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3일 창간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대표전화 : 02-867-6200

발행·편집인 조규남/ 편집국장 장길수

‘로봇 3대 강국’ 꿈이 영근다

2022년 로보월드 특집호

우리나라가 로봇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 

현장에 제조 및 안전 로봇 대량 보급을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적극 추

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도심항공교통) 제조산업, 인공지능 산

업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로봇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우리나라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꼭 달성해야할 목표다. 미국과 중국간 분쟁으로 세계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로봇 자동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세계 선진 각국

들은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생산 시설을 자국 또는 자국에 가까운 곳

으로 이전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로봇 자동화와 스마

트 공장 보급을 확산,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또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에 있다. 갈수록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이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

는 노약자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역시 로봇뿐이

다. 로봇과의 공존이 필요한 이유다. 

로봇 3대 강국의 꿈은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다.

제조업 경쟁력 높이고 초고령 사회 유일한 돌파구로 ‘로봇’ 중요성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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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향해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펴자!”

국내 최대 로봇 축제인 ‘2022 로보월드’가 10

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 1홀

~3홀(2만6487㎡)에서 열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으로 위축됐던 국내 최대 로봇 축제 로보월드가 

또 다시 비상의 날개를 활짝 폈다.

올해 로보월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

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

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국제로봇

산업대전(전시회), 경진대회(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 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국제로봇산업대전은 제조업용 로봇 및 공장자

동화, 전문·개인서비스 로봇, 의료·재활 로봇, 국

방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드론, 로봇 부품, SW 등

의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206개사, 해외 21개사 

등 227개사가 702부스에서 참가한다. 지난해에는 

총 173개사가 481부스에서 제품을 내놓았다. 코

로나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지난해 보다 로보월

드 외형이 커졌다. 행사 기간동안 3만 여명의 관

람객과 해외 2000명을 포함해 1만 5000여명의 바

이어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주영준 산업

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강철호 한국로봇산업

협회장,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고광일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등 주최 및 주관 기관장

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등

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도 아시아태평양 보조로

봇협회 샨린 리 회장, 뉴질랜드 로봇자동화센싱

협회 셴 힌 림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

는 로봇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식도 진행된다.

국제로봇산업대전에는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

용 로봇,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 SI솔루션 등

이 선보인다. △제조업용 로봇(레인보우로보틱

스,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엘피

케이로보틱스, 제이엘로보틱스, 민트로봇, 쎄텍, 

포도씨, 인아텍, 로아스, 블럭나인 등) △서비스 

로봇(현대로보틱스, 트위니, 코가로보틱스, 에이

딘로보틱스, 시스콘, 로보케어, 힐스로보틱스, 티

라로보틱스, 세오, 고스트로보틱스 등) △로봇부

품(에스비비테크, 이레텍, 파워오토메이션, 본시

스템즈, 오토씨에프티 등) △스마트 제조솔루션

(지지엠, 서보스타, 코아텍, 썬더컴코리아, 웰콘

시스템즈 등) △응용 소프트웨어(위고로보틱스, 

스트라타시스, 슈어소프트테크, 세이프틱스, 인

포웍스, 테이슨 등) △공공 및 연구기관(한국로

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전자기

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캐나다 대사관,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지역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대전

테크노파크, 부천산업진흥원 등) △과제사업관

(라이프케어, 안전부스, 절충교역, 표준포럼 부

스) △스타트업(칼만텍, 채우라, 테솔로, 휴로틱

스, 이노테이션에이아이, 모션투에이아이코리아, 

하이보 등) △해외(JK로보틱스, 미르, 켄드리온, 

가우시안, IM시스템즈 등)이 올해 전시장을 풍

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2 로보월드’에 체험

형 서비스 로봇 공동홍보관, 표준공정모델 공동홍

보관, 유망로봇관 등을 운영한다. 서비스 로봇 공

동홍보관은 소상공인의 인력난과 코로나19 장기

화로 비대면 서비스 로봇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서비스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지원 사업’

의 차년도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63부스(567㎡) 규모로 운영되는 공동홍보

관에선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으로 협동

로봇(치킨,바리스타), 재활 로봇 체험, 돌봄로봇 

전시 및 시연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로봇, 유리창 청

소로봇, 순찰 및 방역로봇 등 전시 및 시연 ◇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으

로 다종 다수의 서비스 로봇 SI 사례, 서비스 로

봇 SI 기업 별도 홍보 등이 이뤄진다. 진흥원은 

공동홍보관에 현장 상담 부스를 마련해 서비스 

로봇 수요처 및 로봇 제조사, 지자체 등을 대상

으로 차년도 사업 수요 파악 및 사업 홍보에 나

선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로봇 활용 표준공동모델 공동 홍보

관도 약 120부스 규모로 운영한다. 뿌리, 금속/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섬유, 식음료, 

선박, 항공 등 9개 업종을 중심으로 개발된 표준

공정모델 성과물을 선보인다.

진흥원은 이번 로보월드 기간에 제조로봇 종

합 설명회도 개최한다. 27일 열리는 제조로봇 종

합 설명회에선 제조로봇 수요산업 및 로봇 제조

사·SI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조로봇 실증 

및 보급 정부 지원사업 소개,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로봇 도입사례, 업종별 주요 SI기업 소

개 및 실증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로보월드에선 2개의 대형 컨퍼런스가 마

련되어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인간과 로봇, 

상생의 길’을 주제로 ‘2022 국제로봇비즈니스컨

퍼런스’를 26일과 27일 이틀간 개최한다. 3개의 

키노트 스피치를 포함해 4개 트랙에서 21개 세

션이 준비되어 있다. 4개 트랙의 주제는 ▲인간

과 로봇의 공동 작업 ▲로봇산업과 퀵커머스의 

융합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의 미래상 ▲드

론, 안전 및 재난관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

봇신문 공동 주관으로 ‘2022 로봇비즈니스페어’ 

컨퍼런스를 27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번 컨퍼런스에서는 커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

리나라가 중국을 대신해 세계 로봇 제조기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 속에 ‘공급망 전환기, 한

국의 세계 로봇 제조 기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2개), 토크쇼, 초청 강연(4개)이 이뤄

진다. 이 행사는 로봇신문 온라인 유튜브 채널 

로봇 플러스TV를 통해 생방송된다.

2022 로보월드 기간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신제품 런칭쇼, 수출 상담회, 구

매 상담회, 로봇기술교류회, 협동 로봇 안전세미

나,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간담회, 글로벌 인재

양성 성과 발표회, 시장주도형 로봇 구매 지원사

업 설명회, 로봇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등이 열린

다. 로보월드 참가 기업의 신제품 홍보 및 신규 

판로 개척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신제품 런칭쇼가 28일 오후 전시장 내 

라이브 쇼핑부스와 참여기업 부스에서 열린다.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비상(飛上)’의 날개를!

작년 로보월드 당시 보스톤 다이나믹스 4족 보행 로봇 ‘스팟’ 시연을 관람객들이 보고 있다.

227개사 참여 700여 부스에서 ‘첨단 로봇 기술’ 선보여

컨퍼런스·수출/구매상담회·경진대회 등 부대행사 풍성 

▶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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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런칭쇼에는 어썸아이티, 에이딘로보틱

스, 트위니 등이 참여한다. 수출상담회는 26일부

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해외 로봇수요기업 100

여개사, 로보월드 참가기업 100여개사 등이 참

석한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로봇 수요기업, 국

내 로봇기업 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다양

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6일과 

27일 구매상담회도 열린다. 

2022 로보월드 기간에는 국제로봇콘테스트

(IRC)와 R-BIZ 챌린지가 열린다. 국제로봇콘

테스트는 로봇 인재육성 및 로봇 기술력 향상

을 도모하고 로봇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마인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10개 대회 52개 종목에

서 2500여팀, 3000여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

다. 휴머노이드 로봇스포츠(서울과기대), 서울테

크지능로봇(서울과기대), 로보콘(서울과기대), 

STEAM컵(STEAM교육협회), 국제로봇올림피

아드캠프(대한로봇스포츠협회), AIR 스포츠컴

피티션(그린휴먼IT협회), 인공지능로봇자율미션

대회(창의과학교육연구회), 인공지능로봇챌린지

(인공지능로봇콘텐츠연구소), 두드림 로봇경진

대회(드림메이커), 유스메타첼린지(Youth Meta 

Challenge, 상상) 등 경기가 진행된다.

R-BIZ 챌린지는 4개 대회 4개 종목에서 70여

팀, 300여명이 참가한다. 국내 로봇 제품을 대상

으로 로봇 활용 수요 맞춤형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로봇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요공급 연계

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중부발전 전력·발전소 스

마트 로봇기술 고도화 경진대회, 제우스 산업용 

로봇 ‘제로’ 미션 챌린지, 트위니 대상 추종 로봇 

‘따르고’ 마케팅 경진대회, 민트로봇 전제품 마케

팅 전략 경진대회가 열린다.

한편 주최 측은 로보월드 기간동안 실내 마스

크 착용 안내, 발열 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주관 기관장 축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및 로보월드 참

가기업 관계자, 참관객 여러분.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

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국제분쟁

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 등 여러 어

려운 환경속에서도 국가 로봇산업의 발

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로봇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비대면과 자동

화가 일반화되면서, 로봇활용이 더욱 확

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 현장뿐만 아

니라 배송, 의료, 안내, 보안, 국방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활용을 위

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지난

해 전세계 로봇시장은 전년대비 제조업

용 로봇은 31%, 전문서비스용 로봇은 

37% 성장했으며, 특히 고령화·저출산

에 따른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함께 

산업대전환 시기를 맞으면서 첨단기술

의 융합이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제조업용 로

봇시장의 경우 세계 4위 수준으로 성장

했으며, 서비스로봇 시장의 경우 물류로

봇, 배송로봇, 의료로봇, 방역로봇, 사회

안전로봇 등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

고 있습니다.

올해 17회째를 맞은 로보월드는 12

개국 227개사가 부스를 개설하여 작년

보다 40~50%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

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재세계화

(Reglobalization)’를 비전으로 해외 16

개국 1,000여명 바이어가 참여하여 국

내 로봇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

는데 힘썼으며,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로보월드 기간에 열리는 국제로봇비

즈니스컨퍼런스에서는 초자동화, 퀵커

머스, 에너지, 드론 등 4개 트랙 21개 세

션 규모의 컨퍼런스 운영을 통해 K-로

봇의 글로벌 新 비즈니스 창출 및 로봇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 등 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로봇

인재의 육성 뿐만 아니라 국산 로봇제

품 보급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로봇산업은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

우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아 왔

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인 

로봇 강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세

안 및 신흥국까지 로봇 시장 경쟁에 뛰

어들고 있어 국내 로봇 산업 진흥을 위

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적 차원의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회에 출품해 주신 참가기업 대표

님, 참관객 여러분 모두 결실의 계절 가

을에 만족하는 성과 거두시고 건강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는 곳. 2022 로보월드가 막을 열

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전시회가 올해는 지난 해보다 2배 가까

이 커진 규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

보월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로보월드는 지난 해보다 훨씬 

성장한 규모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2개국 227개사 700여개의 부스를 통

해 더욱 성장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위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로봇산업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의 로봇밀도는 세계 1위로 

제조업에서 누구보다 로봇을 많이 활용

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또한 서빙로봇을 

중심으로 물류와 돌봄, 의료, 웨어러블 

등의 서비스 로봇이 확산되며 다양한 로

봇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산업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

습니다. 제조산업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은 물론,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

원, 대규모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로봇의 빠른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화에 걸림

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표준인증 상호인정, 

수출상담회 등 다방면으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로보월드 기간동안 지원 사

업의 성과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

록 준비했습니다. 서비스 로봇 지원 대

표사업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공동홍보

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로봇을 직접 만

나볼 수 있도록 했으며, 로봇활용 표준

공정모델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공

동홍보관이 운영됩니다. 로봇 도입에 관

심있는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함께 로봇 

자동화공정 및 SI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로봇 도입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안내

를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로봇 AI 융합 전략 세미나와 로봇 비

즈니스 페어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

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로봇산업의 위치와 

미래 로봇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경진대회인 

2022 국제로봇콘테스트와 R-BIZ 챌린

지도 같은 기간 열립니다. 코로나로 인

해 온라인으로 치러졌던 대회들이 오랜

만에 직접 만나서 진행하게 됩니다. 로

봇 꿈나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펼치

는 선의의 경쟁을 직접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 로보월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로봇산업의 미래를 먼저 만나

고, 더 가까워진 로봇과의 삶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격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의 여파로 전세계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인

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전세계인은 

비대면 사회라는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

응해 가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격변의 물결에서도 혁신하는 기업만

이 살아남듯 우리 로봇 기업들도 인류

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결하는 데 누구

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올해로 17회

를 맞는 로보월드의 개막은 로봇산업

에 몸담고 있는 로봇인뿐 아니라 온 국

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벤트로 손색이 

없습니다. 2022 로보월드 개막을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로보월드에 참가한 산

학연 모든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보월드는 해마다 규모를 확대하여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로봇 전시회

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227개사가 

700여 부스 규모로 참여해, 지난해 대비 

40% 이상 확대되었고, 제조업용 로봇기

업들의 로봇 활용과 타산업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신기술도 소개돼 기대감이 높

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과 서비

스 로봇기업들도 대거 참여해 자율주행

과 서비스 로봇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

입니다. 중국, 유럽, 미주 해외 기업들도 

참가해 구매 상담, 신제품 런칭, 스타트

업 데모데이 등 활발한 국제 비즈니스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보

여줄 것입니다. 

제어로봇시스템학회는 로봇산업의 

핵심기술과 기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연구자 중심의 학회로, 로봇산업이 발전

하고, 4차산업의 핵심 엔진으로 역할을 

다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회를 통해 로봇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학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로봇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로

봇PD 중심의 국가적 R&D 지원과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중심의 비R&D 지원으

로 육성해 왔습니다. 관람객들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로봇산업 발전 현장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몸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

리 로봇기술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

들고, 국가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우리 로봇인들이 함께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보월드의 글

로벌 도약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로보월드 2022가 성

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준신 한국로봇산업협회, 그리고 

참가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로보

월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비대면·자동화 일반화
 로봇 활용 갈수록 확대”

“한국 로봇밀도 세계1위
 제조업 로봇 확산 선도”

“로봇, 코로나 극복 희망
 현장서 몸소 느끼시길”

작년 로보월드때 열린 2021 로봇비즈니스페어.

강철호
로봇산업협회장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고광일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미·중 공급망 갈등 속 ‘로봇 기지 코리아’ 전략 모색

‘로봇비즈니스페어’ 온·오프라인 개최 관심 집중

◀ 2면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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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시절 ‘첨단제조업 육

성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

(NRI·National Robotics Initiative)’를 제시하

고 국가 로봇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2011년 

NRI 1.0, 2016년 NRI 2.0, 2021년 NRI 3.0을 발

표했다. NRI 1.0과 2.0이 협동로봇 도입 확산에 

중점을 뒀다면 3.0은 로봇 기술의 통합(인테그

레이션)의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NRI 3.0은 기

존 NRI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로봇통합과학을 

증진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NRI 3.0은 공식적으로 일몰을 맞았다. 미국은 이

와 함께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 도입 이전인 

2009년 처음으로 미국 로보틱스 로드맵을 발표

했다. 로보틱스 로드맵은 2013년, 2016년, 2020

년에 각각 개정판이 나왔다. 

미국은 코로나 감염병 사태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체적인 공

급망(Supply Chain) 강화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제조, 로봇,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큰 이슈로 부각

하고 있다. 

미국의 로봇 연구 개발 지원을 주도하고 있

는 미국과학재단(NSF)은 NRI 3.0 일몰 이후 

FRR(Foundational Research in Robotic) 프로

그램을 통해 로봇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NSF는 NRI에서 지원했던 협업 로봇 

공학 및 로봇 공학 통합의 주제를 포함해 로봇 

공학 기초 연구의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민간 제

안을 받아들여 로봇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다. 바이든 정부는 NSF에 기술혁신국을 설치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90억달러를 투입해 미

래 전략 분야 기초, 응용기술 연구 및 상용화 개

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상원은 지난해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했는데 이 법안에 따라 인

공지능, 로봇자동화, 첨단 제조기술, 양자기술 

등 10개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120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 

중국은 2015년에 산업고도화 및 제조 강국 도

약을 위한 로드맵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

다. 이를 통해 로봇을 제조업의 10대 전략적 육

성산업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로봇 굴기’ 시

대를 열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중국 산업계의 제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

는 데 집중했는데 특히 ‘혁신 중국(Innovation 

China)’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첨단 지능형 로

봇, 차세대 로봇, 로봇 핵심 공통 기술, 산업용 로

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 기술의 개발 및 발전

에 집중했다. 또한 스마트화 수준 제고, 로봇 본

체, 감속기·서보모터·제어기·센서·구동기 등 핵

심 부품 및 시스템 통합(SI) 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 공업정보화

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15개 

부처 공동으로 ‘14차 5개년’ 로봇산업발전계획

(“十四五”机器人产业发展规划)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로봇산업 발

전 방안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에서 

로봇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조업이라는 ‘왕관

의 꼭대기에 있는 명주(明珠)‘에 비유하며 로봇

의 연구 개발, 제조, 응용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과 첨단 제조업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당 중앙과 국무원

은 로봇 산업 발전을 중시하고 로봇을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중점 영역에 포함하며, 로봇 연구 개

발 혁신과 산업화 응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중 로봇 산업 혁신 능력을 제고하

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로

봇 시스템 개발과 운영체제 등 범용기반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 바이오닉 기술 감지·인지 등 

선진 기술을 연구·개발(R&D)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과 로봇기술 간 융합과 응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그

리고 단순노동이나 과중한 노동에 대한 인력부족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본 경

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로봇을 도입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 시절 “로봇 혁명”이라는 발언에서 

시작된 일본의 로봇 정책은 “세계 최고의 로봇 

활용 사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로봇 전략”, 

산학-정부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RRI) 설

립 등으로 구체화됐다. 

아베 총리 이후 일본은 지난 2019년 내각실, 교

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부, 후생노동부, 경제통

상산업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로봇을 통한 사회변

화진흥협의회에서 ‘로봇을 이용한 사회 변화 촉

진 계획’을 수립했다. △로봇 도입 및 보급을 가

속화하는 생태계 구축 △산학 협력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프레임 워크 구축 △중장기 문제에 대

응하는 R&D시스템 구축  △사회 구현을 가속화

하는 개방형 혁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로봇 신전략’ 실

시기관으로 설립된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RRI)’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2020년부터 2억 5000만달

러(약 35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샷(moonshot) 

프로그램 중 하나로 AI와 로봇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문샷 프로그램의 목표는 2050년까지 로봇

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지능적

으로 진화해 인간과 함께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세부 목표로 ▲2050년까지 인간이 불편함

을 느끼지 않고 인간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신체

적 능력을 갖고 인간의 생명과 함께 성장하는 지

능형 로봇 개발 ▲2050년까지 자연과학 분야에

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원칙과 솔루션을 발견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동화된 지능형 로봇 시

스템 개발 ▲2050년까지 인간이 행동하기 어려

운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

형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로봇’이 가른다”…저마다 ‘육성 기치’

ABB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공장 자동화.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을 4차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

고 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로봇산업을 주도하

고 있는 국가들의 로봇산업 정책을 살펴본다.

제조업 경쟁력 제고·자체 공급망 강화 주력

로봇 연구개발 혁신과 산업화 응용 적극 추진

로봇 이용한 사회변화 촉진, 문샷 프로그램 추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로봇 산업을 차세대 핵심 전

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제조업용 로봇 분

야뿐만 아니라 차세대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로

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국가 별, 국가 

간 다양한 협동 연구·개발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월에 시작된 ‘호라이즌(Horizon) 유

럽’은 호라이즌 2020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EU

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U 과학 지출 수준을 

50%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했다. 이 같

은 구상에 EU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유

로(약 134조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로봇 관

련 R&D 활동은 제조 및 건설 분야의 디지털 전환, 

자율적 솔루션, 향상된 인지, 인간-로봇 협업 등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7년까지 호라이즌 유럽에 955억 유로 배정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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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코로나 팬데

믹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국제로봇연맹(IFR)은 코로나의 전세계 유행

으로 위기를 맞았던 산업용 로봇 시장이 강한 회

복 국면에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이 지난 10월 13일(현지 시

각) 발표한 ‘2022 세계 로봇’ 연례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해 전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대수는 전

년대비 31% 성장한 51만 7385대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인 

지난 2018년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전세계 로

봇 가동대수도 약 350만대에 달해 역대 최고치

를 기록했다.

마리나 빌(Marina Bill) IFR 회장은 “로봇과 

자동화의 사용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6년만에 연간 로봇 설치 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고, 

여러 지역에서 역풍이 불어 생산에 방해 요인으

로 작용했지만 지난해에 주요 산업군에서 로봇 

설치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일

본 산업용 로봇기업들도 올들어 좋은 실적을 이

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일본 기업들의 산업

용 로봇 수주대수는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한 7만772대를 기록,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

였으며, 수주액은 4.3% 증가한 2567억엔(약 2

조 5689억원)으로 2020년 2분기부터 7분기 연

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주액은 2021년 2분기 실

적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2분기에는 8분

기만에 처음으로 수주액이 감소했지만 생산액

은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한 2217억엔(약 2조 

1677억원)으로 7분기 연속 증가했다.

