

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조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있음을강조할예정이다

공 대표는 엔젤로보틱스에서 이동능력의 재

활 보조및증강을위해개발된웨어러블로봇제

품군들을 소개하고 병원용 가정용 일상생활용

등 용도에 맞는 재활솔루션을 제안하고 사용 사

례들을발표한다

제조서비스업 경쟁력 키우는 新세계로의 초대
사전신청 30명만입장가능

통찰력담아깊은울림예고

로봇플러스TV 유튜브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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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봇비즈니스 컨퍼런스는 한국로봇산업협

회 주관으로 27일과 28일 이틀간 킨텍스 2홀 컨

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이 컨퍼런스는 ESG경영

과로봇의역할을 주제로산업용로봇과휴머노

이드모빌리티드론등4개트랙 25개세션으로

구성되어 이뤄진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

비해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동시에개최되기때

문에 현장에 갈수 없는 사람이라면 유튜브를 통

해시청하면된다

28일에는 해외 로봇 전문가들이 연달아 발표

에 나선다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로 유명한 로

봇기업인핸슨로보틱스의아밋쿠마르팬디CT

O가 인공지능로봇이우리의삶에미치는영향

을주제로키노트스피치를하며중국 SRT 린타

오판매총책임자와샤오미나인봇루크가오사

장이각각 중국공업로봇업계 현황과 해당분야

에서의 SRT발전추세와 중국의이동로봇산업

의발전과나인봇의미래에관해키노트스피치

를진행한다

휴머노이드 모빌리티 산업용로봇 드론등 4

개의트랙에서전문가들의발표가이뤄진다

휴머노이드트랙에선미래에셋증권권영배수

석연구위원 에프알티장재호대표 로지스트정

동명대표엔젤로보틱스이중희이사한양대 에

리카캠퍼스한재권교수 로지스올서도찬본부

장이발표한다 모빌리티트랙에선한전KDN 우

덕제 차장 에너지경제연구원이성인 박사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정광모 단장 안양대 김시헌 교

수 한국중부발전 김치호 차장 에너지타임뉴스

박영식본부장등이발표한다

산업용 로봇 트랙에선 기술과 공유가치 김선

우대표모비어스앤밸류체인김선우상무오토

스토어시스템김경수대표 랑데부박효진 CTO

서울로물류 이상호 대표 캐롤라인대 정성태 교

수등이발표한다

드론 트랙에선 서울경찰청 화양지구대 이지

은경정 영남대 이준섭교수 경찰대 강욱교수

서울청 경찰특공대 이임걸 총경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정광모 단장 경찰인재개발원 이동규 교

수 엘에스웨어이예슬연구원등이발표하고권

희춘교수가좌장을맡아패널토의를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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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킨텍스 2홀 이벤트 무대에서 2021 로

보월드신제품런칭쇼가 이뤄진다 트위니(물류

로봇) 우리로봇(서빙 로봇) 에이딘로보틱스(4

족보행 로봇) 세오(무인감시 로봇) 힐스엔지니

어링(방역로봇) 키논(서빙로봇)이자사상품을

소개하고시연하는시간을갖는다

유망로봇기업 투자설명회는 28일과 29일 각

각열린다 28일에는해외투자자들을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9일에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오프라인으로진행된다국내유망로

봇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IR 피칭

및전문투자자엑셀러레이터간네트워킹데이

가운영된다

해외투자자대상의투자설명회는전문통역

사와 사전 매칭을 통해 이뤄지며 투자자와 액

셀러레이터등으로구성된심사자대상 IR피칭

및 평가 2021 로보월드 베스트 스타트업 우수

기업 시상식이 이뤄진다 로봇산업협회는 행사

후투자자와스타트업간추가매칭지원및추적

관리를추진하고 국내외언론사를통해투자유

치판로개척 계약성과홍보등을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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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행으로전시회의직접참관이힘든해외바

이어를위한온라인바이어투어인 포트리모트

프로그램이 열린다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의

방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효과적인수단이될것으로기대된다

27일진행되는포트리모트는전시장을방문하

지못하는해외바이어를대신해산업전문가이드

와 통역원이 업체 부스를 방문해 실시간으로 소

통하며 제품이 시연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

이 행사에는 25개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할 예정

이다

협회는 수출상담 진행시 일반 화상상담 대비

해외 바이어가 제품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예상하고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국내 로봇기업의해외시