IFR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산업용 로봇 신

규 설치는 3만 4987대로 14% 증가했다.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인 3만 3378대를 웃돌았다. 미

국 ‘첨단자동화협회’(Association for Advancing 

Automation:약칭 A3)도 북미 지역 기업들은 올

해 2분기에 1분기보다 6% 증가한 1만 2305대의 

로봇을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분기에 

최대 로봇 구매 기록을 세운데 이어 2분기에 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 같은 로봇 구매 증가

세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물류 로봇자동화 수요 

증가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계의 판매 회복에 따

른 것이다. A3는 전통적으로 협동 로봇과 자율

이동 로봇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협동 로

봇의 공급분을 합치면 산업용 로봇의 도입 대수

는 A3 발표 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로봇 판매 실

적이 전세계 로봇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

지만, 2020년부터 비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산업

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미 

시장만 국한해서 보면 올해 2분기 로봇 판매량

의 59%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동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업

계의 로봇 도입이 활기를 띤 것으로 파악된다. 

IFR 측은 “전세계적으로 로봇 설치가 강한 회

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은 로봇 산업계에 가장 

성공적인 해였다”며 “지속적인 자동화 추세와 

기술혁신으로 산업용 로봇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2021년에는 팬데믹 이전 

시기인 2018년(42만 2000대) 기록을 뛰어넘었

다”고 밝혔다.

생산성 제고와 DX 수요로 시장 기상도 ‘맑음’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 혁신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이다. 산업용 로봇은 구조적으로는 사

람의 팔이나 손의 기능을 대신하는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만으로 이뤄져 있다. 제품 조립, 기계 가

공, 입출하, 검사 측정, 프레스, 용접 등 다양한 제조 영역에서 산업용 로봇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

근 산업용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 위주의 기능에서 벗어나 센서를 기반으로 인식기능이 추가되면서 지능

형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오랫동안 로봇산업의 핵심을 이루면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확대 보급

되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제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산업용 로봇도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절감·무인화·자동화·원격화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생산성 제고와 

DX(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업용 로봇 시장 전망은 밝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고가

의 산업용 로봇 도입에 부담을 느꼈던 중소기업들이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에 적극 나서면서 

협동 로봇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작년 세계 설치대수 31% 급증…팬데믹 이전 기록 ‘훌쩍’

지역별 로봇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 전세계

적으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의 74%가 아시아 지

역에서 이뤄져 산업용 로봇 최대 시장 자리를 유

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특히 중국의 성장세는 괄

목할만하다. 중국이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로

봇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전년대비 51% 증

가한 26만 8195대의 산업용 로봇을 신규 설치했

다. 중국의 로봇 가동대수는 100만대를 돌파했

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중국에서 로봇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리나 빌(Marina Bill) 국제로봇연맹 회장은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1년 전세계 로봇 설치의 절

반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IFR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초래되면서 로봇 자동화 성장을 주도하

고 있다. 산업의 지속적인 로봇화는 올해 초에 

중국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중국공업정보화

부(MIIT)가 발표한 로봇산업 5개년 계획은 중

국을 로봇기술과 산업발전의 글로벌 리더로 부

상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중국 로봇산업 밀도는 빠른 속도로 높

아지고 있다. 마리나 빌 IFR회장은 "10년 전 중

국 제조업의 로봇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15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246대로 전세계 9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중간 무역 분쟁의 여파

로 중국의 로봇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

다. 빈 픽킹, 제품 분류, 팔레타이징 등 로봇 애

플리케이션 개발시 중국 로봇기업들이 인공지

능 칩을 적극 채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

다. 미국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와 AMD에 특정 

인공지능(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

를 내렸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 칩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 로봇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 전반에 걸쳐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면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 ‘마르코 폴로’의 분석에 따르

면 전세계 산업용 로봇 도입이 국가별, 업종별

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 도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IT장비 투자와 

비교할 때 전체 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로봇 

투자 비중이 여전히 낮고, 특정 분야와 업종에 

집중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 국가경제조사국(NBER)은 로봇 및 로봇 주

변 기기가 전체 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IT장비 투자 비중 대비 매우 낮고 최소한 10

년 이상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로봇 도

입은 제조업 중에서도 작업 공정에 기계적 반

복 작업(rote task)이 많은 업종에 집중되는 경

향이 크며, 실제로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전체 

로봇 재고(stock) 기준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은 특정 국

가 및 지역, 특정 산업 분야에서 탈피해 다른 산

업 분야로 확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과 고령화 현상은 산업 제조현장의 산업용 로봇 

도입 열기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업용 로봇업계가 해결해야할 숙제이기

도 하다.

중국, 글로벌 로봇 시장 주도…미·중 분쟁 여파 ‘주목’

업종별 도입 격차는 여전…쓰임새 확산 ‘과제’

야스카와전기의 핸들링 로봇이 기어 뭉치의 이물질 제거 및 모따기 작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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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로보틱스

▶ 부스번호 B05

레인보우로보틱스는 KAIST 휴머노

이드 로봇 연구센터, 휴보랩 연구진이 

창업한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세계 

최고의 재난구조로봇부터 자체개발한 

국산 협동로봇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는 끊임없는 R&D를 통해 독자적인 기

술을 확보하고 우수한 로봇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협동 로봇, 로봇 

카페, 2족 보행 로봇 등을 선보인다. 협

동로봇 RB 시리즈는 6축 로봇팔로, 생

산, 제조, 교육, 소독 시스템, 스튜디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RB 

시리즈는 RB3-630, RB3-1200, RB5-

850, RB10-1300, RB16-850 등 5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인증기관 TUV SUD를 통해 CE 인증과 

KCs 인증을 획득했다. RB 시리즈는 누

구나 손쉽게 운용할 수 있으며, 단순반

복 작업, 위험한 생산라인 등 다양한 작

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RB 시리즈는 

기존 생산라인의 작업 플로우에 방해하

지 않고 작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함

께 수행할 수 있다.

레인보우는 세계 최초 NSF 인증을 

받은 협동로봇 RB-N 시리즈도 선보인

다. RB-N 시리즈는 F&B 시장에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미 위

생협회(NSF) 인증을 받았으며, 로봇에 

자켓을 입히거나 부가적인 장치를 하

지 않고 단일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RB-N 시리즈는 RB5-

850N·RB3-1200N·RB10-1300N 총 3

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온의 기름을 사

용하는 튀김기, 고압 스팀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등 다양한 식음료 산

업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레인보우 로봇카페는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과 컴팩트한 사이즈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위생협회 NSF의 인

증을 획득한 협동로봇을 탑재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압구동식 이족보행 로봇인 

라이트(LIGHT)는 유압구동 시스템을 

활용한 이족보행 로봇이다.

유일 로보틱스

▶ 부스번호 G01

유일로보틱스는 고성능 고기능의 직

교로봇, 협동로봇, 다관절로봇 및 주변

기기를 유기적으로 융복합하여 자동화

하는 기술 집약형 로봇 전문기업이다. 

지속적인 R&D와 투자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 및 AI 기반의 로봇자동화 시스

템 사업영역에서 ‘신뢰(Reliability), 유

연성(Flexibility), 정밀성(Precision)’의 

기업철학을 지키며, 설계, 감리, 시공, 운

영, 모니터링 등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유일로보틱스는 이번 로보월드에 직

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 등을 선

보인다. 취출로봇으로도 불리는 직교로

봇은 사출성형기의 금형 내에서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을 빼내는 전용로봇이다. 

주로 사출성형기를 사용하는 제조현장

에서 적용되고 있다. 성형품을 금형으로

부터 꺼낼 뿐만 아니라 후속 공정

기계로의 로딩, 언로딩이나 출하

용의 컨테이너, 적재 박스로의 스

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유일로보틱스의 다관절로봇은 

모터를 사용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여러 개의 관절들이 조합된 로봇

이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철

강, 식품 등의 산업 및 공장 자동

화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D업종으로 인해 기피

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

리, 열처리 등의 국내 뿌리산업에 다관

절로봇의 첨단기술이 도입되면서 중소

기업의 열악한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국내 뿌리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유일로보틱스의 다

관절로봇은 4축 혹은 6축 관절로 구성

되며 조립, 아크용접, 포장/운송, 플라스

틱 취출, 전기/기구, 토목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산업의 흐름에 따라 기존 인간

의 노동을 대체하는 개념의 로봇이 아

닌 인간과 협력이 가능한 협동로봇에 

대한 산업 현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다. 유일로보틱스는 협동 로

봇도 현재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다. 사

출현장에 시제품을 판매한 실적을 갖고 

있다. 유일은 앞으로 협동로봇을 사출, 

이적재, 검사, 포장, 가공/표면처리, 도

장, 조립/분해, 분류, 공작물 탈착, 용접, 

시험, 기타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

용한다는 계획이다. 

뉴로메카

▶ 부스번호 E02

2013년 설립된 뉴로메카는 협동로봇 

전문기업이다. 뉴로메카는 지난 2020년 

로봇분야의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

었으며,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가트

너에서 협동로봇 시장을 혁신한 성과를 

인정, 스마트 로보틱스 분야의 테크이노

베이터로 선정됐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

의 경영 성과로 업계 최다인 30건 이상

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다음달 코스닥

에 상장한다.

뉴로메카는 협동로봇 기술력을 바탕

으로 자율이동로봇, 산업용 로봇, 델타

로봇을 개발했다. 로봇 제품뿐 아니라 

자체 기술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구

현하고 RaaS(Robot as a Service) 서

비스 형태로 다양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솔루션의 원활한 도입

과 운용을 위한 가상공정 서비스, 자동

화 구독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원격유지 

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자동화 토

탈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

획이다.

뉴로메카는 이번 로보월드에 대표 협

동 로봇인 ‘인디(Indy)’, 협동형 산업용 

로봇인 아이콘(ICoN) 등을 선보인다. 혁

신적인 충돌감지 알고리즘 기반의 협동

로봇 ‘인디’는 임피던스 제어를 통한 더 

직관적인 직접교시(Direct Teaching)를 

지원하며,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반의 티

치펜던트 앱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

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가반중량별

로 ‘인디3/5/7/10/12’(각 3kg, 5kg, 7kg, 

10kg, 12kg) 5가지 모델과 7자유도 연

구용 협동로봇 ‘인디-RP2’를 양산하고 

있으며, 손목에 부착된 확장포트를 통해 

그리퍼, 비전센서 등 다양한 표준 도구

들을 확장할 수 있다.

‘아이콘’은 인디의 안전 기능과 사용 

편의 기능이 적용된 차세대 협동형 산

업용 로봇이다. 진화된 충돌 감지 알고

리즘, 상태 표시등과 레이저 스캐너 등

의 주변 안전 장치를 추가해 기존의 산

업용 로봇에는 없었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임피던스 제어를 통한 직접 

교시, 태블릿 기반의 티치펜던트 앱 ‘콘

티(CONTY)’ 그리고 힘센서 기반 리드 

스루(lead-through) 장치 추가를 통해 

쉽고 빠르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LPK 로보틱스

▶ 부스번호 D09

LPK로보틱스는 2004년 설립 이후 디스플레

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최첨단 산업을 대상으

로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국내외 주요 시

장에 대해 직교로봇, 리니어로봇, 협동로봇, 다관

절로봇, 스카라로봇, UVW스테이지, 정밀스테이

지 등 주요 산업용 로봇을 생산함과 동시에 최고

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다. 직교 로봇과 리니어 로봇 등 제

품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최근 

협동로봇 등 사업으로 다각화에 나섰다. 

올 해  중 국  협 동 로 봇  전 문 기 업 인  두 봇

(DOBOT)과 전략적으로 제휴해 협동/다관절로

봇 및 스카라 로봇 등 산업용 로봇의 풀 라인업

을 구축했다. LPK는 국내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동로봇 CR 시리즈는 폭넓은 업종과 공정에 

응용될 수 있도록 3kg에서 5, 7, 10, 12, 16kg에 

이르는 다양한 가반하중을 커버한다.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다양한 업무 유형에 맞춰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협동로봇 시리즈는 세이프 스킨(Safeskin)

을 지원, 사람이 15cm 이내로 접근할 경우 0.1초 

이내 정지한다. 근접센서 방식의 비접촉식 충돌

방지 시스템으로 진화된 안전 기능을 제공한다.

스카라 로봇 M1 프로는 휴대가 간편하며 ▷ 

쉽고 빠른 셋팅과 저렴한 가격  ▷ 간편한 프로

그래밍 ▷부담없는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중

소기업 자동화에 적합하다. 다관절 로봇 MG 

400은 경량급 데스크톱 로봇으로, 가반하중이  

750g이며,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다. LPK 로보틱

스는 산업용 로봇 풀 라인업을 구축하는 동시에 

여러 SI기업들과 협력해 시장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를 확립하고 있다.

제이엘 로보틱스

▶ 부스번호 D11

지난 2020년 설립된 제이엘 로보틱스는 산업

용 로봇과 협동 로봇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6축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등 공정 자동화 솔루션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 자

동화 솔루션을 제안한다. 제이엘 로보틱스는 ▷ 

2차전지 관련 공정간 이송, 검사, 조립 자동화 ▷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의 이송, 검사, 조립 자

동화 ▷ 공작기계 제품 로딩/언로딩 자동화 ▷

기타 제품의 이송, 검사 조립 자동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이엘 로보틱스는 올들어 중국 두봇(DOBOT)

과 국내 대리점 계약을 체결, 국내 협동로봇 시장

에 진출했다. 제이엘은 6축 다관절 로봇과 다양한 

협동로봇 라인업, 두봇의 비접촉식 정전유도 방식 

세이프 스킨(SAFE SKIN) 기능, 경쟁력 있는 제품 

가격 등이 국내 고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으

로 보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보월드에 제이엘 로보틱스는 6축 협

동 로봇 CR5, 세이프 스킨 기술을  선보이고, 비

전을 활용한 플렉스 피더(Flex feeder), MG400, 

M1프로 등 제품을 연동해 픽 앤 플레이스 기술

을 선보인다. 세이프 스킨을 적용한 CR5 협동 로

봇은 인간-기계 협업을 위한 가장 안전한 로봇

이라는 설명이다. 이 로봇은 광범위한 엔드 오브 

암 툴링 포트폴리오를 지원한다. MG400은 초소

형 데스크톱 로봇으로 설치 면적은 A4 용지보다 

작고 경량 데스크톱 공정에 적합하다. 플렉스 피

더와 비전 카메라는 소형 부품 공급에 적용 가능

하며 생산 품종의 유연한 생산 및 빠른 전환, 유

연한 생산 요구를 충족한다. 작은 설치 공간과 

다양한 종류의 제품 자동화가 가능하며 높은 신

뢰성과 긴 수명을 특징으로 한다. 플렉스 피더

(Flex feeder)+비전카메라는 99%의 소형 부품 

공급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생산 품종의 유연한 

생산 및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 최초 NSF 인증 협동로봇 ‘어필’ 취출·다관절 로봇 뿌리산업 ‘기여’ 충돌감지 알고리즘 기반 ‘강점’

협동로봇 신규 라인업으로 ‘다각화’

최적의 맞춤 자동화 솔루션 ‘제공’

레인보우 로보틱스 ‘NSF 인증 협동로봇’ 유일 로보틱스 ‘취출로봇’ 뉴로메카 ‘모비’

LPK 로보틱스 ‘두봇 협동 로봇 CR시리즈’

제이엘 로보틱스 2세대 스카라 협동로봇 ‘M1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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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말하고 표정 짓고…인간과 상호작용 ‘척척’

20년 전인 지난 2000년. 전 세계는 일본 혼다가 내놓은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에 깜짝 놀랐다. 로봇이 두발로 ‘제대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

고 10년도 안돼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서서히 ‘제대로’ 말을 하고 인간과 의사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지나자 영국 엔지니어드 아트는 사람처럼 생생한 

얼굴 표정까지 짓는 로봇 ‘아메카’를 소개했다. 

지난 8월 중국 샤오미는 사람의 45가지 감정까지 헤아리고 필요하면 위로까지 해 주는 동반자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 원’을 발표했다. 미국 테슬라는 공장 

작업자들을 도울 강력한 팔을 가진 ‘옵티머스’ 시제품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 병원의 환자와 요양시설 및 각 가정의 노인들은 자신들

을 돌봐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 디즈니가 영화 스파이더맨의 공중제비 도는 부분을 촬영한 비밀은 스턴트 휴머노이드 로봇 활

용에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인간대신 작업을 맡은 미국 GM의 ‘로보넛’이 등장한 지는 이미 20년이 다 돼 간다. 

지난 7월에는 스탠포드대가 수중에서 인간잠수부와 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오션원’을 공개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의학, 생명공학, 생체역학, 인지과

학 등 연구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이제 이들은 인간 세상 도처에 퍼져 활약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론상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인간이 할 수 있

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그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어느 새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형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향후엔 더욱더 많은 그들과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들이 더 정교한 로봇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간형 로봇이 점점 더 우리 주변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초기 도입시 기존의 비 인

간형 로봇들에 비해 비싸다. 이같은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고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러 시장 조사 회사와 컨

설팅 회사는 향후 첨단 기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특히 교육용, 유통분야, 개인 보조, 의

료분야 등에서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고 말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수년 동안 사람들

이 로봇 비서를 두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수요 

증가세로 이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성장 기회 중 하나로 노령인구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용 및 헬스케어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빼놓

을 수 없다. 이는 병원, 요양원, 가정에서의 수요 

증가 가능성을 말해 준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무거운 물건을 청소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너무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도울 수 있다. 현재 

요양원 거주자 가운데엔 노약자들이 많아 사고

와 감염에 더 취약하다. 요양원의 경우 휴머노이

드 로봇에 투자함으로써 부족한 인간 노동자 일

손을 확보할 수 있다.

로봇업체들은 AI, 기계학습, 음성인식같은 지

원 기술과 함께 병원 등에서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개발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

은 병원 복도나 병실, 엘리베이터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로봇 업체들의 기술 급진전에 따라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동반자로 여기게 됐다. 이 또

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전망을 이끄

는 중요한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지난 2년

여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에 부분적으로 기

여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업체들의 연구 개발

은 AI, 하드웨어 개발, 두 발 또는 바퀴를 가진 

로봇, AI-인간 인터랙션 등에 집중됐다.

이 위기를 잘 살려내려 노력한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왔다. 실제로 코로나19는 2020년 1,2분

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시장 성장 요인으로 작용

했다. 이 로봇들은 병원에서 의료진과 감염환자

들에게 더 안전하게 음식이나 의약품을 제공하

는 데 기여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핸슨 로보틱스가 지난해 

헬스케어 시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그레

이스’를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게는 제약도 따른

다. 최대 약점은 무엇보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가

격이 여전히 너무 비싸다는 점일 것이다. 비근한 

예로 어느 새 우리 주변에서 로봇 장난감, 교육

용 로봇, 프로그래밍 가능한 산업용 로봇 및 서비

스 로봇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값도 싸

다. 높은 부품비용, 수리비용, 유지보수비용, 게다

가 첨단 전문 휴머노이드를 개발 제작하는데 드

는 높은 연구개발비도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광

범위하고 고강도 투자를 요구하는 휴머노이드 로

봇 개발은 중소 로봇 기업들에게 부담이다.

이전까지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람처럼 보이고 행동하는 자동화된 기계

를 만드는 데 맞춰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더 많은 연구자들이 로봇 성능

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더 자율적으로 만들기 위

해 AI와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AI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통합하는 과정

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유망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AI는 이러한 기계의 로봇 기능을 향

상시켜 전반적으로 더 능력 있고 다재다능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수년 새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반

에 걸쳐 인공지능(AI) 결합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일례로 소프트뱅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페퍼

가 있다. 이 로봇은 교육용 로봇으로 설계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상업적 용도로 빠르

게 적용됐다. AI 소프트웨어(SW)를 통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자극에 자율적으로 대

응하고 있다.

중국 샤오미가 공개한 사이버 원도 다르지 않다. 

이 회사는 이 로봇에 자체 개발한 환경 의미를 인

식하는 미AI(MiAI) 엔진과 음성 감정 식별 엔진인 

‘미AI’를 탑재해 행복을 감지토록 하고, 사용자가 

슬플 때 그를 위로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의 그림 그리는 로봇 ‘에이다’는 옥스퍼드

대생들이 개발한 드로잉 지능과 그림 그리는 팔이 

결합해 창조적 화가로봇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테

슬라는 지난달 발표한 옵티머스 시제품이 어떤 방

식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

지만 로봇에 와이파이와 LTE 통신 장치, AI 칩, 자

율주행차용 AI 기술 등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러 시장조사회사, 컨설팅 회사들은 휴머

노이드 로봇 시장이 향후 6~7년 간 연평균 

42~6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점친다. 

 가장 보수적인 스카이퀘스트 컨설팅의 지

난 8월 보고서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42.1% 성장할 

것으로 봤다. 2021년 14억 8000만달러(약 2조

1000억원)이던 시장이 2028년에는 173억 2000

만달러(약 24조 7000억원)에 이르리란 것이다. 

또 이때가 되면 중국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

장 지배자인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조사회사 마켓앤마켓은 지난 8월 최신 보

고서에서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향후 6년

간 연평균 63.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올해 시장 규모는 15억달러(약 2조 1500억원)

이고 2027년에는 173억달러(약 24조 7000억원)

에 이르리라는 것이다. 이 회사는 6년 후에도 일

본이 여전히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시장의 패권

을 쥐고 있을 것으로 봤다. 이머젠리서치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2021년에 10억 2000만달러(약  

1조 5000억원)이었던 시장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62.5%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점쳤다.  

파이넌스 야후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49.37%의 시

장 성장세를 보이며, 2026년에 97억 4000만달러

(약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세계 상용 휴머노이드 로봇시장을 지

배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꼽힌다. 스카이퀘스트

는 중국 로봇업계가 2030년까지 이 분야에서 25

억달러(약 3조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8만 98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했

다. 이는 6년 전인 2015년의 3만 6000대보다 

150%나 증가한 규모다. 

스카이퀘스트와 이머젠은 모두 세계적인 대표

적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로 ▲소프트 뱅크 로보

틱스(일본) ▲로보티즈(대한민국) ▲카와다 로보

틱스(일본) ▲혼다자동차 (일본) ▲UB테크 로보

틱스(중국) ▲핸슨 로보틱스(홍콩) ▲PAL 로보틱

스 (스페인) ▲도요타자동차 (일본) 등을 꼽았다.

헬스케어 분야 필드로 수요 폭증세

AI와 접목 다재다능한 동반자 부상

세계 시장 향후 연 50% 이상 급성장

세계 주름 잡는 주요 주자들 ‘우후죽순’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①샤오미 ‘사이버원’ ②엔지니어드아트 ‘아메카’ ③나사 우주로봇 ‘로보너트2’ ④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⑤디즈니 ‘스턴트용 휴머노이드’ ⑥소프트뱅크 ‘페퍼’ ⑦핸슨 로보틱스 ‘소피아’ ⑧카이스트 ‘DRC 휴보-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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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보·에버 등 우리 손으로 개발…세계 강국 ‘반열’

1920년 체코의 카렐 차펙이 자신의 희곡 ‘로썸

의 유니버설 로봇(R.U.R.)’에서 ‘로봇’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이래 로봇 기술은 급속히 성장했다. 

인류는 엄청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을 보여

주었다. 이후 등장한 주요 로봇을 통해 그 진화

와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옵티머스(Optimus·2022)=테슬라 CEO는 

이 로봇이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지루한 작업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암시했

다. 이 로봇엔 사람 관절을 본뜬 28개의 액추에

이터가 들어갔다. 각각의 강도는 그랜드 피아노

를 들어올릴 정도다. 와이파이와 LTE 통신 장

치, AI 칩, 자율주행차용 AI 기술이 들어갔다. 키 

173cm, 무게 57kg이고 20kg을 들고 옮긴다.

◆사이버원(Cyber One·2022)=중국 샤오미

는 지난 8월 키 177cm, 무게 52kg, 펼친 팔길이 

168cm인 사이버원을 발표했다. 이 로봇은 45가

지로 분류된 인간의 감정을 감지하고 85가지 환

경에서 나는 소리를 인식하는 AI 기반 상호작

용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사이버원의 목표는 만

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용자

가 슬퍼할 때 위로할 수도 있다. 한 손으로 최대 

1.5kg의 무게를 지탱한다.

◆아메카(Ameca·2021)=영국산 아메카의 얼

굴 표현은 놀랍도록 생생하고 감정적이다. 이 로

봇의 몸은 모두 금속과 플라스틱이고, 얼굴은 의

도적으로 성별이 없고 회색이다. 움직임과 표현

을 제어하는 17개의 개별 모터가 반투명 플라스

틱 두개골 안에 있다. 엔지니어드 아트사는 이 

로봇이 서비스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

로 봤다.

◆에이다(Ai-Da·2019)=영국의 에이다는 그

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세계 최초의 초정밀 휴

머노이드 로봇 예술가다. 갤러리스트인 에이단 

멜러가 엔지니어드 아트, 코니시 로보틱스 컴퍼

니와 함께 개발했다. 특별히 작성된 그림 그리기 

AI 알고리즘, 그리고 생체 공학적 손과 눈에 있

는 카메라를 활용, 손과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

◆소피아(Sophia·2016)=소피아는 홍콩 핸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사회적 행동을 모방하고 인

간에게 사랑의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소셜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소피아는 인간의 몸짓과 

표정을 흉내내며 특정한 질문에 대답하고 날씨

처럼 미리 정의된 주제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소피아는 알파벳의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하며 노래를 부른다. 양로원에서 노인들에

게 동반자가 되거나 큰 행사장과 공원에서 군중

들을 도울 수 있다.

◆아시모(ASIMO·2000)=일본 혼다는 2002

년 아시모(ASIMO)를 발표한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키 120cm, 무게 50kg)은 약 30개의 호출

신호를 알아듣고 이에 반응하며 사람의 얼굴이

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단계의 움

직임을 미리 예측해 자유롭게 보행하는 ‘아이워

크(i-WALK)’기술로 평지는 물론 계단과 경사면

에서도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 평균 보행 속도는 

시속 2.7km, 달리기 속도는 시속 7km 정도다.

◆P-2(1996)=일본의 혼다가 발표한 P-2(키 

180cm, 무게 210kg)는 휴머노이드의 획기적 발

전을 보여준 상징적 로봇이다. 1970년대와 1980

년대의 휴머노이드와 P-2는 전력시스템·모터 

드라이버·컴퓨터·비전(vision) 등을 모두 내장

하는 로봇이었다. 이후 내장형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렸다. P-2는 이전 로봇들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친화적 외모를 지닌 것은 

물론 계단 오르내리기·옆걸음·곡선보행 등을 모

두 할 수 있었다.

◆와봇(WABOT-1·1973)=가토 이치구로 일

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팀이 개발한 와봇-1은 

두 발로 걷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

다. 와봇-1은 두 발로 걸을 수는 있었지만 불안

정하게 겨우 몇 걸음 떼는 정도였고, 미리 입력

된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능을 갖췄

다. 1984년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는 와봇-2가 

개발됐는데 악보를 읽고 페달을 밟으며 건반을 

쳤다.

◆일렉트로(Electro·1939)=미국 웨스팅하우

스가 1939년 뉴욕 세계박람회에 소개한 휴머노

이드 로봇(키 2.1m,무게 120kg)이다. 음성명령

에 따라 보행했으며 (78RPM의 레코드 플레이

어를 통해) 700단어 가량을 말했다. 담배를 피울 

수 있고 풍선을 터트릴 수도 있었으며 팔과 머리

를 움직였다. 몸체 외부는 알루미늄 판이고, 내

부는 금속 기어, 캠, 모터로 이뤄졌다.

◆에릭(Eric·1928)=1928년 9월 런던 왕립원

예홀 연례 기계전시회에 목소리를 내는 에릭(키 

1.8m, 무게 63kg)이 소개됐다. 알루미늄 몸체에 

갑옷을 입은 중세 기사의 외양을 가졌다. 가슴 

내부에 확성기와 무선장치로 된 발성장치가 있

다. 모터, 케이블 구조로 의자에서 일어났고, 도

르래를 이용해 팔을 들어올렸다. 발 받침대 아래 

로봇을 움직이는 12V의 축전지가 들어 갔다.

우리나라는 알려졌다시피 카이스트 팀의 휴

보(DRC 휴보2)가 다르파 로봇챌린지(DRC)에서 

우승함으로써 세계적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

들도 선보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 영국, 중국, 홍

콩 등지에서 AI칩과 기계 학습 기반의 강력한 미

래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잇따라 선보이며 우리

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도

전과 자극이 되고 있다.

◆센토=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1999년 KIST가 개발해 공개한 4족 보행 ‘센토

(Centaur)’다. 머리는 사람, 몸통은 말의 모양을 

한 4족 보행 로봇이다. 어린이 정도의 지능을 가

지고 있다. 1kg 정도의 아령을 들어보이기도 했

다. 2001년에는 최초로 사람 몸통을 한 로봇인 

바퀴형 ‘아미’가 개발됐다. 이때까지 국내 휴머노

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두발로 직립보행하는 형

태가 아니었다.

◆휴보=휴보(HUBO)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

인 직립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의 역사를 연 로봇

이다. 2004년 말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팀이 발표

한 인간형 로봇(키 120cm, 무게 55kg)이다. 시

제품 KHR-1(몸통, 하체), KHR-2(사지와 머리

를 갖춘 온전한 형체), KHR-3(KHR-2의 운동 

성능 보강)을 거쳤다. 관절모터 41개로 몸을 자

연스레 움직이며 손가락 5개도 따로 움직인다. 

한번 충전에 60분 간 움직이며 시속 1.3km로 보

행한다. 손가락으로 ‘가위, 바위, 보’도 할 수 있

고, 인간과 춤출 수도 있다. 

이어 미국 AI 로봇 제조사인 핸슨 로보틱스

와 협력해 완성한 휴머노이드 로봇 알버트 휴보

(키 120cm, 무게 45kg)는 아인슈타인의 얼굴로 

웃음, 슬픔, 화남 등 여러 표정을 짓는다. 2008

년엔 시속 3.6km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번 충전

에 120분간 움직였다. 2015년엔 DRC 휴보2(키 

168cm, 무게 80kg)로 DRC에서 우승했다. 총 8

가지 미션(차량운전, 차량하차, 문열고 들어가기, 

밸브 잠그기, 전동공구로 벽 뚫기, 플러그 꼽기, 

장애물 돌파, 계단 오르기)을 우수하게 완수해 

우승했다.

◆똘망=똘망(THOR-MANG)은 2013년 로보

티즈 팀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150cm, 무게 

49kg)이다. 로보티즈는 똘망에 자체 액추에이터

(구동장치)를 적용했다. 6축 힘토크 센서, 힘 감

지 저항기(FSR), 관성항법시스템(INS) 센서, 라

이다, HD카메라 등을 장착했다. 똘망의 특징중 

하나는 모듈방식 설계다. 즉, 로봇에 필요한 다

양한 부품들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담아 패키지

화된 모듈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면 되도록 

했다.

◆찰리(CHALI)-2=찰리-2는 UCLA교수인 

재미과학자 데니스홍이 2008년 만든 휴머노이

드 로봇이다. 로보티즈의 엑추에이터(구동장치)

를 이용한 휴모노이드 로봇(키 150cm, 몸무게 

12kg)이다.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4분의 1 

정도로 가볍다. ‘자연모방기술’을 이용해 로봇이 

걸을 때마다 끊어지는 현상을 개선했다. 용수철

과 같은 탄성 부품을 사용해 부드러운 관절제어

를 실현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찰리는 2011년 7월 세계로봇월드컵(로보컵) 

종목별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에버=지난 2006년 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

한 에버1(키 162cm, 무게 50kg) 안드로이드가 

등장했다. 이름은 이브와 로봇을 결합한 것이다. 

‘에버 1’은 앉아 있는 것만 가능한 로봇으로 기

쁨·슬픔·놀람·화남 등 네 가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간단한 립싱크로 행사장 안내 도우미

로 활동했다. 에버2는 사람 목소리에 맞추어 입 

모양을 똑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고 하체가 

붙어 가수로 데뷔했다. 계속 업그레이드된 에버

3는 세계 최초의 배우 안드로이드 로봇 컨셉으

로 만들어졌다. 대화 엔진에 데이터베이스를 탑

재해 간단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한다. 62개의 

관절로 구성돼 동작이 부드럽고, 기쁨과 슬픔 등 

12가지의 얼굴 표정이 가능하다.

◆마루, 아라=마루(Mahru)와 아라(Ahra) 로

봇은 2005년 KIST가 만든 키 150cm, 몸무게 

67kg인 네트워크기반의 인간형 로봇 및 주방 도

우미 로봇이다. 27 자유도의 휴머노이드로서 각 

관절은 토크 제어를 통해 이뤄진다. 로봇의 외

부 컴퓨터가 뇌 역할을 맡고, 로봇이 주위 상황

을 인식해 자료를 무선 네트워크로 외부 서버에 

보내면 외부 서버에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로봇

이 받아서 작동한다. 영상·음성·동작은 물론, 물

체를 인식하고 사람을 알아본다. 전자레인지, 세

탁기, 토스터 등을 켤 수 있다. 또 사물로 구분된 

것을 집을 수 있다. 손목에 힘과 비틀림을 감지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 사람과 자연스럽게 악수

를 할 수도 있다. 그밖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 도와 해결하거나, 하나의 임무를 분담해 처

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대표 선수들도 ‘명성’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진화의 역사

⑨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마루’와 ‘아라’ ⑩생산기술연구원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 ⑪로보티즈 ‘똘망-3’ ⑫데니스홍 교수가 개발한 ‘찰리-2’ ⑬카이스트 ‘DRC휴보2’

⑨ ⑩ ⑪ ⑫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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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봇 시장은 크게 일반 서비스 로봇 시

장과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구분된다. 가정

용 청소 로봇과 개인용 교육 로봇이 대표적인 일

반 서비스 로봇이고, 물류 로봇, 의료 로봇, 건설 

로봇, 국방 로봇이 대표적인 전문 서비스 로봇이

다. 그동안 산업용 로봇이 전세계 로봇산업의 큰 

흐름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로봇이 전

체 로봇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까지 주력은 가정용 청소 로봇

아직까지 서비스 로봇 시장의 주력 제품은 가

정용 청소로봇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청소로봇이 전체 소비자용 서비스 

로봇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21년 전세계 소비자용 서비스 로봇 시

장에서 가정용 청소 로봇이 68.4%의 비율을 차

지했으며, 이어 개인 교육용 로봇(31.2%), 고객 

응대용 로봇(0.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로봇이나 의료로봇은 전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서비스 로봇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각광

받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공공기

관이나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의 수

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MZ세대가 소비 주체로 

부상하면서 서비스 로봇의 활용 범위는 더욱 넓

어질 전망이다.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기존의 가정

용 청소 로봇 중심에서 교육용 로봇, 공공 서비

스 로봇, 물류 로봇 등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다.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전문 서비스 로봇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운반 및 물류 로봇, 전문 청

소 로봇, 의료 로봇, 접객 로봇, 농업용 로봇 등이 

꼽히고 있다. 

세계 시장 5년 후 47조원→189조원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Brandessence Market 

Research And Consulting Private Limited)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352억 4000만달러(약 47조 2984억원)에 달했

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률을 보

이면서 1409억 4000만달러(약 189조 1668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

치도 2021년 전세계 소비자 서비스 로봇 시장

의 출하량이 전년대비 25% 성장했으며, 향후 4

년간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했다. 

‘브랜드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은 서비

스 로봇 시장의 성장 원인으로 서비스 로봇의 기

술 발전, 로봇 자동화 수요의 증가, 생활 수준 향

상 등을 꼽았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인력 부족, 코

로나 이후 높아진 비대면 서비스 로봇 수요 증

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류 로봇

의 수요 증가 등을 향후 서비스 로봇 시장을 견

인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전세계 서비

스 로봇 시장은 로봇에 대한 연구 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위

생과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로봇의 채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서비스 로봇 시장

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최근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과 접목하면

서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IoT는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의 유용성을 입증하

고 있다. 예방 정비 차원의 유지보수는 잠재적

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할수 있는 프로세

스로 주목받으면서 IoT 기반 솔루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IoT 솔루션은 테라바

이트급의 방대한 데이터와 병렬 머신러닝 기술

을 통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위험을 예측하고, 언제 산업 장비가 고장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예방 유지보수 활동을 돕

는다.

첨단 센서·IoT 접목 자율이동은 기본

로봇에 비전 센서, 열 센서, 전압 센서 등 다양

한 센서들이 탑재되면서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

습 알고리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로봇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 

데이터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세트에 숨겨진 상관

관계를 밝히고,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을 감지

하는 데 적용된다. 

국제로봇연맹(IFR)은 서비스 로봇 시장의 중

요한 기술 트렌드로 클라우드와 5G 기술의 적

용, 구독형 서비스(RaaS)의 도입 확산을 꼽았다. 

서비스 안내 로봇, 방역 로봇, 순찰 로봇, 물류 로

봇, 배송 로봇, 건물청소 로봇 등 각종 서비스 로

봇이 GPS 위치정보, 슬램(SLAM), 첨단 센서 기

술을 기반으로 실내외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동

하고 있다. 첨단 융합센서, 컴퓨터 비전, 분석 기

술이 강력한 컴퓨팅 성능과 접목하면서 서비스 

로봇의 모바일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 같은 모바

일 기술은 AMR, 자율배송 로봇, 안내 서비스 로

봇, 순찰 로봇 등 다양한 로봇기술에 기본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IFR은 “로봇은 전통적으로 공장 또는 산업 환

경에서 작동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모바일 로봇

은 쇼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텔에서 

객실에 물품을 전달하고, 도시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관들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로봇 모빌리티’가 붐을 이루고 있으며, 물류산업

을 중심으로 자율이동로봇(AMR)의 도입이 확산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요 맞춤형 개발사업 등 활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의료, 헬스케어용 인공지

능(AI) 로봇에 대해 보건의료 업계의 관심도 높

아지고 있다. 딥러닝과 이미지 처리를 활용한 의

료진의 진단 보조 역할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한 신약 발굴, 외과 수술 영역까지 적용 분야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을 계기로 비대면 근무 확산과 개인 위생 및 안

전을 위한 거리 두기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로 

다양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된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자율주행 기

술 등이 결합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의료, 헬

스케어용 로봇은 전통적인 의료 로봇 분야인 수

술 로봇 분야보다 돌봄 로봇, 재활보조 로봇, 의

약품 등 배달 로봇, 병원안내 로봇 등 서비스 로

봇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로봇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면

서 정부도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활성화에 적극 나

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

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및 소상공인의 인

력난 등 서비스 로봇 수요 증가에 따라, 이 분야

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

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

업,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 시장 동향

비대면이 촉발한 보급 확산…물류·의료·국방 등 전방위로

최근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이 자사 주요 시설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지어 스팟 로봇은 BTS 부산 공연에도 등장해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다. 스팟이 산업 현장과 대중 가수 콘서트에 등장한 것은 서비스 로봇 시장에

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거대한 로봇팔과 관절을 고속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 대신 몸

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현장을 누비는 4족 보행 로봇은 산업 현장에선 그동안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다. 대중 가수의 공연에 로봇이 등장해 스타

들과 교감하고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도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다. 이제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만나고, 공공시설에서 안내 로봇을 만나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일반인들

은 만나기 힘들지만 유통업체 거대 물류창고에는 물류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 수술실에선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다. 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서비스 로봇 시장에선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일까?

CJ대한통운이 물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AMR.

SK이노베이션이 주력 생산기지인 울산컴플렉스에 도입한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

현대아산병원 어린이병동에 설치된 방역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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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보틱스

▶ 부스번호 B01

현대로보틱스는 이번 로보월드에 방

역 서비스 로봇인 ‘현대(HYUNDAI) 

D1’을 선보인다. 

‘현대 D1’은 공기청정과 각종 유해균을 

박멸하는 로봇으로, 유아보호 시설·병원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방

역 솔루션이다. 기존 방역로봇과 달리 대

면 방역이 가능하며, 유동인구가 많고 과

밀집된 공간에서도 24시간 활용할 수 있

다. 바이러스 및 주요 박테리아 살균, 미

세먼지, 유해가스를 정화한다. 로봇 내부

에 플라즈마 살균 모듈, UVC LED, 3중 

공기 청정 필터를 갖추고 있다. 

 현대 D1은 플라즈마 에어 모듈을 활

용한 대기 살균 로봇으로, 방역업체의 

살균액 분사와 기존 방역 로봇처럼 전

면 UVC LED 파장을 통한 방역을 수행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사람에게 직

접 노출시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D1은 기존 방역로봇과 달리 사

람과 함께 해도 문제가 없다. 기존 방역 

로봇은 UVC 램프를 여러개 부착했지만,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사람과 함

께 할 수 없다. 현대 D1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피부와 노출되지 않도록 바

닥면에 UVC LED를 설치했고, 전면에는 

‘플라즈마 에어’ 모듈을 탑재해 대기살

균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현대 D1은 대기 관련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제공한다. 극/초 미세먼지, 온

도, 습도, 이산화탄소, 유해가스, 오존 등 

대기질 표시의 정확한 수치를 전면 디

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표시해준다. 

티라로보틱스

▶ 부스번호 C05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기업 티라

유텍 자회사인 티라로보틱스는 제어 소

프트웨어, 관제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 

전장 설계, 로봇 운영 시스템 등 로봇 제

작의 모든 과정을 100% 자체 기술로 개

발하여 직접 생산하는 자율주행로봇 전

문기업이다. 올해 1월 티라유텍에서 물

적 분할해 공식 출범했다.

티라로보틱스의 로봇 제품에는 AWG, 

ADM, SML 등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AWG(All Wheel Grounded) 시스템은 

물류 로봇이 거친 노면이나 요철이 있

는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주행하고 경사

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ADM(All-in-one Drive and Motor) 

시스템은 구동 액추에이터 기술로, 외형

에 비해 구동력이 높아 가반하중 대비 

소형의 로봇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SML(Simultaneously Moving Lifter) 

시스템은 리니어 액추에이터로 물류 로

봇이 상부의 짐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티라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는 하이브리드 슬

램(라이다+비전)을 적용해 정확한 주행

을 보장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

한 작업자 추종 기술, 라이더·카메라·범

퍼 시스템의 3중 안전 감시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티라 로보틱스는 이번 로보월드에 티

라봇200과 로보엘(ROBO-L)을 선보인

다. 티라봇 200은 최대 200kg을 적재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미니멀 사이즈로 제작된 자율주행 

물류로봇이다. AWG와 ADM 시스템 적

용, 하이브리드 슬램(Slam) 및 추종 기

능, 정지 정밀도 최대 ±5mm까지 가능

하다.

코가로보틱스

▶ 부스번호 B02

코가로보틱스는 올해 5월 코가플렉스

와 우리로봇의 합병으로 설립된 로봇 전

문기업이다. 합병전 두 회사는 2019년부

터 서빙로봇 국산화를 위해 협업해왔으

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적 시너지

를 제고하기 위해 합병을 완료했다. 