장개척과진출을지원하기위해 27일부터 29일

까지 사흘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이스라엘연구개발재단과함께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를개최한다

지난해 수출상담회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바이어가 주를 이뤘다 반면 올해는

동서아시아 북미 서유럽 중동 등 더욱 다양한

국가의바이어가참여한다작년대비5배증가한

200건이상의수출상담이이뤄질것으로한국로

봇산업협회는전망했다

협회는또한동반성장위원회와공동으로28일

과 29일양일간 2021 로봇산업동반성장구매상

담회를 진행해주요로봇수요처인대기업과중

견기업 로봇제조 유통기업 간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주선함으로써다양한협력기회를제공한

다는계획이다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금속비금

속건설 식품등다양한분야에서대기업과중견

기업 다수의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협회는로보월드참가기업을우선적으

로매칭지원할계획이다

협회는이와함께 2D3D및 VR콘텐츠가탑재

된상설전시관인K로봇프리미엄온라인전시관

을운영해국내외바이어들에게참여기업과제품

정보를 항시 전달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연계

한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LG전자 트위니 유진로봇 티로보틱

스레인보우로보틱스 로아스 한즈모트롤 한컴

로보틱스등국내로봇산업의리딩기업들이입점

해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로보월드 기간인 29

일에개최하는 제조로봇전국투어설명회는제

조로봇수요기업및로봇제조사/SI기업을대상

으로 로봇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올해 로보월드

에는 제조공정 로봇기술연구회 글로벌 인재양

성사업파견연구자세미나 AI인력양성사업로

보틱스 직무세미나 의료로봇산업협의회 심포

지움 자율이송로봇기업간담회등다채로운행

사들이마련되어있다

유망기업 투자설명회수출 구매 상담회 등 풍성

ESG경영과 로봇의 역할 국제컨퍼런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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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봇콘테스트(IRC)

로봇을 활용해 다양한 주제와 규정에 맞춰 로

봇을제작한후성능및수행능력을겨루는대회

인 국제로봇콘테스트(IRC)는 초중고 학생만 참

여할수있는대회와참가제한이없는대회로구

분된다

초중고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는 △국

제로봇올림피아드 인공지능 축구대회 초중고

등부 개인전 3개 종목 △로보콘 로봇 미션창작

초중고등부 메타버스 미션창작 초중고등부 4

개 종목 △에어스포츠 및 월드로봇올림피아드

(WRO) 코리아대회에너지앳홈(Energy at Hom

e) 파크앤드체인지(Park and Change) 로봇농

구 고등부 3개 종목 △인공지능로봇자율미션대

회 자율주행(초중고등부) 자율비행(초중고등

부) 4개 종목 △WCRC 대회 물류로봇1이동(주

니어) 1개종목△STEAMCUP대회오픈임베디

드 콘테스트 로봇디자인 콘테스트 로봇&코딩

(초중고등부) 스피드 스태킹 홈서비스챌린지

오토레이스로봇크래프트6개종목등총6개대

회에서21개종목이펼쳐진다

또 청소년일반인참가제한이없는대회로는

△휴머노이드로봇스포츠대회 지능부문하이테

크 조종부문페더급 라이트급 창작 4개종목△

서울테크지능로봇대회지능부문씨름로봇창작

로봇 2개 종목 △인공지능로봇챌린지 인공지능

로봇시뮬레이션1개종목△에어스포츠및월드

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회로봇농구대학

부 1개 종목 △인공지능로봇자율미션대회 자율

비행(성인)드론군무드론레이싱3개종목△W

CRC대회 물류로봇1이동(시니어대학일반) 물

류로봇2분류(시니어대학일반) 물류로봇 4상

하역(주니어시니어) 3개종목△STEAMCUP대

회 오픈 임베디드 콘테스트 로봇 크래프트 2개

종목등총7개대회에서16개종목이열린다

�����'�����대한로봇스포츠협

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인공지능 축구 대회 초등

부 중등부 고등부개인전 3개종목이열린다 산

업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장상이주어진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경기로 로봇미션창작 초중고등부 메타버스 미