 2017년 한양대에 재직하던 서일홍 

교수가 AI(인공지능) 실내 자율주행을 

전공한 제자들과 공동으로 코가플렉스

를 창업했고, 올해 우리로봇과 합병해 

디자인, 생산, 마케팅, 경영 전문가 그

룹을 완비한 로봇 전문업체로서의 기틀

을 확보하게 됐다. 코가로보틱스는 지난 

2020년 로보월드에 서빙 로봇인 ‘서빙

고(Servinggo)’를 선보이면서 국산 서

빙 로봇의 탄생을  알렸다. 작년 로보월

드에선 6개의 신제품을 출품해 ‘로보월

드를 빛낸 10대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가로보틱스는 이번 로보월드에 휴

먼 팔로윙, 콜매니지먼트시스템 등 소프

트웨어를 신규로 적용하고 페이스리프

트까지 단행한 3종의 신제품(서빙고 제

너시스, 서빙고 미니, 서빙고 마이티)을 

선보인다. 

 서일홍 코가로보틱스 대표는 “코

가로보틱스는 로봇 운영체제인 ‘코가

(COGA)’라는 이름의 ROS를 자체 개

발해 서빙고 등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

봇에 장착해 CPU효율성과 원가를 획

기적으로 개선했다. 향후 로봇을 개발

하는 타 업체에도 공급할 계획이며 서

빙고에 탑재될 다양한 로봇 서비스

(RaaS·Robot as a Service)를 개발 중

이며, 내년에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모 그룹향 물류 

로봇용 실내자율주행 모듈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부터는 대기업과 제휴

해 물류 로봇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시스콘 

▶ 부스번호 C01

2013년 설립된 시스콘은 산업용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이다. 물

류로봇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 대기업의 제조 환경에 적합

한 AMR(자율이동로봇) 상용화에 성공

했다. 

국내 한 생산공장에서 로봇 50여대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생산라

인과 유통·물류창고 등에 투입할수 있

는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픽킹(Picking) 

로봇 생산과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시스콘은 올해 10월 1일 한성웰텍과 

합병했다. 한성웰텍은 1992년 설립된 

물류 운반기계 및 공장자동화 설비 전

문 제조업체다. 

기술설계 분야의 다년간 축적된 생산

기술로 국내 동종업계 중 품질 및 기술

력의 선두업체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 삼성중

공업,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

들과의 거래를 통해 고객만족과 품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규모 물류이

송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성공 사례

들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AGV(무인

운반로봇) 제조 납품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시스콘은 한성웰텍과 합병한 이후 국

내외 로봇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양사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

하고 장기적인 사업화와 다양한 제품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트위니

▶ 부스번호 A01

트위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

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5년 설

립, 자율주행 로봇과 통합 관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물류센터의 오더

픽킹 작업에 쓸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 오더픽킹’을 선보인다. 오더픽

킹은 고객 주문에 맞춰 필요한 물품을 

찾은 후 배송처별로 분류, 정리하는 작

업을 말한다. 이동이 전체 오더픽킹 작

업의 70% 가량 된다는 것을 감안, 자율

주행 로봇의 활용도가 클 수 있다고 보

고 있다.

 트위니가 개발한 로봇은 트레이를 

적용,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동시에 적

재할 수 있다. 트레이 한층의 적재 중량

은 20㎏이며, 한 번에 최대 100㎏까지 

선적할 수 있다. 트레이 위치변경이 가

능하고, 개수를 추가하게 함으로써 효용

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3D 라

이다 탑재를 통한 기존 로봇의 자기 위

치 추정 기술의 장점은 살리되 2차원 라

이다, 심도 카메라를 더해 주행로에 쌓

여진 물건이나 지게차 이동과 같은 돌

발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했다.

 트위니는 최근 수도권 소재 쇼핑몰 

물류대행 서비스 업체인 A사에서 기술

검증에 돌입했다. 기술검증을 통해 자율

주행 오더픽킹 로봇을 통한 물류 이송 

편의성 제고, 창고 관리 시스템(WMS) 

연계, 적정 운용 규모 산출을 모색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오더픽킹 

로봇 활용도의 필요성을 높이고 사업화 

확산을 위한 실효적 데이터를 얻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스비알

▶ 부스번호 B09

에스비알은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의 공식 파트너사로, 휴머노이드 페퍼

(Pepper)와 AI청소로봇 위즈(Whiz)를 

선보인다.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가 이끄는 인간

공학심리연구실(HFPsych Lab)의 연구 

성과로 만들어진 넥스트 레벨 AI소프트

웨어가 탑재되어 더욱 친밀감 있는 로

봇 서비스를 보여준다. 

이번 로보월드에선 초·중·고등학교

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내 로봇 기능과 로봇 코딩 교

육이 가능한 새로운 앱도 소개한다.

AI 청소로봇 위즈는 1시간에 500㎡

(약 151평)를 청소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3시간동안 작동하는 클라우드 

기반 상업용 청소로봇이다. 위즈는 이미 

북미에서 1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여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브랜드 파워를 

증명한 상업용 청소로봇으로, 이번 로보

월드에서 런칭쇼를 가진 후 국내 공식 

판매에 들어간다.

에 스 비 알 은  실 외 까 지  내 비 게 이

션 자율주행이 가능한 서빙 로봇 이

모(e-Mo)와 물류 이송용 모바일 섀

시(Mobile Chassis), 퍼스널 미니봇

(Minibot)도 선보인다. 또한 로보월드 

2022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로봇 자

산 운영 클라우드 플랫폼 ‘프루날’은 소

프트뱅크 로보틱스 로봇은 물론 타사의 

로봇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해균 꼼짝 마”…방역 로봇 ‘현대 D1’

거친 노면·경사로 주행 ‘걱정 뚝’

페이스리프트 서빙고 3종 선보여

대규모 물류 이송 알아서 OK

물류센터 분류작업 ‘오더픽킹’ 위용

1시간에 150평 청소 ‘거뜬’

현대로보틱스 대기살균로봇 ‘D1’ 코가로보틱스 ‘서빙고’

티라로보틱스 자율주행로봇 ‘로보엘’ 시스콘 고중량물 이송무인지게차 ‘LDF’ 에스비알 청소로봇 ‘위즈’

트위니 ‘나르고 오더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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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스타

▶ 부스번호 B08

국내 SI 업체인 서보스타는 지난 28년 동안 모

션제어 및 로봇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성

장해 왔으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확보해 지능형공장 구축을 

위한 완성형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했다. 단

순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서보스타는 이번 로보월드에 오스트리아의 

AGV 전문업체인 멜쿠스 메카트로닉(Melkus 

Mechatronic)의 AGV와 오스트리아의 자동화업

체인 시그마테크(SIGMATEK)의 CPU 및 HMI 

등 자동화 제품을 선보인다. 

멜쿠스 C4060은 40x60x21cm 크기로, 29Kg 차

체 무게의 소형 스마트 AGV다. 생산 공정 및 물류 

창고에서 작은 부품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

송하며, 100Kg 가반 하중의 상부 컨베이어, 리프

트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모든 멜쿠스 

AGV는 시그마테크의 전용 S-DIAS를 장착하고 있

으며, 리얼타임 이더넷 ‘바란 통신’과 ‘LASAL’ 소

프트웨어 툴을 사용한다. 시크(SICK)사의 나노스

캐너를 사용한 슬램 방식으로, 팔레트 감지기술과 

자체 개발 첨단기술을 적용했다. 멜쿠스 G130-2.0

의 가반하중은 최대 1200kg이며, 이동속도는 최고 

1.5m/s다. 드라이브/모터 일체형 휠세트는 2축 구

성과 단축 구성의 2가지 유형이 있다.

딥블루코리아

▶ 부스번호 C06

중 국  딥 블 루  테 크 놀 로 지 ( D e e p B l u e 

Technology)의 한국 지사인 딥블루 코리아는  

이번 로보월드에 청소 로봇 베이비 오르카(Baby 

Orca), 서빙 로봇 펭귄(Penguin), 방역 로봇 닥

터 하이제이아(DR.HYGEIA), 홈로봇 위즈덤 라

이프(Wisdomlife) 등을 선보인다.

청소 로봇 베이비 오르카는 넓은 실내 바닥 청

소에 적합한 로봇이다. 사람이 청소하는 모습을 

모방하여 타일, 대리석, 에폭시 등 여러 청소 모

드로 다양한 바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면 업

그레이드된 60L 물탱크와 100Ah 배터리로 6시

간 이상 지속 사용이 가능하며 인체공학적 설계

로 로봇 조작도 용이하다.

펭귄은 광고 서비스형 서빙 로봇으로 21.5인

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고객 맞춤 광고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로봇 플랫

폼 시스템으로 문턱 등반, S자형 주행, 좁은 통로 

주행 및 짧은 제동 거리 등의 우수한 성능을 가

지고 있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외선 방역 로봇 닥터 하이제이아는 복잡한 

조작 과정 없이 일반 가전제품처럼 버튼 하나만

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홈로봇 위즈덤라이프는 노인들의 안전, 건강, 생

활, 정서적 측면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가

정용 돌봄 로봇이다. 인터넷, IoT, AI,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을 통해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럭나인

▶ 부스번호 C09

블럭나인은 ARCUS 자동 권선기를 시작으로 

트로이달 코일 자동 권선시스템, 보빈타입 및 보

빈리스타입 코일권선 자동화, 모터 자동 권선시

스템 등 권선분야 자동화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블럭나인은 혁신적인 트로이달 코일 자동 

권선시스템을 개발 출시했다. 트로이달 코일

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

다. ARCUS 1.5V는 후크타입의 권선기로 완

전 자동화 장비이며, 다양한 코어를 권선할 수 

있다. 또한 블록나인은 TM, 아이플러스모봇

(IPLUSMOBOT), 토요(TOYO) 등의 산업용 및 

협동로봇, 물류로봇을 런칭하여 국내 고객사에 

머신텐딩, 팔레타이징, 검사 공정, 용접자동화, 

물류자동화 등 용도로 공급하고 있다. 

블럭나인은 이번 로보월드에 자동권선장비인 

ARCUS 1.5V와 아이플러스모봇의 자율주행 로

봇, TM로봇의 협동로봇을 선보인다. 

아이플러스모봇은 QR이나 AMR 단일 방식이 

아니라 둘 방식을 다 지원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 로봇은 모든 종

류의 산업에서 다양한 자재 및 프로세스의 물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제조 공장 및 물류단지를 

위해 설계됐다.

TM로봇 제품은 비전시스템이 내장된 세계 최

초의 협동로봇으

로, TM만의 안

전한 기술, 간단

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스마트 

비전 시스템은 

기존 산업용 로

봇 대비 작업 라

인 및 제품 변경

에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다.

파워오토메이션

▶ 부스번호 D02

지난 2020년 설립된 파워오토메이션은 스마

트팩토리 공정 자동화 장비, SMT 관련 장비 글

로벌 서비스(Global Service), 인공지능(AI) 소

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이다. 풍

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드 멀티 인서션 로

봇을 제작한다. 

파워오토메이션은 이번 로보월드에 하이브리드 

멀티 인서션 로봇(Hybrid Multi Insertion Robot)

을 선보인다. 서로 다른 로봇들이 서로 다른 부품

삽입 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때 적용 가능한 

제품이다. 부품삽입 로봇들이 부품을 삽입하는 과

정에서 부품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품의 최

적이동경로를 생성하는 하이브리드 이형부품 삽

입 로봇이다.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부품삽입 공정

별로 오삽입 또는 삽입 불량을 포함하는 부품 조

립 불량을 감지할 수 있다. 감지된 불량 부품을 수

정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기술은 지정된 위치에 부품을 가지고 가

서 삽입하는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는데 반해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최적경로를 선정하고 간섭

이 없게 부품의 삽입 순서를 정할수 있기 때문에 

부품의 이동시간을 최소화 해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삽입 과정에서 타 부품과의 간섭을 

회피하여 기존의 방식으로 장착할 수 없는 부품

을 장착할 수 있다.

로보케어

▶ 부스번호 C04

로보케어는 2012년 KIST 1호 기술출자회사로 

설립되었다. 세계 최초로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

능한 단체용 치매예방 로봇 “실벗”을 개발했으

며, 이후 경기도 수원시와 로봇보급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국 보건소 및 치매안

심센터에 제품 공급 및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

하여 현재는 지역 거점별로 치매예방 로봇이 설

치되어서 운영중이다. 

로보케어는 또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의 일

환으로 경도인지장애와 독거노인의 돌봄, 인지

훈련이 가능한 가정용 로봇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실벗, 보미, 도리 등을 선

보인다. 치매예방 인지훈련 로봇 실벗(SILBOT)

은 고령자 및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

상으로 로봇을 이용한 두뇌 향상 컨텐츠를 제공

하여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

는 그룹형 인지훈련 시스템이다. 국내 유일의 개

인용 인지훈련 로봇 보미(BOMI)-Ⅰ은 고령자 

및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로봇

을 이용한 두뇌 향상 컨텐츠를 제공하여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일대일 개인

형 인지훈련 시스템이다. 자율주행 기반 통합돌

봄형 데일리 케어 로봇 보미(BOMI)-Ⅱ 신체, 일

상, 정서 3가지 영역의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로

봇이다. ADHD 선별진단·교육 로봇 도리(DORI)

는 95% 이상의 행동패턴 인식률을 갖는 스마트 

인터렉티브 기반 로봇으로, 아동 ADHD 선별, 진

단 및 행동 발달 치료, 교육을 제공한다.

힐스로보틱스

▶ 부스번호 B06

힐스로보틱스는 기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술회사다. 지능형 로봇을 

도입하려는 물류센터, 유통매장, 공항, 호텔, 병원 

등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AI + 로보틱스’ 기술을 제공한다.

물류 로봇 ‘로-로봇(Lo-robot)’은 AI 기반 운

영과 5G 기반 원격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로

봇 운영 효율성 최적화, 자율 정비 및 원격 AS를 

실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자율주

행 기능, 픽커(picker) 추종 기능, 셔틀 시스템'이 

별도로 탑재된 다른 제품과 달리 이 3가지 기능

을 하나의 로봇에 통합했다.  

방역 로봇인 ‘코로봇(Coro-bot)’은 시니어들

이 생활하는 양로원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

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수 있다.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가변형 수직암과 수평암을 장착하

고 있고, 코너 방역을 할 수 있는 다관절 로봇팔

과 공기중에 떠다니는 코로나균까지 살균 탈취

할 수 있는 에어서큘레이터를 갖추고 있다. 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헤이봇(Hey-Bot)’은 감염병이 취약한 장소를 

위한 방역서비스 및 안내 로봇이다.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고 로봇의 이동경로를 안내한다. 

헤이봇은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하이봇(Hi-bot)’은 컨벤션 센터, 박람회장, 박

물관 등에서 널리 활용 가능한 지능형 유니버설 

도슨트 로봇이다. 사용자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이 가능하며, 현재 고양어린이박물관에서 ‘로보

캣’ 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28년 업력 지능형 공장 ‘도우미’ 28년 업력 지능형 공장 ‘도우미’

컨벤션센터용 도슨트 로봇 ‘눈길’

실내 바닥청소 ‘베이비 오르카’ 출품

자동 권선장비 분야 ‘새 얼굴’

이형부품 삽입 “불량은 없다”

서보스타 ‘G130-2’,‘ C4060’

로보케어 ‘보미-Ⅱ’

파워오토메이션 ‘하이브리드이형 부품 삽입 로봇(i-4.0)’

딥블루코리아 청소로봇 ‘베이비 오르카’

힐스로보틱스 ‘하이봇’

블럭나인 ‘ARCUS 자동권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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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23)

정부는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

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제3차 지능형 로봇 기

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 계획에서의 비전은 2023년 로봇산

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다. 이 기본 계획에 따

르면 정부는 2018년 5조 7000억원 수준이던 국

내 로봇산업 시장 규모를 오는 2023년까지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 로봇 전문 

기업수를 현재의 6개에서 20개로 늘린다는 계획

이다.

정부는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로봇 보급대수(누적)를 지난 2018년 32만대에

서 2023년까지 70만대로 늘린다. 이를 위해 뿌

리ㆍ섬유ㆍ식음료 산업 등 3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로봇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제조 로봇 70만대(누적) 보급을 위

해 업종별, 공정별로 108개 로봇 활용모델을 선

행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 환경 개선 및 인

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

대 업종을 대상으로 108개 로봇 활용 표준 모델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항

공, 조선, 바이오·화학 분야 등의 표준공정 모델 

개발에도 나섰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전체 14

대 서비스 로봇 분야 중 글로벌 시장 규모, 비즈

니스 잠재 역량, 도전가치 등을 고려해 돌봄, 웨

어러블, 의료, 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15개 지자체, 810개 수요처에 약 1만대 보급사

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돌봄로봇(10개 지자

체에 5000대 보급), 웨어러블 로봇(5개 지자체

에 945대 보급), 의료 로봇(5개 병원에 수술용 

로봇 5대 보급, 5개 재활병원·요양원 등에 재활 

로봇 50대 보급), 물류 로봇(공장, 마트 등 800

개 수요처에 4000대 보급) 등을 추진한다는 계

획이다.

또한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로봇 핵심부품 및 SW 등 요소기술 경쟁

력을 강화하여 국내 로봇산업의 기초 체력 보강 

및 신시장 창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에 맞춰 한국로

봇산업진흥원은 다양한 로봇 보급 사업을 지원

하고 있다. 

이번 2022 로보월드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현재까지의 성과를 관람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공동홍보관과 로봇활용 표준

공정모델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서비스 로봇 공동 홍보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인력난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선호 등 서

비스 로봇 수요 증가에 따른 로봇 활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원 사업 소개를 위해 2022 로

보월드에 체험형 서비스 로봇 공동 홍보관을 운

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로봇 공동홍보관 운영

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서비스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지원 사업’의 차년도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총 63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서비스 로봇 공동

홍보관에선 국내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 기술을 

소개하고, 제품 시연이 이뤄진다. 

서비스 로봇 공동홍보관은 크게 ◇서비스 로

봇 활용 실증 사업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

익지원 사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

급 사업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

증 사업 등으로 구분돼 로봇 기술 소개 및 체험

이 이뤄진다.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은 수요 중심의  

로봇 활용 실증을 통해 시장창출의 한계를 극복

하고, 정부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유망 서

비스 로봇 분야 집중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

다.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창

출형 로봇보급사업(2012년~2019년)의 후속 사

업으로 2020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성장 가능성

이 높은 4대 유망분야(물류, 웨어러블, 의료, 돌

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은 고령

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보급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인

력의 노동·심리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 증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사업은 서

비스 분야별 실증을 통한 수요 맞춤형 로봇 솔루

션을 제시하고, 안전성·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문

제해결형 보급 모델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사업

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일환

으로 서비스 로봇 전문 SI기업 육성 및 다종·다

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의 편

익증진을 위한 대규모 로봇·서비스 융합모델 실

증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기존 실증 사업이 개별 

로봇 실증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첫 해에는 개별 로봇 실증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

하고, 이듬해부터는 로봇 간 연계 실증 및 통합

관제 고도화를 진행,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의 다

종·다수 로봇을 실증할 계획이다. 올해 진흥원은 

‘사회문제 해결형’과 ‘국민체감 실증형’에서 총 7

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진흥원은 이들 사업을 통해 다양한 로봇을 실

증해, 국민들이 로봇을 쉽게 접하고, 동시에 사

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2022 로보월드 기간에 운영되는 서비스 

로봇 공동관에선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과 

관련해 ▲협동로봇(치킨, 바리스타), 재활 로봇 

체험 ▲돌봄로봇 진열 및 시연 등이 이뤄진다.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업과 관련

해선 ▲전기자동차 충전로봇,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로봇, 병원내 순찰 및 방역로봇 시나리오 

실증 등이 소개된다.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과 관련해선, 단일 수요 거점의 다종 다수 서비

스 로봇 도입 및 통합관제(SI) 융합 시나리오 사

례 등이 소개된다. ▲다종 다수의 서비스 로봇 SI 

사례 ▲서비스 로봇 SI기업 별도 홍보 공간 등으

로 구분돼 로봇 체험 공간이 마련되고 시연이 이

뤄진다. 전시장 내에 다종 다수 서비스 로봇 SI 

사례 쇼케이스 안에 축소 모형을 제시하고, 관제

시스템을 모니터로 동시에 관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 호텔, 복합 서비스 등 과제 분야

별로 서비스 로봇 SI 기업들이 홍보 공간을 마련

해 운영한다. 

서비스 로봇 공동홍보관 참가기업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바른치

킨, 아이에스컴퍼니, 엑소아틀레트아시아, 네오

팩트, 토룩, 와이닷츠, 큐브로이드, 서큘러스, 원

더풀플랫폼, 로보케어, 미스터마인드, 아이윙TV)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개발보급 사업

(에바, 씨에스캠, 도구공간) ◇AI·5G 기반 대규

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용인세브란스병원, 

리드앤, 엑스큐브, 유엔에스네트웍스) 등이다.

한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서비스 로봇 공동

홍보관에 현장 상담 부스를 마련해 서비스 로봇 

수요처 및 로봇 제조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차년도 사업 수요 파악 및 사업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세계 4강 목표…제조·서비스 로봇 보급사업 가속” 

원더풀플랫폼 ‘AI돌봄 로봇’.

1000억원 이상 전문기업 20개 확충

국내시장 규모 15조원 확대

제조 로봇 누적 70만대 보급

108개 표준공정모델 개발

서비스 로봇 보급 1만대 ‘청사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실증

구분 참여 기업 참가 형태 로봇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

바른치킨

체험

치킨로봇

아이에스컴퍼니 바리스타로봇

엑소아틀레트아시아
재활로봇

네오팩트

토룩

시연

돌봄로봇

와이닷츠

큐브로이드

서큘러스

전시

원더풀플랫폼

로보케어

미스터마인드

아이윙TV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

에바

시연

전기차충전로봇

씨에스캠 외벽청소로봇

도구공간 순찰 및 방역로봇

AI·5G 기반 대규모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용인세브란스병원 전시 대규모로봇 쇼케이스

리드앤

시연 및 상담 서비스로봇SI엑스큐브

유엔에스네트웍스

<서비스 로봇 공동홍보관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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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정모델 공동 홍보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 제3차 기

본계획(2019년)의 일환으로 로봇활용이 미흡한 

3대 제조업(뿌리, 섬유, 식음료)을 중심으로 업종

별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개발된 공정모델의 수요기업 실증 적용

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조로봇 활용 표준

공정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이란 업종별로 로봇 

활용이 용이하도록 로봇 도입부터 운영, 유지보

수, 인력 운영 등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은 3대 제조업에 

108개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 종

합계획(2020년)’에 근거하여 전 제조업의 디지

털 전환을 위해 항공, 선박, 바이오·화학 등 업종

에 47개 공정을 추가 개발하여 총 155개 공정모

델을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제조로봇을 활용한 표준공

정모델을 개발해 제조 기업에 보급한 결과, 도

입한 기업의 평균 생산성과 불량률 개선 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실증사

업을 통해 로봇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를 분석한 결과, 로봇을 도입한 수요기업의 경

우 생산성은 평균 77.07% 향상되고, 불량률 개

선 효과도 50.19%로 나타났다. 작업장 노동 부

담이 크게 줄어들고, 인력 수급난 해소 효과에도 

도움이 되었다. 로봇 시스템을 납품하는 SI기업

(System Integration)도 1888억원(2020년 기준)

의 매출 발생과 적지않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

다. 또한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

정 분석 과정과 설계기간을 단축하여 사업 품질

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2 로보월드’에 로

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공동홍보관을 운영한다. 

진흥원은 표준공정모델 개발사업 성과물 홍보와 

수요 발굴을 위한 공동홍보관 운영을 통해 공정

모델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120부스(1080㎡) 규모로 만들어진 ‘로봇 활

용 표준공정모델 공동홍보관’은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

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

국자동차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7개 전문연

구원을 중심으로 완성된 9개 업종별 개발 성과물 

일부와 이를 실증하기 위한 로봇 및 시스템을 공

동 전시한다. 업종별 개발 성과물을 ‘공정모델 팩

토리’ 형태로 구성해 현장감을 재현했다. 또한 로

봇 제조사와 SI 기업이 협력해 공동 홍보관을 구

축함으로써 참관객의 실증 이해도를 높였다. 이

번 로보월드에는 업종별 개발 성과물 총 21종과 

로봇시스템 2종을 전시하고, 로봇SI기업 14개사, 

제조사 2개사, 플랫폼 운영사 1개사가 참여한다. 

참관객들은 현장에서 공정모델을 확인하고, 

전문연구원이 마련한 테스트베드 시연 과정을 

살펴본 후 제조사 및 SI기업과 로봇도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홍보관내에는 매칭존이 마련돼 

수요-공급 기업간 연결의 장으로 활용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공동 홍보관을 통해 개

발 성과물의 관심 유도 및 인식 제고를 통해 향

후 사업의 시장 확산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 모델 공급처와 잠재 수요처를 매개하는 신

규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표준공정모델 공동홍보관에 참여하는 기

관들은 지난 2020년 1종, 2021년 7종, 2022년 7

종 등 총 15종의 테스트베드 기술을 전시한다. 

▲한국기계연구원(뿌리업종)=기체여과기 제조

제품 기능 검사 공정, 자동차 엔진용 신품 제조 알

루미늄 주조품 가공공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화학, 금속/플라스틱업종)=바이오/의료

기기-라벨링·이송 및 포장공정, 머신텐딩 후 검

사공정, 아크용접 품질검사 공정, 2D비전 기반 머

신텐딩 정밀가공 공정 ▲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

차부품업종)=자동차 시트프레임 누락검사 공정, 

소형 금속품 비접촉 고속검사 공정 ▲한국전자기

술연구원(전기/전자업종)=반도체 제조-부품/소

자 이송공정, 비규격부품실장제조-부품실장 공정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섬유업종)=부품(신

발) 로딩/언로딩 공정, 부품(부직포) 로딩/언로딩 

공정 ▲한국식품연구원(식음료 업종)=제과제빵 

이송/적재공정 ▲한국로봇융합연구원(선박/항공

업종)=수용접 대체 이동형 로봇용접공정, 코아 샌

딩(CORE SANDING) 제조공정 등이다.

로봇 SI분야에선 14개사가 참여해 테스트베드 

6종과 로봇 시스템 2종을 전시한다. 제팩(바이

오/의약품-제약품 포장공정), 아테스(화학용기/

화장용기-포장공정), 416오토메이션(박스 팔레

타이징 로봇시스템), 영창로보테크(가공 주조후 

사상 공정), 씨엔로봇(협동로봇 인공지능비전 로

봇시스템, PCB코팅제 도포공정), 중앙FA(김치

제조업 전처리 공정-탈착심 제거공정), 경희정

보테크(제과제빵 이송/적재 공정 등이다. 코보시

스, 푸른기술, 건솔루션, 케이제이엔지니어링, 포

원시스템, 하이젠모터 등은 현장에 홍보물을 비

치하고 담당자가 상주해 관람객들을 응대한다. 

뉴로메카와 레인보우로보틱스도 표준공정모

델 공동관에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등을 전시

하며 로봇솔루션 중개플랫폼 운영사인 빅웨이브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등을 출품

한다.

제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 ‘6대 제조업에 155개’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실장기판제조 검사공정.한국식품연구원 김치 이적재 투입공정.

뿌리, 섬유, 식음료 3대 제조업에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추가

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표준공정모델 공동홍보관을 제조로봇 종합 설명회와 연계해 표준공정모델

과 제조로봇에 대한 수요 기업과 참관객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7일 킨텍스내 메인무대

에서 열리는 제조로봇 종합설명회는 제조로봇 수요산업 및 로봇제조사·SI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로 진행되며, 실증사업 이해도 제고 및 차년도 수요·공급 기업 모집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디

케이, 코보시스, 영창로보테크, 삼보테크놀로지, 하이젠모터, 중앙FA, 뉴로메카 등이 참여한다.

제조로봇 종합 설명회, 27일 전시장 메인무대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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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스카이 ‘카고 드론’ 조은에듀테크 ‘코딩 드론’ 다운 ‘로봇 착유기’ 서울에이엔티 ‘로봇 드러머 앤트’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 지원’ 등 입주기업 성장 ‘뒷심’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제조혁

신 플랫폼 구축과 함께 미래전략산업(바이오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로봇산업센터를 설치 운영하

고 있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 관

리, 로봇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 로봇기업 집적

화, 수도권 대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천테크노파크는 

로봇스타트업 육성,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로봇 

스타기업 육성 등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물류/엔터테인먼트 등 특화 로봇 사

업화 지원, 로봇산업 협력네트워크 운영, 로봇문화 

확산 활동도 벌이고 있다. 올해 로보월드에는 인천

테크노파크 입주 및 지원 기업들이 다양한 로봇 제

품을 선보인다.

◇ 인투스카이 E15-2

인투스카이는 드론을 제조 및 양산하는 기업

으로,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약 20%의 점

유율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관계사를 포함 69

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인투스카이는 드론 제

품의 성공적인 시장 검증으로 국내 드론 생태계

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했으며, 전국 80여개 유

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공시장 드론 제품의 사업화 및 

군수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해 2030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페이로드 100kg의 카고 

드론, 농업용 드론 PREX9-S20 등을 선보인다. 

카고드론은 비전 시스템 및 듀얼 레이다를 탑재

해 작은 물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도 일

정한 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돌발적인 상황에

도 자동 정지 및 원활한 회피 기능을 지원한다. 

PREX9-S20은 손쉬운 약제와 입제 시스템 교체

가 가능하며, 방제시 충돌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

해 앞, 뒤, 좌, 우, 위, 아래에 총 6개의 레이다를 

탑재, 안전성을 강화했다. 

◇ 조은에듀테크 부스번호 E15-5

조은에듀테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과 문화, 비전과 꿈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형 인재의 육성”이

라는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

상으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성인 및 시니어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전생애 주

기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든든한 조

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교육용 드론인 K-50, 코딩

드론 등을 전시한다. K-50은 초보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미니 레이싱 드론이다. 혼선없는 

1대 1 페어링 통신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821

대 동시 비행 부문 기네스(2019년) 기록을 갖고 

있다. 코딩 드론 BR C-105는 언플러그드 코딩

이 가능하다. 언플러그드 코딩부터 온라인 피지

컬 코딩까지 다양한 코딩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

다. 전방 장애물 센서 탑재로 자율 비행을 할 수 

있다.

◇ 지오테크놀로지 E15-9

지 오 테 크 놀 로 지 는  액 체 정 량  토 출 장 치

(Dispenser)와 자동화 설비분야에서 최고의 기

술력을 제공한다. 산업 고도화 및 세분화로 인해 

초미세 분사, 정밀 토출 디스펜싱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이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현장 경험

을 바탕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사의 

니즈(Needs)에 맞춰 신기술 창출과 연구 개발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고정밀 공압 보정 디스펜

서를 선보인다. ▷ 자동 잔량 감지 기능 ▷ 보정 

기능 원샷(ONE SHOT) 활성화 ▷ 조그 다이얼

을 이용한 조작의 편의성 ▷ 조작 메뉴의 아이콘

화 ▷ 다국적 언어 지원 등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오테크놀로지는 이번에 초소형, 초경량의 가

성비 높은 컴팩트한 디스펜서도 선보인다. ▷브

라켓 체결 활용 다층 구조 ▷ 무게 750g의 초소

형 및 초경량 설계 ▷타사 모델 대비 25% 작은 

사이즈, 안정적 토출 ▷ 차별화된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 ▷ 디지털 디스플레이 방식 등을 특

징으로 한다.

◇ 보드테크앤다비드 E16-5

2000년 설립된 보드테크앤다비드는 CNC조각

기, 레이저조각기, 광학기기 등 산업장비를 전문

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 2020년 

CNC 조각기의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TOOLI’ 

CNC 조각기를 출시했으며, 벤처기업(연구개발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뿌리전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을 받았다. 2021년에는 

CNC조각기 ‘TOOLI-H’가 ‘인천시 품질우수제

품’에 지정됐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공작기계인 TOOLI-69 업

그레이드 모델 등을 선보인다. TOOLI-69 업그

레이드 모델은 목재, 알루미늄, 아크릴, 플라스

틱 등 비금속 재료를 가공해 산업 전반의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15인치 LED 패널 터치스

크린으로 직관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며, 알루미

늄 일체형 베드로 가공 안정성을 높였다. TOOLI 

34-H는 목재, 알루미늄, 아크릴, 플라스틱 등 비

금속 재료를 가공해 산업 전반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형 공작기계다. 알루미늄 일체형

베드로 가공 안정성을 높였다.

◇ 다운 E16-2

다운은 지난 1996년 설립된 스마트 & 로보틱

팜 전문기업이다. 로봇·AI 첨단기술과 ICT기기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제공한다. 

1996년 자동급이기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과 

함께 2010년 송아지 로봇포유기, 2011년 TMR 

급이로봇, 2018년 로봇착유시스템을 국산화했다. 

2021년 보급형 로봇착유기 데어리봇 K1을 출시

했다. 지난 26년 동안 다양한 축산 제품을 개발 

공급하며, 전국에 2000여곳에 달하는 농장 거래

처와 20곳 이상의 대리점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로봇착유기인 데어리봇 

K1, TMR 급이로봇 등을 선보인다. 데어리봇 K1

은 센서를 통해 젖소 개체를 인식하고 젖을 짜야 

할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사료를 배출한다. 젖소

가 사료를 먹는 동안 로봇착유기에 달린 로봇팔

이 젖소 유두에 착유컵을 부착해 우유를 자동으

로 짜준다. 아시아 최초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장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산 착유

로봇을 특허 등록했다.  

TMR 급이로봇은 TMR 사료(섬유질 배합사

료)를 배합기에서 보충해 스스로 축사로 이동하

고 TMR 사료를 자동 급여한다. 급여 완료후에

는 스스로 충전기로 복귀한다. 농가 근로자가 직

접 사료를 옮기고 축사에 급이하는 과중한 노동

을 무인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 ▷ 인공표식 및 

센서 등 위치 추정 기법 적용 ▷ 급이 위치 인식 

및 안전회피 기동 ▷장애물 탐지, 생체 탐지 등 

축사 내를 안전하게 자율주행하기 위한 기술 ▷ 

센서노드 및 통신기술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원격 제어 ICT 기반 기술을 지원하

고 있다. 

◇ 로보로보랜드 E15-1

로보로보랜드는 “로봇 메타버스”라는 신개념

을 도입, 미래지향적인 로봇과 메타버스를 결합

해 체감형 플랫폼을 가상세계에서 구현하겠다는 

목적으로 2021년 12월 설립되었다. 메타버스 가

상세계를 구축하고, 미들웨어와 연동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잇고 가치를 공유하며 융합해 새로

운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워킹(walking) VR, 소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큐브’ 등을 선보인다. 워킹 

VR기술은 다중 사용자 기기에 높은 수준의 개별 

콘텐츠를 전송한다. VR기기, 모바일 및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동시 접속 및 콘텐츠 체험

이 가능하다. 몰입감 높은 콘텐츠를 다중 사용자

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떨어진 

다른 공간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소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큐브는 다양한 미

니게임 & 실감게임을 즐길 수 있다. 키보드와 마

우스 조작방식을 지양하고 사용자가 움직이면서 

조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양한 부착형 유닛

을 제공하며 운동성 높은 게임성에 초점을 맞춘 

웨어러블 기기다.

◇ 로보트론 E16-1

조립식 로봇 완구, 교구 전문 제조업체인 로보

트론은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용 로봇 제품을 펼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 로보타미 주니어, 로보타미 

에이스랩, 로보타미 코딩스쿨을 선보인다. 로보

타미 주니어는 로봇을 활용한 스팀(STEAM) 수

업에 활용되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기초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로보타미 에이스랩은 

로봇을 활용한 4단계(초, 중, 고급, 심화) SW 교

육용 로봇이다. 체계적인 공학원리를 적용해 학

습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

입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로보타미 

코딩스쿨은 로봇을 활용한 체험 코딩용 교육 교

구다. PC로만 진행하던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딩 교육용 소프트웨

어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적용해 학습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다.

◇ 서울에이앤티 E16-4

서울에이앤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개념의 로봇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있

는 기업이다. 연주로봇의 개발, 제작 및 공연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최고의 연주 성

능을 구현하기 위해 작곡가, 프로그래머, 음향전

문가 등 전문가가 참여해 연주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로봇 드러머 앤트, 로봇 실

로폰 버터플라이, 로봇 리코더 캐터필러를 선보

인다. 개미를 닮은 로봇 드러머 앤트(ANT)는 사

람처럼 양팔로 드럼을 섬세하게 연주한다. 사람

처럼 양팔을 상하, 좌우, 전후로 움직이면서 드

럼 풀세트를 연주할 수 있다. 드럼 스틱의 강약

완급을 조절한 섬세한 연주로 기계적인 느낌을 

최소화했다. 로봇 실로폰 버터플라이는 대형 나

비(가로 220cm, 세로 240cm) 형태의 실로폰 연

주 로봇이다. 양날개에 펼쳐진 공명 실로폰을 

다채롭게 연주할 수 있다. 나비의 양 날개에 맑

고 아름다운 음색의 25개 공명 실로폰이 장착

되어 있으며, 25개의 말렛 장치와 소리의 울림

을 적절히 제어하는 25개 뮤트(차음) 장치가 동

시 작동한다. 로봇 리코더 캐터필러는 애벌레

(Caterpillar)의 모습을 한 관악기 로봇으로 스스

로 바람을 불어넣어 다양한 음의 리코더를 연주

한다.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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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알티 E15-8

엔알티는 소형·박형의 엔코더를 개발 및 생산

하는 기업이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고급 정밀제어와 로봇에 

사용하는 고정밀 자기식/광학식 엔코더를 선보

인다. 광학식 로터리 엔코더는 15Pi 크기로, 21

비트 해상도를 갖고 있는 앱솔루트(Absolute) 

엔코더다. 서보모터와 일반 고급 제어를 위한 제

어 시스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자기식 엔코더

는 진동 및 먼지 환경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12비트 이상의 해상도와 다양한 크기

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실외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범용 엔코더다.

◇ 와우미래기술 E15-4

와우미래기술은 무인이동체 기술 전문기업으

로 항공, 지상, 수상, 수중, 토탈 유무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주사업 분야로 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실내 및 실외용 비대면 자

율 방역 로봇, 소방진화를 위한 고층 건물 강화

유리 파괴 드론을 선보인다. 실내용 비대면 자율 

방역 로봇 서비스는 디자인 전문 기업과 협업해 

제품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여 실내 운용에 적합

한 외형 및 디자인 설계를 구현했다. 라이다 및 

비전 시스템 기반 객체 인식 기술 구현을 통해 

자율 방역 및 충돌방지 기능을 탑재했다. 영상정

보 분석 및 인식 기반 자율주행, 실시간 모니터

링 관제가 가능하다. 실외용 비대면 자율 방역 

로봇은 방역 구역을 GIS 정보에 사전 입력해 자

율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성능 원

거리 방역 살포기 탑재를 통해 야외 방역 능력을 

강화했다. DGPS 기반 정밀 위치제어 구현, 다중

이용시설과 근린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외 

비대면 방역 임무 특화 로봇이다. GPS위치 기반 

자율주행, 라이다 및 CCTV 열화상을 지원한다.

◇ 위즈윙 E15-6

위즈윙은 소형 교육용 드론을 시리즈별로 자

체 개발, 제작하여 완구 및 레저용 완제품과 조

립식 교구재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목적 산업

용 드론, 비행제어시스템, 지상통제시스템, 임무

장비 응용 소프트웨어 등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 우수조달제품, 우수상용품에 

지정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

관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교육용 드론과 방재용 드

론 등 다목적 산업용 드론을 선보인다. 교육용 

드론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중학교 자유학기

제, 공공기관 드론 체험학습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용 드론은 위험물 탐지센서, 방사

능 탐지센서, EO/IR 카메라, 고출력 방송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무인 신속 대응 및 안전확보 

목적의 위험물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화

학작용제(CWA) 12종, 독성산업물질(TIC) 25종, 

방사선 탐지가능한 센서를 탈부착식으로 장착해 

실내외 지역 예상지역 신속 무인대응 체계 구축

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 임무 외에도 정해진 구역의 안전 순찰, 감

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 더케이볼트 E16-3

더케이볼트는 스팀(STEAM)교육 플랫폼 기반

의 교육기자재와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 이르

는 교육 프로그램과 제품, 부품을 제조 공급하는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술(로봇, 

드론 코딩, 인공지능 및 VR/AR/MR)을 소비자

들이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 프로

그램, 솔루션 노하우를 보유한 교육 플랫폼 기업

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아임(I’m) 시리즈가 대표

적이며 아임 브릭, 아임 로봇, 아임 코딩, 아임 드

론, 아임 에어 사이언스, 아임 VR/AR, 아임 AI, 

아임 챌린저, 아임 펀, 아임 3D 프린터 등 미래 

에듀테크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교육용 블록 및 코딩 로봇, 

재미(FUN)가 접목된 스마트토이 제품을 선보

인다. 유치원 누리과정 커리큘럼에 적합한 스마

트 토이는 교재 36권(콘텐츠144종)과 영상콘텐

츠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영상교육이 가능하

다. 코딩로봇 및 AI-코딩 자동차는 코딩교육에 

필요한 완성형 코딩로봇과, AI-코딩 자동차 교

육프로그램 교육이 가능한 조립형 로봇이다.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첨단 융복합 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

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이

다. 대전테크노파크 산하 조직인 지능형로봇센터

는 디지털혁신을 통한 로봇+제조산업 활력 비전

하에 로봇, 드론, 3D프린팅,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육성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

는 이번 로보월드에 대전 지역 로봇 스타트업 및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라스테크 A07-1

라스테크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정보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분야 통합시스템 전문기

업이다. 

2011년부터 변화하는 ICT 환경에 적극 대처

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SI(System Integration), 

모바일 솔루션(Mobile Solution), 로보틱스 등으

로 확장해 고객에게 최상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라스테크가 이번 로보월드에 선보이는 휴머

노이드 서비스 로봇 ‘나나(NANA)’는 ▷자율주

행 및 장애물 회피 ▷음성과 모션 기반 안내 및 

브리핑 ▷텔레프레즌스 기능을 통한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 키 158cm, 68kg으로 감정표현을 

위한 OLED 눈(eye) 디스플레이와 음성, 모션을 

통해 이용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배터

리 교환 구조를 채택해 장시간 로봇 운영이 가

능하다. 

라스테크는 생활 속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

기 위해 기능개선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에 힘을 쏟고 있다. 

라스테크는 방역소독 서비스 로봇도 개발했

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외 소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이용객 인식을 통한 마스크 착용 

및 밀집도 분석을 통한 거리두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역소독 이외에도 모듈화된 자율주행 모빌리

티를 활용해 다양한 실내외 서비스에 활용 가능

하다.  