션창작 초중고등부 4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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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문화융합협회와 ITC로봇문화협

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로봇농구 고등부대학부

경기와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2021한국대

회로에너지앳홈(Energy at Home) 파크앤드체

인지(Park and Change) 4개종목이열린다WR

O 대회에산업부장관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상에어스포츠대회에특허청장상국가기술표준

원장상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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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구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자율주행(초중고

등부) 자율비행(초중고등부성인) 드론 군무

드론 레이싱 등 7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

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

산업진흥원장상이주어진다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가 주관

하는경기로물류로봇을이용한이동 분류 상하

역 3개 종목이 열린다 정해진 위치의 물류를 들

어서요구하는위치로이동시키는물류로봇1이

동(주니어) 물류로봇1이동(시니어대학일반)

경기와물류를분류체계에맞춰분류하는물류로

봇2분류(시니어대학일반)경기물류를지정된

장소에 상하역하는 물류로봇 4상하역(주니어

시니어) 4개종목이열린다 산업부장관상 국가

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

어진다

�¤¥¦§¨ �©ª�STEAM 교육 협회가 주관

하는 경기로 로봇크래프트 오픈 임베디드 콘테

스트 로봇디자인 콘테스트 로봇&코딩 초중고

등부 스피드 스태킹 홈서비스챌린지 오토레이

스등6개종목이열린다

로봇 하드웨어의기구적인 특징과 제어소프트

웨어의알고리즘을이해해제시된미션을창의적으

로해결하고아이디어를표현하는경진대회다 국

무총리상 산업부장관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

준원장상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주어진다

�«¬�s�������서울과기대가주

관하는인체의움직임과스포츠경기를묘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경연대회로 지능형(하이테크)

조종형(패더급라이트급창작)종목이열린다

인간 형태 로봇으로 스포츠 종목 수행을 통해

로봇 기술발전을도모하는데 있다 대통령상 산

업부장관상국가기술표준원장상한국로봇산업

진흥원장상이주어진다

�<y� %¡���서울과기대가 주관하

는 경기로 지능형 씨름로봇 지능형 창작로봇 2

개 종목이열린다 지능형로봇동작의독창성과

다양한활용도를겨루는대회다

로봇의근간을이루는로봇구조설계 프로그

래밍미션수행을목적으로하고있다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주어진다

��f%¡��#$%�인공지능로봇콘텐

츠연구소가 주관하는 경기로 인공지능로봇시뮬

레이션 1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주어진다

RBiz 챌린지

국내로봇기업이미션을제시하면참가자들이

로봇제품을활용하여미션수행및마케팅전략

을제안하는RBiz 챌린지는수요처서비스개발

미션 오픈이노베이션마케팅전략수립등으로

대회를 구성했다 올해에는 한국중부발전 제우

스두산로보틱스3개기업이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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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로봇수요처인한국중부발전이참가

수요처미션을통해전력발전산업대상적용가

능한 로봇 기술제품에 대한 로봇사업화 유망품

목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

타트업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수상자에게

는R&D및중소기업지원사업혜택의특전이주

어지며대통령상과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한

국로봇산업협회장상과상금이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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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는로봇오픈이노베이션으로협동로봇물류

로봇등제품의산업현장및서비스분야활용방

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수상자

에게는대통령상과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한

국로봇산업협회장상과상금이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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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틱스는이번챌린지를통해제조및4대서비

스로봇분야의로봇제품에대한창의적비즈니스

모델개발및마케팅전략을발굴할계획이다 수

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장상한국로봇산업협회장상과상금이주어진다

작년휴머노이드로봇스포츠경진대회시상식모습 작년R-Biz 챌린지 제우스산업용로봇미션챌린지모습

로봇 기술운용 왕중왕 가리기 오프라인 배틀 한마당
9개대회37종목에서공정경쟁

인공지능 로봇축구 등 큰 관심

휴머노이드 로봇드론 군무 등

박진감 넘치는 대결 이목집중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겨냥

R-Biz 챌린지 수상자엔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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