◇ 라이트비욘드드론즈 A07-4

라이트비욘드드론즈는 드론과 로봇 기술을 활

용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

전을 갖고 있는 로봇 및 드론 전문기업이다. 최

근에는 코로나19감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살균청정 방역 로봇을 개발하는 데 힘

을 쏟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바닥면 살균 로봇과 공기

청정 살균로봇을 선보인다. 바닥면 살균 로봇은 

470*400*350 크기로, 무게는 7kg이다. ▷살균 

대상에 따른 UVC 살균 모듈 설계 ▷목적에 맞

는 최적 UVC 모듈 설계 ▷ 모바일 로봇을 위한 

UVC 구동 회로 제작 등 기술을 적용했다. 

공기청정 살균 로봇은 430*430*900 크기로 

무게는 30kg이다. 실내 공간과 바닥에 대한 살

균청정 기능을 제공하는 자율이동 로봇으로, 바

닥을 살균하는 UVC LED 모듈과 공기 청정살

균 임무를 수행하는 모듈을 갖고 있다. 다수의 

라이다 센서와 심도 카메라, 초음파 등의 센서

를 사용해 공간의 규모를 파악하고, 지도 작성, 

경로계획, 동적 및 정적인  장애물 회피가 가능

하다.

공기 청정살균 모듈은 정화를 위한 프리 필터, 

헤파 필터, 활성탄 필터로 구성한 다중 필터 체

계와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살균하기 위한 

무광촉매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 마젠타로보틱스 A07-2

마젠타 로보틱스는 사람이 작업하기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 기

업이다. 현재  실내외 도장 로봇과 헬스&뷰티 케

어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로보트 태권 V

와 같은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연

구에 매진하고 있다. 자율 도장 로봇인 ‘GT페인

터(PAINTER)’는 2023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실내 자율도장 로봇을 선

보인다. 이 로봇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고

품질 도장 작업을 수행한다. ▷자율주행 ▷다방

면 벽면 인식▷ 실시간 원격제어 ▷정밀 맵 빌딩 

▷퍼티 & 페인팅 작업 및 모션학습 ▷로봇 통합

제어 SW 등을 지원한다. 

◇ 새온 A07-6

새온은 교육용 로봇 전문 기업으로 2013년 국

내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 2018년 호주지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수경재배 스마트팜, 인공

지능 자율주행 로봇 알티노를 선보인다. 수경재

배 스마트팜은 크기 940mm*342mm*1260mm

의 제품이다. 기존 IoT 스마트팜 키트는 실제 스

마트팜에 들어가는 센서들을 소형화해 코딩 교

육용으로 만든 제품이다. 코딩으로 스마트팜 환

경을 조성해 보고, 서버 프로그램과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제작해 제어해보는 과정까지 18차시

의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최근 개발된 수경재

배 스마트팜은 기존 IoT 스마트팜의 기능을 전

부 활용할 수 있으며 24개의 식물을 생육하며 교

육할 수 있다. 

AI 자율주행 로봇 알티노는 8가지 프로그래밍 

언어(크레용, 스크래치, 엔트리, C언어, 파이썬 

등)를 지원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관계

없이 코딩 학습을 할 수 있다. 알티노는 기본형, 

라즈베리파이형, 아두이노형 세 가지 모델로 구

성돼  있다. 기본형에 아두이노 보드와 라즈베리 

파이를 장착해 사용할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형

은 카메라를 이용해 화살표를 보고 방향을 판단

하거나, 색을 구별하여 주행 상태를 파악하는 등 

영상처리를 이용해 자율주행할 수 있다. 

◇ 알지티 A07-5

알지티는 ‘로봇을 접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추

억이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갖고 설립된 기업이

다. ‘업주’에게는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뒷받침하

고, ‘직원’에게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흥미롭고 이색적

인 경험을 선사한다는 모토로 ‘서빙로봇’을 개발

해 공급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서빙 로봇인 ‘써봇’(SIRBOT)

을 선보인다. 써봇은 라이다 센서와 3D 카메라 등

이 탑재돼 있어 스스로 공간을 인식하고 실시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향후 발생할 움직임에 대한 

예측 및 회피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복잡한 환경

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 

지역거점센터(인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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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이컨트롤 A07-7

에이아이컨트롤은 모두가 쉽고 재밌게 코딩과 

로봇을 배울 수 있는 아이코봇(i-COBOT), PC나 

태블릿 없이 코딩 개념과 구조를 배울 수 있는 

코북(Co-Book) 등을 공급하고 있는 교육용 로

봇 전문 기업이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아이코봇과 자율주행 로봇 

‘캠프(CAMP)-1’을 선보인다. 아이코봇은 코딩

을 배우며 결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이 신호를 이용해 다

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 기

반으로 엔트리 혹은 스크래치를 이용해 코딩하

고, 자신만의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 캠프-1은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로봇제어프로그

램인 ROS를 이용해 자율주행을 실습할 수 있다. 

ROS 초기 세팅 및 기초를 학습할 수 있고, 제공

되는 교재를 통해 학습하면 자율주행 기능 구현

이 가능하다. 

◇ 플레토로보틱스 A07-3

플레토로보틱스는 약 25년 동안 집약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라테아트 기능을 탑재한 커

피 로봇머신 ‘해피본즈(Happy Bones)’를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 선보이는 해피본즈는 컵을 

옮겨 음료를 받는 등의 단순 작동만 가능하던 기

존 로봇과 달리 다양한 라테아트 기능이 탑재되

어 있어 전문적인 라테의 맛과 아트구현이 가능

하다. 스팀 피처 세척 기능과 컵의 캡을 닫는 기

능 등 전문 바리스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뉴얼화된 제조 시스템을 통해 항상 일정

한 맛으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벤

트성 재미도 제공한다. 

해피본즈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IT

기술과 커피 제조 기술을 결합한 24시간 무인 부

스형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으로, 

대학교, 복합쇼핑몰, 영화관, 휴게소, 여객터미

널,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플레토로보틱스는 IT기술이 융·복합된 혁신

적인 커피 관련 제품을 통해 새로운 커피 문화

를 만들고, 나아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인

력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제공하여 커피 창업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품 산업의 자동

화를 앞당기는 선두기업으로 변화와 혁신을 두

려워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지속 성장을 위

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 씨앤씨에이드 A08-1

씨앤씨에이드는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인력

과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전문기업이다. 

각종 장비와 기기를 직접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음료 제공 벤딩 머신인 ‘스

퀘어 커피’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소형 로봇 플

랫폼을 적용해 ▷편리한 음료 제공 ▷정해진 시

간 내 로봇암에 설치된 자외선 램프로 살균소독 

▷짧은 음료 투출라인으로 기존 제품대비 위생 

제고 ▷웹 관리화면 및 원격 모니터링 지원 ▷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지원으로 24시간 기기 운

영 및 관리 ▷ 매장 상황에 맞게 제품 선택, 유지 

보수 및 운영 시간 단축으로 비용 절약 등 특징

을 지니고 있다. 

◇ 나르마 A08-3

나르마는 틸트로터 드론을 개발 및 판매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 1호 연구소 기업이다. 나르

마는 전세계 최초 전동식 소형 틸트로터 드론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개발된 기체들을 통해 대전 

계족산, 갑천변, 통영-사량도 등에서 다수의 실

증 비행을 진행했다. 국내 시장을 넘어 북미, 아

프리카, 유럽 등으로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르마의 드론은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가능하여 물류 배송에 특화돼 있다. 틸트로터 드

론을 활용 1.5kg 물류 배송과 5kg 물류 배송을 

수행하고 이어 임무 장비 및 배송 드론 탑재 가

능 물류의 다양성을 10kg 이상 물류 배송으로 

확대해 모든 물류 배송을 나르마의 틸트로터 드

론 배송이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회사 비전

이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응급의료, 배송, 정찰 등에 

활용 가능한 드론인 AF100, AF200 등을 선보

인다. AF100은 짧은 거리에 응급 환자 발생 시, 

자동 제세동기(AED) 등 응급 의료품을 고속으

로 배송 가능하며, 수직으로 이륙 후 비행 시 양

쪽 로터가 앞으로 기울어져 날개의 양력과 모터

의 추력을 이용해 고정익 비행기처럼 고속 비행

이 가능하다. 지상제어시스템을 통해 자동비행

도 가능하다. 

◇ 네스앤텍 A08-7

네스앤텍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

시스템 설계 및 제조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

고 있으며, 다목적 드론인 스위드(SWID)와 제피

(XeFi)의 상품화를 통해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조달청 우수

제품 및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군, 소방, 지자

체, 공공기관, 발전소, 연구소 등 국가 중요시설

의 점검 및 감시, 정찰 목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2022년 현재 기준으로 200억 이상의 매출 실적

을 달성했다. 

이 회사 제품은 드론에 주로 활용되는 오픈소

스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개발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우수한 보안성과 기능 확장성

을 가지고 있다. 수입산 혹은 오픈소스 드론에서 

활용 중인 통신 방식은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군 혹은 국가 보안시설 등에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네스앤텍은 군에서 활용하는 암호화(KCMVP) 

통신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통신 방식

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킹 등 보안 위험이 낮다. 

또한, 자체 비행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기능 확장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공격용 장비 및 구난용 장비 장착, 설비 감시

용 장비 장착 등 다양한 임무장비를 적용해 여

러 곳에 설치 운용되고 있다. 군의 감시 정찰 용

도로 공급하면서 운용자의 요청 사항을 지속적

으로 수렴해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감시 정찰에 

특화된 주/야간 영상 장비와 운용 형태를 제공

하고 있다. 

◇ 더피치 A08-5

2020년 2월 설립된 더피치(THE Peach)는 “드

론 기술(Technology)로 사람(Human)의 일을 

발전(Evolution)시키는 좋은 사람(Peach)”이라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드론 핵심 기술 국산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드론 활용 서비스 제공시 필

요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데이터 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발전시킨다는 미

션과, 드론으로 동적 데이터를 획득, 분석해 가

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

을 갖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드론 시장에서 외산

에 종속되어 있던 드론의 핵심부품인 비행제어

컴퓨터를 국산화한 제품인 ‘더피치 FCC-K1’을 

출시하고 있다. 중국산 픽스호크를 대체할 수 있

는 국산 비행제어 컴퓨터를 채택했다. 농업, 교

육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비행 로그 분석 기

능 제공으로 쉬운 유지 및 관리, 빠른 기술 지원

이 강점이다.

◇ 두시텍 A08-6

두시텍은 항공기 안전 착륙에 높은 신뢰성

이 필요한 위성항법 기술의 이중화시스템(Dual 

System)과 기술통합(Integration Technology)

을 기치로 내걸고 설립됐다. 인공위성 항법장치

와 드론 분야의 전문 기업이다. 

위성항법의 GPS 수신기, DGPS 비콘 수신기, 

GPS & 갈릴레오 기준국용 수신기 등 다양한 종

류의 위성항법(GNSS) 보정시스템과 전파교란 

상시관측시스템, 우주용 복합항법장치, 무인기

(드론) 등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

위성용 GNSS 복합항법장치에 대해 해외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검증 받고 우주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두시텍은 국내 민군분야와 글로벌 드론 시장

에서 70%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2kg 미

만 소형 드론 제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Kn 계

열 드론은 기체, 스마트 조종기, 배터리 등의 하

드웨어와 비행제어(FC), 지상관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국산

화율을 보유, 기술과 가격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다. 

KnX 드론은 KC 인증, KCMVP 인증 및 LTE망 

C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021년 조달청으로부

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최근 신제품으로 

출시한 KnX2 접이식 드론은 전방 충돌방지 센

서를 기본으로 탑재하여 안정성을 보강했다. 소

형 Kn드론 플랫폼은 항법센서 융합 알고리즘 기

반의 비행제어와 카메라 짐벌, 미션컴퓨터, 랜 브

리지(Kn-FMC2)와 스마트 조종기 Dual/IP  망

분리 서버를 자체 개발해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

상정보와 비행정보 데이터를 내부망과 외부망으

로 동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이동식 RTK 기준

국(KnS-RTK100)에서 생성한 보정정보를 스마

트 조종기를 통해 드론에 전송해 정밀 데이터획

득과 정밀 착륙(50cm 이내)을 가능하도록 했다.

◇ 케바드론 A08-4

케바드론은 2013년 창업 이래 다년간의 축적

된 항공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용 드론 개발 및 공

급, 드론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시

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 산업용 드론은 장기체공의 특성을 가진 

고유의 기체 설계기술과 체계통합 기술을 접목해 

기존 드론의 짧은 비행시간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

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고정

익, 회전익 기체를 동시에 제작 공급이 가능한 기

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드론 공급부터 운용, 서비

스까지 일관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케바드론은 이번 로보월드에 KD-2 맵퍼 

등 드론을 선보인다. 이 드론은 ▷코브라 기동

을 통한 단거리 착륙이 가능한 기체 ▷발사대

가 필요없는 핸드런칭 이륙 ▷ EPP(Expended 

Polyprophylene, 스티로폼 재질) 동체로 안정성 

및 충돌 시 파손 최소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플레토로보틱스 커피 로봇 머신 ‘해피본즈’ 더피치 비행제어 컴퓨터 ‘더피치 FCC-K1’ 케바드론 고해상도 매핑 고정익 드론 ‘KD-2 맵퍼’알지티 서빙 로봇 ‘써봇’

‘서빙·커피 로봇’ 등 트렌디한 제품부터 ‘드론’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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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핵심 부품’에서 ‘완제품‘ 기업까지 품안에

부천산업진흥원은 부천시 산업진흥원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부천시 관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

과 경영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부천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 첨단 금형, 부품 소재 등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로봇 스타트업 지원, 

로봇 핵심 부품 개발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로봇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제고와 홍보를 위해 

부천로보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 쎄네스테크놀로지 D12-5

쎄네스테크놀로지는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산업용 로봇 및 정밀 감속기를 제작해 공

급하고 있다. 가반하중 1kg의 소형 로봇을 개발

해 소형 부품 조립 및 운송 프로세스 애플리케이

션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소

형 6축 단관절 산업용 로봇, 하모닉 드라이브를 

국산화한 제로백 드라이브(Zero-Back Drive)를 

선보인다.

◇ 마틴프라우트 D12-12

마틴프라우트는 ‘같이 누리는 기술, 함께 꿈꾸

는 마틴프라우트’라는 슬로건하에 핵심 로봇 부

품을 국산화하고, 세계 속에 한국 로봇 제품을 

알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로봇 감속기가 전체 제품 가격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로봇산업에서 감속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적용되는 산업분야

가 제한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로봇기술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틴프라우트는 국산 로봇용 감속기 개발 및 보급

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 로보라이프 D12-3

로보라이프는 로봇산업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

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체 개발한 로봇기술을 다양한 분야

의 로봇 및 4차 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단순히 기술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리는 일을 중시한다. 새로운 가치에 로

봇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로보라이프는 교육용 로봇과 전시 콘텐츠 로

봇, 그리고  산업용 장비, 호텔 서비스 로봇, 서

빙로봇 등 산업 전반 및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로봇과 로봇 플랫폼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선 현재 개발 중인 휠체어 전동

화 장치와 병원 이송 로봇을 선보인다.

◇ 마로로봇테크 D12-14

지난 2008년 설립된 마로로봇테크는 로봇의 

위치인식 핵심 역량 기술인 카메라 비전 기술과 

모션제어 기술을 이용해 물류이송로봇 토털솔루

션과 스마트 주차로봇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마로로봇테크의 QR코드 인식형 물류로봇은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고, 100kg부터 최대 1톤의 

물건을 들어올려 목적지에 이송한다.

마로로봇테크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QR코

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

차장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 부평구청 먹거리

타운 지하 공영 주차장에 납품해 운영할 예정이

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

어 운전자가 주차를 할 필요가 없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버튼 하나로 간단하고 빠

르게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추종형 물류로봇을 

선보인다.

◇ 시기인더스트리 D12-8

시기인더스트리는 자동화시스템의 핵심인 고

성능 정밀모터 제어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

다. 최근 자동화시스템의 주동력으로 서보 모터, 

스테핑 모터, BLDC 모터 등 여러 모터시스템들

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한가지 시스

템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기인더스트리는 서보와 BLDC 시

스템을 통합한 BLDC 서보라는 신개념 제어장치

를 개발했다. 이 제어기는 낮은 비용으로 위치제

어/토크제어/속도제어/모션 인덱스 등 고성능 

서보시스템을 구현했다. 또한 다관절 로봇에 적

용하는 액추에이터 시스템과 고출력 소형 모터 

제어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 아이알로봇 D12-10

아이알로봇이 제조 판매하는 마이크로 리니어 

서보 액추에이터는 드라이브 회로, 모터, 기어박

스, 위치인식 센서 등을 망라해 공간이 협소한 

설비에서 정밀 선형 위치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016년 자체 개발을 통해 첫 모델을 출시한 

이후 라인업을 계속 확장해 현재 10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

기, 실험분석 장비, 공장자동화, UAV/드론, 무인 

키오스크 장비, 로보틱스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아이알로봇은 ISO9001과 ISO14001 인증을 

받았으며 유럽 CE/RoHS 인증도 취득, 미국과 

서유럽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아이알로

봇의 마이크로 리니어 서보액추에이터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태동하고 있어 주목

된다. 

◇ 다인큐브 D12-9

다인큐브는 산업용 로봇 제어기의 핵심 부품

인 티치 펜던트와 모션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기

업으로, 국내외 메이저 로봇기업 및 자동화 장비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다인큐브의 티치 펜던트는 안전 3종 스위치가 

적용되어, 대형 장비의 내부에서 1인 또는 2인 1

조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한 명의 인력

으로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타입 티치 펜던트는 별도의 GUI를 

개발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던 HMI의 GUI

를 미러링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베디드 타입의 티치 펜던트는 리눅스, 윈도

CE, 윈도10 IoT, 우분투 등 다양한 OS의 탑재가 

가능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작화 툴을 벗어나 개

발자가 원하는 환경에 맞추어 회사의 아이덴티

티가 반영된 GUI를 적용할 수 있다.

모션 컨트롤러 코어콘(coreCon)은 직교, 

WTR, 스카라, 6축 다관절 로봇, 델타 로봇 등 기

본적인 로봇에 적용할 수 있으며 주문 제작형 로

봇의 제어 장치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 오르고 D12-1

오르고는 물류 로봇에 적용되는 전용 리프트

를 개발·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오르고 

리프트에 관한 상표 및 특허 등록을 마쳤다. 

오르고 리프트는 250㎏의 하중을 견딜 수 있

는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작은 규격(358×

100×110)으로 제작했다. 작은 규격의 리프트는 

고객사가 기존에 투입되지 못했던 부품을 추가

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며 로봇을 경량화해 출

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스트로크

(60/110㎜)를 구현할 수 있어 AGV 및 AMR 로

봇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해 제품의 수명

을 장기화할 수 있다.

◇ 엠티에스이 D12-2

2000년에 설립된 엠티에스이는 로봇 분야 유

통 및 제조기업으로, 이번 로보월드에 대만 테크

맨 로봇의 협동로봇인 TM로봇을 선보인다. 엠

티에스이는 지난 2017년부터 TM로봇 판매를 개

시했으며,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협동로봇

을 이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엠티에스이는 TM5 (가반하중 4~6kg ) , 

TM12(12kg), TM14(14kg), TM16(16kg) 제품

을 공급하고 있으며, 모바일 타입 및 비전리스 

타입의 협동로봇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다. 

TM로봇은 기본 내장 비전 시스템, 간편하고 

쉬운 비전 사용법,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 

다이렉트 티칭, 쉬운 프로그래밍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꾸준한 업그레

이드를 통해 사용자 중심 협동로봇을 만들어 가

고 있다.

 

◇ 에코모터 D12-6

에코모터는 AGV, AMR 등 모바일 로봇의 바

퀴구동용 BLDC 모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

다. 자체적으로 컴팩트한 유성감속기도 설계 및 

제작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1톤급의 

조향장치 모델을 최근 개발해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향장치 모델은 유성감속기를 적용해 효율

이 개선됐으며 자체 BLDC 모터를 적용해 컴펙

트한 제품 사이즈를 구현했다. 0.3톤용 조향장치

모델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다. 이를 다양

한 형태의 무인자율주행 로봇 구동모듈에 적용

할 계획이다.

◇ 케이와이이엔지 D12-4

케이와이이엔지의 큐씨매니저(QC MANAGER)

는 호환과 확장성을 갖췄다. 제품군은 크게 큐씨

매니저 싱글, 큐씨매니저 멀티, 큐씨매니저 허브

로 구성된다. 

큐씨매니저 싱글은 측정기기와 1대 1로 연결

해서 사용하는 유무선 장비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기에 연결하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측정값을 유무선으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로 전

송한다.

큐씨매니저 멀티는 최대 7대의 측정기기를 하

나의 장비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결된 장

비에서 수집된 값은 큐씨매니저 싱글처럼 컴퓨

터나 스마트 기기로 유무선 전송이 가능하다. 큐

씨매니저 허브는 송신기를 측정기기에 모듈 형

태로 부착하면, 허브가 측정값을 무선으로 수집

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다. USB나 시리얼, 랜(LAN) 포트

를 이용해 값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고, 기존 양식에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

◇ 고영로보틱스 D12-13

지난 2009년 설립된 고영로보틱스는 주로 교

육용 로봇, 전시 체험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

며, 로봇교육 및 경진대회도 운영하고 있다.

변신 로봇, 마리오네트 공연로봇 등 전시 체험

형 로봇을 개발했으며 부천로보파크, 춘천애니

메이션박물관, 의정부 교육도서관 등에 납품했

다. 또한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플루토’를 개

발해 상명대, 한양대 등에 공급했다. 현재 경기, 

인천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교육뿐만 아니라 

코딩, 3D설계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

며 로봇경진대회도 열고 있다.

부천산업진흥원

다인큐브 ‘티치 펜던트’마틴프라우트 ‘로봇 감속기’ 고영로보틱스 ‘마리오네트 공연 로봇’로보라이프 ‘사람 추종형 반자율 침상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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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딘로보틱스

▶ 부스번호 B04

에이딘로보틱스는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내 로

보틱스 이노베토리(Robotics Innovatory) 실험

실에서 출발한 로봇기업이다. 1995년부터 축적

한 필드센싱 기술에 기반해 새로운 센서기술들

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전세계 선도적인 필드센

싱 기술 기반 메소 스케일(Meso-scale)의 변화

를 감지하여 작업자와 충돌없이 미리 회피하거

나 멈출 수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듀얼모드 근접/접촉 센서, 그리고 마이크로 스케

일의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해 로봇에서 힘/토크

를 측정할 수 있는 다축 힘/토크센서(AFT)를 개

발했다.

AFT센서는 외부 충격에 강해 내구성이 보장

되고, 3축 힘과 3축 모멘트 모두 측정이 가능하

며 별도의 측정장비나 증폭기 없이 간단한 연결

로 6축 힘/토크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다.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할 수도 있어 공간에 대한 제약

이 덜해 힘을 측정하고 싶은 상호작용점에 탑재

할 수 있다. 원통형으로 제작된 초소형 힘/토크

센서는 로봇용 그리퍼 끝 단,  로봇 손 관절, VR

장비, 홈피트니스 기구, 측정 장비 그리고 소형

디바이스에서 간편하게 선만 연결해 여러 센서

를 동시 탑재해 풍부한 데이터를 얻어 활용할 수 

있다.

ATS 토크센서는 3축 힘과 3축 모멘트로 구성

된 외력 중에서 단축 방향의 회전력만을 구별해 

추출하여 측정하는 센서다. 회전력인 토크만을 

추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나 토크를 생성하

는 모터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모터뿐만 아니라

핸들이나 크랭크 축 회전이 발생하는 곳에서 정

확한 토크를 입력하거나 측정하기 위해 또는 사

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로 사용할 수 

있다. 

듀얼모드 근접/접촉 센서인 프록스 스킨 센서

는 자동화된 공정라인에서 작업자와 로봇간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접센서는 자동화된 로봇이 작업자를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돌

하기 전에 로봇이 알아서 회피할 수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촉각센서도 있어 직접교시에도 편하

게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코라스로보틱스

▶ 부스번호 C07

코라스로보틱스는 고려대 지능로봇연구실에

서 지난 10여년간 20개 이상의 기업에 이전했던 

다양한 로봇기술을 기반으로, 올해 6월 공동 창

업한 기업이다. 코라스로보틱스는 연구실 차원

에서 개발하고 현장에서 인정받은 기술을 바탕

으로 국내외 다른 로봇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모델로 고객에게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제공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내장된 모터/제어기를 사

용해 결합되는 모든 툴에 동력 공급이 가능한 로

봇용 자동 툴체인저, 이와 호환되는 2지, 3지, 진

공 및 척 그리퍼로 구성되는 툴링 시스템을 선보

인다. 각 툴은 모터/제어기 없이 기구부만으로 

구성되므로, 툴링 시스템을 저가로 구성할 수 있

는게 특징이다. AI 툴링 방식을 통해 대상 물체

를 인식해 작업에 적절한 툴 및 툴의 파지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툴링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요리 도구의 활용을 통해 요리 자

동화를 구현하는 기술을 시연한다.   

코라스로보틱스는 고객 맞춤형 로봇팔의 개

발 및 솔루션도 선보인다. 코라 로보틱스는 협

동로봇, 산업용 로봇 및 치과용 의료로봇 등의 

설계 및 제어를 포함한 HW, SW 및 부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대기업 등 

15개 이상의 기업에 고객 맞춤형 로봇팔을 기술 

이전 또는 산업자문의 형태로 개발한 경험을 바

탕으로 ▷ 로봇의 설계 및 제어에 대한 교육 ▷

노하우 이전 ▷ 부품 판매 및 부품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

는 7자유도 협동로봇인 KR0710-R 모델을 선보

인다.  

 코라스로보틱스는 협동로봇에 내장해 가반

하중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력보상 장

치 기술을 갖고 있다. 고려대가 특허를 보유한 

이 장치를 이용하면, 기존 로봇에 사용하던 모터

와 감속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로봇의 외형 변화

를 최소화하면서도, 가반하중을 1.5~2배까지 증

대시킬수 있다. 이 기술은 이미 일부 기업에 기

술 이전돼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로

보월드에는 가반하중 25kg, 작업반경 1600mm

의 KR2515-C 모델도 시연한다.

빅웨이브로보틱스

▶ 부스번호 E02

빅웨이브로보틱스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마

로솔(마이로봇솔루션)'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정보비대칭이 극심한 로봇 산업에서 수요, 공급

자들이 모두 겪고 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탄생한 온라인 플랫폼인 마로솔은 구독형 소

프트웨어인 SaaS의 개념처럼 RaaS(Robot as a 

Service)를 제공하여 로봇 도입의 A to Z까지, 

전체 생애주기에서 쉬운 로봇 도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내에 프로젝트 매칭, 스토어 기능을 함

께 제공하여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

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산재해 있는 다양한 종

류의 로봇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구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주고 구매 

결정 후에는 로봇 금융을 결합해 목돈 필요없이 

자금 운용 상황에 맞게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돕

는다. 

또한 고객은 로봇의 다양한 현장 도입 사례를 

보면서 보다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공급기

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마케팅 기회

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도입 사례를 바탕으

로 고객의 눈높이와 트렌드에 맞춰 로봇에 관한 

전문 콘텐츠를 제작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

준공정모델 공동홍보관에서 마로솔을 만날 수 

있으며, 가계약 시 국내 제조, 물류로봇을 대상

으로 할부 제공 및 이자 전액 지원과 더불어 국

비 지원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빅웨이브 로보틱스는 이번 로보월드에 현대로

보틱스의 소형 고속 핸들링 로봇인 ‘HH7’을 선

보인다. 이 로봇은 빠른 속도와 작은 크기가 장

점으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특별한 제약 없이 설

치할 수 있다. 또 사용자 기반의 인터페이스, 손

쉬운 설치와 유지보수가 특징이다. 가반 하중은 

7㎏, 작업 반경은 942㎜이다.

테이슨

▶ 부스번호 B21

2013년 설립된 테이슨은 IT컨설팅 및 SI시스

템 구축, ISP정보전략, 동영상 솔루션 개발 등 분

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드론, IoT 디바이스 등 

분야로 새로 진출하기 위해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상정보 및 센서정보, 위

치정보, 지리정보의 실시간 전송, 수집,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

보를 AI를 통해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드론운영플랫폼과 드론운

용관제솔루션을 선보인다. ‘TEIXON On-Site’

는 드론 활용현장의 효율적인 드론비행과 정보

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올인원 드론운영 현장관

리 플랫폼이다. 현장별로 드론 비행 계획을 수립

하고 손쉽게 미션경로비행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자동비행을 할 수 있어 시간 흐름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다

수 드론의 영상, 위치정보, 비행정보를 실시간으

로 전송 및 저장해 드론 자산의 운영관리를 체계

적으로 할 수 있다. 참여인력의 위치정보, 스마

트폰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장의 인력 배치와 상

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장별로 업무위치

점, 공지사항, 현장참여인력의 이동정보, 기상정

보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TEIXON ROBOTWORK’는 로봇 원격조종, 자

동경로운용, 실시간 영상모니터링, 센서정보와 

현장인력을 함께 통합관리하는 로봇 통합운영관

제 솔루션이다. 로봇 원격조종을 위한 영상과 조

종기능,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한다. 다수 로봇의 

영상과 위치 센서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관리할 

수 있다. 라이다, 기상센서, 화학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할 경우 로봇의 이동경로와 함께 자

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영상과 이미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조종자, 현장 인

원, 관제실 모두에게 공유하여 원활한 업무 협력

이 가능하다. API를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

들과 연동할 수도 있다. 산업현장, 공공시설, 건

설토목등의 다양한 곳에서 현장감시, 위험감지, 

순찰업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서림오토메이션

▶ 부스번호 G02

서림오토메이션은 2016년에 설립하여,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글로벌 종합 유통기업이

다. 전 세계 200여 개의 파트너 사와 협력관계에 

있으며, 주로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 및 

부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영역

을 확장해 다관절 로봇의 주변기기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취급 아이템으로는 ‘다관절 로

봇 보호 커버’, ‘로봇용 케이블 홀더’, ‘엔드 이펙

터’, ‘무선 충전 앱 ’등이 있다.

서림오토메이션과 공식 대리점 관계인 삼

익THK와 협력해 유니버설 로봇의 협동로봇 

‘UR5e’와 함께, ‘다관절 로봇 보호 커버’ 제품군

을 이번 로보월드에 선보인다. 또한 현장에서 보

호 커버의 종류별 착용 및 탈착과 착용 후 동작

에 대해 시연한다.

서림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다관절 로봇 보호 

커버인 로봇 자켓은 벨크로 테이프를 통한 3~4

분할 방식으로, 로봇의 동작을 유지하며, 외부로

부터의 비산물을 차단해준다.  높은 신축성관 단

순한 형상의 일체형 커버는 다양한 메이커에 적

용이 가능하며, 누구라도 손쉽게 장착이 가능한 

다용도 커버다.

로봇 웨어(ROBOT WEAR)는 로봇의 형상에 

맞게 밀착된 커버와 선택 가능한 40여 가지의 색

상을 통해 노출된 환경 속에서도 로봇 본연의 아

름다운 미관을 유지해준다. 로봇 커버는 극한 환

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FDA(21 CFR) 및 

ISO 클린룸(1~9)을 모두 충족하는 고기능을 보

유하며,-60℃~1200℃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로봇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다축 힘/토크센서 개발로 기술력 ‘과시’

중력보상 장치 특허 보유…시장서 큰 호평

수요-공급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눈길’

드론·로봇 운영관제 기술 ‘탁월’

다관절 로봇 다용도 보호 커버 ‘이채’

에이딘로보틱스 ‘근접 센서 기술’

빅웨이브로보틱스가 판매하는 ‘현대로보틱스 고속 핸들링 로봇’

테이슨 ‘로봇현장 운영관제 솔루션’

서림오토메이션 ‘다관절 로봇 보호 커버’코라스로보틱스 ‘툴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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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타시스

▶ 부스번호 A03

3 D  프 린 팅  솔 루 션  기 업  스 트 라 타 시 스

(Stratasys)는 이번 로보월드에 다양한 산업 및 

공정에 적합한 적층 제조 솔루션을 선보인다. 산

업별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적층

제조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입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스트라타시스는 FDM, 폴리젯, P3 기술 기

반의 3D 프린터 등을 선보인다. 

스트라타시스의 FDM 프린터인 F370CR은 다

양한 재료를 활용해 유연성과 정확성을 갖춘 복

잡한 부품을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며, 

100%의 정확도로 엔지니어링 생산량 확보가 가

능하고, 그랩캐드 프린트(GrabCAD Print 소프

트웨어)를 통해 CAD 파일 형식을 곧바로 3D 프

린트로 변환할 수 있어 간소한 작업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다. F370CR은 단단하고 가벼운 생산 공

구, 지그 및 고정구 등의 제작에 적합하다.

폴리젯 프린터 J55 프라임은 여러 모델을 한 

번에 프린트할 수 있는 3D 프린터로 다양한 색

상과 질감 옵션, 높은 해상도와 빠른 프린트 속

도, 복합 재료 기능 등으로 디자인 작업 속도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J55 프라임은 사

무실 또는 작업실 공간에 알맞은 사이즈로 제작

되어 사무 환경에 매우 적합하며, 프로토타입부

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

속하게 제작할 수 있다.

 P3 기술을 이용한 3D 프린터 오리진원

(Origin One)은 폐쇄 루프 피드백 소프트웨어를 

통해 출력 중 빛, 열과 힘 등 다양한 파라미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동일한 부품을 반복하여 출

력하더라도 항상 같은 결과물을 보장하며, 신속

한 소재 교체로 다양한 크기 및 강도의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

한편, 스트라타시스(Stratasys)는 항공우주, 

자동차, 소비재, 디자인,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을 위한 3D 프린팅 및 적층 제조 분

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다. 

30년 이상 동안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

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초점은 설계 프로토타

입에서 제조 도구 및 최종 생산 부품에 이르기

까지 제품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 있는 혁신을 촉

진했다.

카네비컴

▶ 부스번호 D13

지난 2001년 설립된 카네비컴은 기존 해외 기

술에 의존하던 라이다(LiDAR) 센서 기술을 국

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범용성에 초점을 맞춘 독

보적인 스캐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감도 

센서를 활용한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에 대한 기

술도 확보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 산업 응용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

고, 라이다 센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용 양

산 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카네비컴은 또한 지난 

7월 2021년 매출 1001억원을 기록한 51년 업력

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글로벌 기업 ‘휴맥스 오

토모티브’를 인수하며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카네비컴의 라이다 센서는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을 감시 및 인지한다. 2018년 최초 

모델을 출하했고 1채널 300도, 2채널 120도, 4채

널 100도의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국내외 특허

권도 20여건 출원했다.  현재는 초기 제품 대비 

크기(30% 이상)를 축소한 제품으로 양산 중이

다. 특히 300도를 볼 수 있는 라이다 제품의 경

우 해외 제품 대비 높이와 크기가 10mm 이상씩 

작게 개발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제품 공급 또는 기술 개

발 문의를 받고 있다. 로봇, 물류 대차로봇, 생산

라인 로봇, 저속 모빌리티, 공장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전방 감시용으로 또는 주차장의 빈 공

간 안내를 위한 현장에도 활용을 하겠다는 기업

까지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적

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카네비컴은 가격 경쟁

력을 가지면서도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품군을 제시하고 있다.

에스비비테크

▶ 부스번호 B10

에스비비테크는 1993년 설립되어 볼

펜에 들어가는 세라믹 볼과 반도체 공

정에 들어가는 초박형 베어링 등을 국

산화 기술로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 구동의 핵심 부품인 하

모닉 감속기의 개발과 양산까지 성공하

게 되었다. 하모닉 드라이브 등 로봇 핵

심 부품의 국산화를 선도하는 구동부품 

전문기업이다. 지난 10월 17일 코스닥

에 상장했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하모닉 감

속기는 로봇 원가의 통상 30%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부품이다. 그동안 대부분 

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왔다. 제작 

및 설계에 초소형 가공과 열처리 기술 

등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해 그동안 일

본과 기술 격차가 있었다. 현재 에스비

비테크는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스비비테크는 반도체, LCD장비

의 초박형 베어링 부품 양산과 하모닉 

타입의 고정밀 감속기를 제작 설계하

기 위해 초소형 크기의 치형가공 기술

과 내마모 열처리 기술을 확보했다. 에

스비비테크는 감속기 양산에 성공했으

며 ‘로보 드라이브(ROBO DRIVE)’ 브랜

드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감

속기 적용 분야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 이송로

봇, 방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에스비비테크는 향후 협동로봇과 서

비스로봇 등 감속기 부품을 필요로 하

는 사용처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글

로벌 톱 티어 테크(Global Top Tier 

Tech)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25년까지 연평균 30% 이

상의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

는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정밀 감속기

의 제품라인 확대와 함께 고객의 요구

에 맞춘 정밀 감속기 생산 역량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터와 결합한 

로봇 구동 모듈까지 취급 품목을 확대

할 계획이다. 

에스비비테크는 공모 자금을 하모닉 

드라이브 등 제품의 대량 생산 체제 구축

과 최적화에 집중 투입한다.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통해 매출 확대와 마진률 향상

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그간

의 기술 투자가 결실을 맺어 흑자전환이 

예상되며, 2024년 매출액 430억, 영업이

익률 22%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슈어소프트테크

▶ 부스번호 G06

슈어소프트테크는 2002년 소프트웨

어 검증 자동화 기술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한 소프트웨어 안전기업이다. 고신

뢰·고위험 산업 분야에서 20년간의 업력

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강소기업으로, 

Mission-Critical(고신뢰) 산업분야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자동화 도구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기업이다. 소프트

웨어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아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소프트

웨어 산업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슈어소프트는 이번 로보월드에 주

력상품인 원스톱(One-Stop) 소프트

웨어 검증 자동화 솔루션과 가상 환

경 시뮬레이션 검증 솔루션인 ‘오토

SIM(AutoSIM)’을 선보인다. 오토SIM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프트웨어 안

전성을 검증하는 솔루션이다. 제품 출시 

후 다양한 산업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

어 검증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력과 사

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로봇, 자동차, 국

방, 조선해양산업 등 실제 환경에서 소프

트웨어를 검증하는 것이 어렵거나 한계

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오토SIM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

해 검증 환경을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때

문에 실제 검증과 흡사한 검증 효과를 

낼 수 있다. 슈어소프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R&D를 통해 

미래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사이버보안과 가상화 검증 

등 새로운 솔루션을 출시하며 사업 영역

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 외에도 미

국, 중국 등 해외 지사를 두고 있으며 지

난 3년간 16억 이상 매출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안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모션투에이아이

▶ 부스번호 D39

모션투에이아이는 물류센터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물류센터 모빌리티의 인공지능 토탈 관

제 플랫폼 서비스로 물류의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실리콘밸리에 설립

되어 구글 포 스타트업(Google for 

Startups), 엔비디아 인셉션(NVIDIA 

Inception), IBK창공, SK뉴블랙(New 

Black), CJ 오픈이노베이션챌린지(CJ 

Oventus) 등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프

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시리즈 A까지 

누적 약 160억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LG전자, CJ대한통운, GS홈쇼핑, 

LX 판토스, KT&G 등의 고객사의 물류

센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

고 있다. 구글 리서치, 네이버랩스, 유니

버설 로봇, CJ대한통운 TES전략실, 쿠

팡, UPS, DHL,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첨

단기술 및 물류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건의 물류센터 운영 생산성 향상 및 

인공지능 솔루션 특허를 한국과 미국에

서 등록했다. 

모 션 투 에 이 아 이 의  모 션 키 트

(MotionKit)는 기존의 동적자원을 스마

트 IoT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모션스튜

디오(MotionStudio)는 물류센터 운영

과 데이터 분석결과를 한 눈에 보기 쉽

게 시각화한다. 모션API(MotionAPI)는 

다양한 동적 자원을 WMS와 WCS 시스

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연결 가능하

게 도와준다. 해당 제품들은 머신러닝, 

로보틱스, 데이터 분석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물류센터의 디지

털 트윈을 선도한다.

모션투에이아이 제품들의 가장 큰 차

별점은 물류센터 동적자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

능을 한번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게

차 등 동적자원에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스마트 IoT 센서를 부착하

여 비주얼 슬램(Visual SLAM) 기반 센

서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를 

측위하며,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엣지 컴퓨팅 

센서는 위험 구역에서의 사고예방 위험 

메시지 알람 기능과 카메라를 통해 획

득한 이미지로부터 작업 여부 및 적재

물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 가능하다. 

고정밀 감속기 제작 ‘메카’ 가상 환경 검증 솔루션 ‘실제 방불’물류센터 디지털 트윈 선도

에스비비테크 ‘로보드라이브’ 슈어소프트테크 ‘오토SIM’
모션투에이아이 ‘모션키트 2.0’

3D 프린팅·적층 제조도구 ‘강자’

라이다 센서 대량 생산체제 구축

스트라타시스 ‘FDM 프린터 F370CR’

카네비컴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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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인간-로봇융합연구센터

▶ 부스번호 D20

중앙대학교 인간-로봇융합연구센터는 21세

기 융·복합 기술 시대를 맞이하여 로봇 공학, 웨

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를 연구소의 특성화 분야

로 육성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며 이를 단위 기

술의 융복합화에 의한 차세대 통합 시스템 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2020년 설립됐다. 

21세기 융·복합기술 시대를 맞이하여 로봇공학,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를 연구소의 특성화 분

야로 육성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웨어러블 로봇 연구 관련 단위 기

술을 바탕으로 통합기술인 ‘고기능 지능형 웨어

러블 로봇 플랫폼’으로 전환 및 발전을 위한 연

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의 핵심분야

(기계 및 로봇구조 설계, 기능성 재료, 센서 및 

구동기, 제어,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확보를 통

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도록 관련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원하는 산업 난제 

해결 연구개발(R&D) 사업인 ‘알키미스트 프로

젝트’로 선정되어 5년간 총 2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100m를 7초에 주파하는 로봇 슈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수행과 함께 멤버십 기업을 운영하여 수

요에 의해 모집된 기업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시장 현황 및 개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폴리텍 로봇캠퍼스

▶ 부스번호 B23

폴리텍 로봇캠퍼스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융

합형 로봇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됐

다. ‘유니버설 로봇(UR) 공인인증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로봇캠퍼스 학생들은 센터 교육

을 통해 ‘협동로봇 운용 기술 자격(국제인증서)’

을 취득할 수 있다. 

로봇캠퍼스는 실제 생산현장에 가깝게 조성한 

러닝팩토리(Learning Factory)를 구축했다. 학

생들은 이곳에서 협동로봇, 두산로봇, 뉴로메카 

로봇 등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을 1인 1장비로 사

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로봇

캠퍼스는 풍부한 산학 경험을 가진 교수진을 갖

추고 있다. 로봇캠퍼스의 전임 교원들은 최근까

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과 국가기관 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맞춤형 인

재를 양성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로봇캠퍼스 재학생들은 실습장비 활용률이 높

을 수밖에 없다. 높은 실습장비 활용률은 현장과

의 갭을 줄여 실무형 인재양성으로 이어진다. 이러

한 선순환이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것을 

넘어 2년제 대학 1학년 학생들의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고, 졸업하기도 전에 85%가 넘는 학생들이 

취업이 확정되는 등 이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

던 비결이다. 이번 로보월드에는 로봇캠퍼스의 대

표적인 교육장비인 덴마크 유니버설 로봇(UR)의 

협동로봇 기본 티칭 운용 및 동작 구현, 사탕뽑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폴리텍 로봇캠퍼스는 2023학년도 2년

제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자동화, 로봇IT 4개 학과에서 총 

100명을 모집한다. 수시2차 모집은 11월 7일부

터 시작한다. 입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로봇캠

퍼스 공식 홈페이지(kopo.ac.kr/robot)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융합 생산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로

봇산업 인력양성을 선도할 캠퍼스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로봇 캠퍼스는 대구로봇산업클러스

터(대구 북구), 하이파크지구(경북 영천, 2023년 

입주예정)·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경북 영천) 등 

산업단지 및 대구에 입지한 현대로보틱스·야스

카와전기·ABB연구소 등과도 인접해 산학 간 협

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부스번호 B12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올해 로보월

드에 상하수도 청소로봇, 선박검사로봇 

등을 선보인다.

‘상수도 청소로봇’은 지하에 매설된 

노후 상수도 배관망의 내부 이물질을 

청소하여 상수도 배관상태를 개선하는 

로봇 시스템이다. 고압의 수압(300bar)

을 이용해 로봇시스템 내부에서 압력을 

조절하여 상수도 배관 내면에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며, 다양한 배관망에 대

해 상월, 하월 구간을 인지하여 주행할 

수 있다. 관 세척 과정을 로봇에 부착된 

전/후 카메라를 통해 청소 전/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선박검사로봇(크롤링 검사)’도 선보

인다. 이 로봇은 대형 선박과 같은 철재 

구조물에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

은 곳 또는 협소한 공간 내에 있는 손상 

부분을 사람 대신 확인(검사)하는 자석

바퀴 방식의 모바일 로봇이다. 자석이 

붙는 철재 구조물 대부분에서 천장과 

수직 벽면 주행이 가능하며 밀폐공간에 

진입하기 위해 구경 80cm 이하의 좁은 

맨홀 내부로도 투입이 가능하다. 

선박 용접 비드 사상 로봇 시스템은 

선박 제조 과정에서 용접 비드의 자동

인식 및 비드 불량을 AI기반으로 실시

간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다. 전 방향 이

동 메커니즘 설계를 통한 착자력 및 휠 

구동력 최적화의 성능을 도출하였으며, 

레이저-비전 방식의 3D스캐닝 시스템 

H/W 및 S/W 설계를 통한 비접촉 기반 

실시간 센싱 기술을 개발했다. 

모바일 머니퓰레이터 기반의 ‘식기수

거 및 물류이송이 가능한 모바일 매니퓰

레이터’도 선보인다. Serve 드라이브 방

식의 전방향 이동 가능한 이동체와 6자

유도 머니퓰레이터를 결합한 로봇으로, 

자율주행과 머니퓰레이션 기술의 연동

을 통해 현재 다양한 식기의 인식 및 파

지가 가능한 무인 식기 수거 로봇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원은 제조현장의 로봇활용 확대

에 따른 ‘新 전문인력양성’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실무형 로봇전문인력 양성

을 목표로 구축 중인 ‘로봇직업혁신센터

(RoTIC) 교육상담 및 홍보관’을 운영한

다. 오는 11월 연면적 3439㎡ 규모 전용 

건물이 완공된다. 2024년까지 2100명

의 로봇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세계적 수

준의 로봇산업 분야에 브레인 양성 기

관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부스번호 B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계,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989년 설립되어 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

을 이끄는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번 로보월드에 ▷빠르게 물체 조립

이 가능한 원천 기술 및 학습 기반 작업 

스케줄러 생성 기술 ▷유압구동 필드로

봇 플랫폼 및 요소기술 ▷산업용 로봇 

제어기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팜 수확 농작업 자동화 로봇 시스템 ▷

의료재활로봇 응용 기술 등을 선보인다. 

생기원은 빠르게 물체 조립이 가능한 

원천 기술 및 학습 기반 작업 스케줄러 

생성 기술을 개발해 소개한다. ▲스마트 

그리퍼 개발 기술(모듈형 액츄에이터

를 사용한 시스템 구성 간소화, 다양한 

물체를 파지할수 있는 첨단 알고리즘, 

손가락을 이용한 물체 조작(In-hand 

manipulation) 기술 적용) ▲Hand-eye 

camera 기반 물체 인식 기술(학습 기반 

물체인식 기술 알고리즘 적용) ▲프리

핑거(Free-finger)를 이용한 손가락조

작 기술 ▲학습 기반 작업 스케줄러(다

수의 조립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

한 학습 기반 작업스케줄러 생성) 등 기

술을 개발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수확 농작업 

자동화 로봇 시스템은 과실의 비정형적

인 형태나 밀집형태 등 외관 및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기

술이다.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적인 

과실을 구분할 수 있고, 다른 줄기나 가

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대상 과일만 

수확할 수 있는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

다. 3단계 숙도 단계 구분과 과실 개체별 

3D 위치 및 회전 추정이 동시에 가능한 

딥러닝네트워크 파이프라인인 ‘Deep-

ToMaToS’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의료 및 재활 

로봇기술의 융합 원천 기술도 선보인다. 

▲보행 장애인 및 고령자의 독립적인 보

행을 위한 은닉형 보행 보조 장치 ▲손 

마비 환자의 조기 치유 및 신체 손상 최

소화를 위한 게임 기반의 손 재활 장치 

▲전도성 소재 및 의료 술기 훈련용 더

미를 이용한 의료 술기(절개, 봉합, 주

사) 평가용 위치 정보 획득 센서 ▲의복

에 착용 가능한 형태의 유연 소재 기반 

보행 분석용 센서 등 기술을 선보인다. 

광운대학교

▶ 부스번호 D23

광운대는 학부생 때부터 전문적이

고 체계적으로 로봇을 배울 수 있도록 

2010년 국내 최초로 로봇학부를 개설했

다. 광운대 로봇학부에 진학하게 되면 1

학년 교육과정에서는 ‘로봇학입문’ 강의

를 통해 기본적인 로봇에 대한 지식을 

쌓고, 2학년부터는 ‘정보제어’ 전공과 

‘지능시스템’ 전공 중에서 본인에게 적

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 선택 

후에는 직접적인 실험 과목들을 수강해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자신의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해 볼 수 있다. 4학년 과

정에선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이전까

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과 기술들을 바

탕으로 로봇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고

찰 및 로봇 제작을 경험함으로써 로봇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해 2학년 교육과정부터 AI프로그래

밍, 로봇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기계학

습, 컴퓨터비전, 로봇비전응용, 딥러닝, 

강화학습, 로봇내비게이션 등의 교과목

이 개설되어 있으며, 2024년 AI로봇학

부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 재  광 운 대 학 교  내 에 는  로 빛

(RO:B IT ) ,  바람(BARAM) ,  로랩

(ROLAB) 등 다양한 로봇 관련 동아리

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도 특히 로빛은 국내 최초의 로봇게임

단으로서 학부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

여주고 있다. 로빛이 개발한 로봇으로

는 춤을 추며 공연하는 휴머노이드, 축

구와 컬링 등의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

는 2족 보행 스포츠 로봇, 안내 로봇 쿠

로(KURO), 재난 현장 투입을 위한 재난 

구조 로봇 쿠보(KUBO), 사람과 대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까기 로봇인 알까

고(Alghago) 등이 있다.

한편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사업

은 세계 최고의 지능형로봇 분야 혁신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 핵

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국 7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 광

운대는 서울소재 유일 대학으로 참여

하고 있다. 

외부환경을 인식/인지하고 자율적으

로 상황을 판단하여 인간을 위해 물리

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인 지능형로봇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디어, 경영 

등의 타 분야와 로봇의 융합인재를 배

출하기 위하여 지능형로봇학과를 신설

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하수도 청소 로봇 등 설과물 전시 로봇 플랫폼 요소·응용 기술 선도 지능형 혁신 공유대학 ‘자랑’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상수도 청소로봇’ 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빛(RO:BIT)’

웨어러블 로봇 플랫폼 연구 추진

융합형 로봇 인력 양성 산실 발돋움

폴리텍 로봇캠퍼스 협동로봇 교육 모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확 자동화 로봇 시스템’

중앙대 ‘고기능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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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로보월드는 최신 로봇 기술과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현장에서

는 다양한 로봇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로보월드 참가자들이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행사가 바로 컨퍼런스다. 27일 킨텍스 

2층 컨퍼런스룸 212~213호에서 열리는 ‘2022 

로봇 비즈니스 페어’는 격해지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앞선 정보통신 기술과 제조 

기술로 전 세계의 로봇 제조 기지가 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산업용 로봇과 서비

스 로봇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다.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2022 로봇비즈니스

페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국로봇산업진

흥원과 로봇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공급망 전환기, 한국의 세계 

로봇 제조 기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토크쇼, 초청 강연 순으로 열리며 로봇신문 온라

인 유튜브 채널 로봇+TV를 통해서도 생방송으

로 시청할 수 있다.

오전에는 첫 번째 기조강연으로 국내 최고

의 로봇 전문가인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회장

(광운대 명예교수)이 ‘공급망 전환기, 한국의 세

계 로봇 제조 기지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강연

한다. 김 대표는 공급망 전환시기, 왜 지금 한국

이 주목받나?, 한국이 세계 로봇 공장 대체 후보

지로의 가능성, 저가 중국산에 잠식된 국내 로

봇 시장 현실, 한국의 세계 로봇 제조기지 전략

과 이를 위해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진

단하고 제조기지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김 회장은 평생 로봇을 연구해 오면서 느낀 점과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 지금까지 정부에

서 로봇산업을 육성하면서 아쉬운 점과 대한민

국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LG전자 생산기술담

당 김용진 상무가 ‘세계 제조업의 미래–LG전

자 창원 스마트파크 지능형 자율공장’을 주제로 

강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 혁신 경쟁

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 자율공장이 무엇인

지, AI·디지털트윈 기술로 무장한 제조 현장, 글

로벌 가전 제조업의 미래 청사진, LG 스마트파

크 지능형 자율공장 성과 등을 발표해 주목을 받

는다. LG전자 생활가전의 생산기지인 경남 창

원 ‘LG스마트파크’는 올해 3월 국내 가전업계 중 

처음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상무는 조립산업에서의 로

봇의 역할과 니즈에 대해 설명하면서 LG전자 창

원공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용접공정 자동화, 중

부하 공정자동화, 인지 자동화, AI 검사 등의 사

례를 소개한다. 김 상무는 로봇 기반 자동화 확

산을 위해서는 부품 / 자재 산포가 병행되어야 

하고, 연구소, 품질, 구매 부서와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정보화/지능화 솔루션을 적기 정착시

키기 위해서는 리더쉽, 변화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미·중 갈등 

속 한국 로봇 산업의 기회”를 주제로 한양대 서

일홍 명예교수(코가로보틱스 대표)가 좌장을 맡

아 토크쇼를 진행한다. 국내 로봇 산학연 전문가

인 유진로봇 박성주 대표, SBB테크 류재완 대표, 

현대로보틱스 이광규 산업용 로봇 개발부문장

(상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배지훈 로봇연구부

문장, 홍익대 문희창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

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크쇼에서는 우리 로

봇 업계 현황과 부족한 점에 대해 진단해 보고, 

전 세계 로봇 생태계를 구축·확산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은 무엇인지, 현 시점에 국내 로봇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로봇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로봇산업 정책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

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로봇 제조 

기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

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 후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로봇 솔

루션 소개’ 초청강연이 이어진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향후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유일로보틱스 김

병주 연구소장이 ‘스마트 제조 선봉에 선 AI제조 

로봇’을 주제로 산업용 로봇 및 인공지능 등 첨

단 기술을 이용한 AI제조 로봇 개발 및 상용 사

례를 발표한다, 김 소장은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

능 로봇 사례로 도색차량 로봇, Pick up로봇, 6D 

Pose 용접로봇을 비롯해 사출 SCADA 디지털 

트윈, 사출불량 예지예측 시스템 등 다양한 개발 

사례와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국내 최고의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기술

연구원 김동구 건설자동화팀장이 ‘무인 작업 로

봇–건설 로보틱스’를 주제로 국내 건설 현장의 

인력 현황과 무인화 경향, 현대건설의 앵커로봇,  

다관절 로봇 기반 3D 프린팅 출력 장비 개발, 무

인 드론 등 건설자동화 로봇의 연구 현황 및 제

품 소개, 실제 현장 적용 사례 및 성과 등을 발

표한다. 김 팀장은 건설 현장 로봇의 산업적, 기

술적, 비용적 한계점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건설

현장도 이제는 로보틱스 기술 적용을 위한 자동

화·로봇 친화형 건설 현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는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 로보케어 김도형 부사

장은 ‘홈서비스 로봇–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주

제로 자체 개발한 치매 예방 및 발달장애 선별·

진단 로봇 등의 제품 소개와 사회복지관 활용 사

례 등을 발표한다, 김 부사장은 돌봄로봇의 정

의와 필요성, 트렌드 등에 대해 설명하고, 회사

의 개인형 인지훈련 로봇 ‘보미-1’, 가정형 돌봄

로봇 ‘보미-2’, 발달장애(ADHD) 선별 진단로봇 

‘도리’ 등을 소개하고, 돌봄 로봇의 임상실험 결

과와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물류 로봇 전문 기업 트위니 천영

석 대표가 ‘전문 서비스 로봇–물류 로봇’을 주

제로 자율주행 로봇과 대상 추종 로봇 등 물류 

운송 로봇 제품과 로봇 플랫폼 ‘탈프’(TARP) 소

개 및 창고 및 공장, 생활물류인 택배 운영 사례 

등을 발표한다. 또한 최근 수도권 소재 쇼핑몰 

물류대행 서비스업체인 A사에서 물류센터의 작

업속도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율주행 오더픽

킹 로봇 기술검증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오더픽킹이란 물류센터에서 작업자가 보관용 

랙에 담긴 물품을 가져올 때, 미리 주문 건별로 

물품을 구분하여 포장 장소로 가져오는 방식을 

말한다. 천 대표는 내년 상반기 출시예정인 실내

외 복합 운용 로봇도 자세히 소개한다. 이 제품

은 실내 자율주행 기술과 실외 자율주행 기술이 

함께 들어있다.

전문가들과 미중 갈등속 ‘한국의 세계 로봇 제조 기지 전략’ 모색
기조강연 토크쇼 초청강연 진행

로봇플러스TV 유튜브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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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제로봇비즈니스 컨퍼런스

2022 국제로봇비즈니스 컨퍼런스는 한국로봇

산업협회 주관으로 26일과 27일 이틀간 킨텍스 

2~3홀 내 이벤트 무대와 컨퍼런스룸 1,2에서 열

린다. 이 컨퍼런스는 ‘인간과 로봇 상생의 길’을 

주제로 3개의 키노트 스피치를 포함해 4개 트랙

에서 21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트랙의 

주제는 ▲인간과 로봇의 공동 작업 ▲로봇산업

과 퀵커머스의 융합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의 미래상 ▲드론, 안전 및 재난관리다.

26일 오후에는 트랙A 세션 ‘인간과 로봇의 공

동 작업’, 트랙B 세션 ‘로봇산업과 퀵커머스의 융

합화’가 열린다. 트랙A에서는 싱가포르 난양이

공대 문승기 교수(Robotics for Smart Factory : 

Status and Applications)’, 텍사스 A&M대학 엄

두간 교수(협동로봇 동향 및 중대형 협동로봇을 

위한 확정회피 기술에 관한 연구), 오토스토어시

스템 필립 쉬터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개발 부

사장(Robots for Next Generation Fulfilment 

Solutions), 쉐퍼시스템즈 신성일 이사(Robotics 

Automated Logistics and Next)가 발표한다. 

트랙B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천동암 겸임교

수(라스트 마일 배송 로봇과 배달 기사 협업 전

망), 클로봇 박상균 상무(병원내 로봇 적용 사례

와 건물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 퀄컴 장

용재 전무(미래 로봇과 퀵커머스 시스템을 위한 

5G 및 AI확장), 파블로항공 박진용 센터장(물류

산업과 드론배송 플랫폼의 역할), 현대글로비스 

김태훈 선행기술팀장(현대글로비스의 스마트 라

스트마일 딜리버리)이 발표한다. 

27일에는 오전에 3개의 키노트 스피치와 

오후에 트랙C, D가 열린다. 키노트 스피치에

는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소사이어티 애밋 쿠

마르 팬디 대표(AI, Robotics and Societies: 

the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블루오션로보틱스 프란지스

카 커스타인 시니어 사이언티픽 도메인 리드

(Robots for a Sustainable Future – Towards 

Sustainable Robot Development), 한국인지과

학산업협회 권희춘 회장(AI based Robot and 

Drone Patrol)이 각각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인

사이트를 제공한다.  

오후에는 트랙C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미

래상’ 트랙D ‘드론, 안전 및 재난관리’가 열린

다. 트랙C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주현 연

구위원(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의 정책과 비전), 

한전KDN 조용래 신사업개발 전문위원(스마

트에너지 플랫폼 운영사례 및 비전), 비바앤에

스 문회권 이사(에너지 플랫폼 O&M과 RPA 운

용 가능성), EPS 코리아 염승엽 대표이사(산업

용 이차전지 기술데이터 개발 동향)가 발표한

다. 트랙D에서는 경찰대학교 이병석 교수(The 

Efficient method Against Robot & Drone 

Attack(Terror), ㈜다온아이앤씨 정광모 전무

(군집드론 산업 동향 및 응용), 대한항공 이현

석 차장(드론을 활용한 섬지역 치안드론 개발동

향), 푸드포트 티말시나 라주 박사(Trend and 

Introduction of Solar Technology)가 주제 발

표를 발표하고, 이어서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열린다.    

해외 수출상담회, 국내 구매상담회

코로나19 유행으로 작년 온라인으로 열렸던 

수출상담회가 올해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시

장 내 비즈니스 상담회장에서 열린다. 북미, 동

서아시아, 서유럽 국가 바이어와 국내 유망 로

봇기업을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로봇

산업협회와 코트라가 주관하며, 국내 로봇기업 

150개사와 해외 바이어 10개국 50개사가 참여

한다. 

협회는 또 26일부터 27일까지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로봇 수요기업, 

국내 로봇기업 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다

양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다. 국내 로봇기업 및 로봇 수요처(대기업ㆍ중견

기업) 등이 참여하며, 로봇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로봇기업과 매칭, 전

시장  비즈니스 상담회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상

담을 진행한다.  

신제품 런칭쇼(라이브 커머스)

로보월드 참가 기업의 신제품 홍보 및 신규 판

로 개척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제품 런칭쇼가 28일 오후 2시부터 전시

장 내 라이브 쇼핑부스와 참여기업 부스에서 열

린다. 이번 런칭쇼에는 어썸아이티, 에이딘로보

틱스, 트위니 등이 참여한다. 전문 쇼핑 호스트

(2인)의 제품 상세 홍보, 주요 기능 및 제원 소개 

등을 하고, 네이버 로보월드 쇼핑몰을 통해 참가 

업체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타 부대 행사

이번 로보월드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

들이 준비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

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6일 오후 1시부터 

제1전시장 2층 211호 회의실에서 제조플러스 공

정모델 사업(바이오/화학)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7일 오후 1시

부터 전시장 내 이벤트 무대에서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실증사

업 설명회, 매칭 상담, 시연 등이 열린다. 한국로

봇산업협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제1전시장 2

층 209호 회의실에서 협동로봇 안전설계 가이드

라인 보급 및 확산 설명회를 개최해 로봇 시스템 

위험성 평가, 로봇 안전검사 현황 공유 등의 시

간을 갖는다. 또 2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08호 

회의실에서 로봇산업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

최해 로봇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현장대화 시간을 갖는다.  

부대행사

신제품 런칭쇼·제조로봇 전국 설명회 등 풍성 

‘인간과 로봇 상생의 길’

국제로봇비즈니스 컨퍼런스도

작년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 .작년 로보월드 신제품 런칭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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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봇콘테스트(IRC)

10개 대회 51 종목에서 공정 경쟁

인간 형태 로봇으로 스포츠 종목

짜릿한 로봇간 대결에 이목집중

로봇을 활용해 다양한 주제와 규정에 맞춰 로

봇을 제작한 후 성능 및 수행 능력을 겨루는 대

회인 국제로봇콘테스트(IRC)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4개 종목, 서울테크 지능로봇 3개 

종목 ▲로보콘(RoboCon) 6개 종목 ▲스팀컵

(STEAM CUP) 7개 종목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캠프 3개 종목 ▲에어스포츠 컴피티션 3개 종목 

▲인공지능로봇 자율미션대회 11개 종목 ▲인공

지능 로봇 챌린지 4개 종목 ▲두드림 로봇 경진

대회 4개 종목 ▲유쓰 메타 챌린지(Youth Meta 

Challenge) 6개 종목이 열린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인체의 움직

임과 스포츠 경기를 묘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경연대회로 지능부문(하이테크), 조종부문(패더

급, 라이트급, 창작) 종목이 열린다. 인간 형태 로

봇으로 스포츠 종목 수행을 통해 로봇 기술발전

을 도모하는데 있다. 대통령상, 산업부 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이 주어진다.  

△서울테크 지능로봇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경기로 씨름

로봇, 창작로봇, 앤트급 배틀로봇 3개 종목이 열

린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부 장관상, 특

허청장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

흥원장상이 주어진다.  

△로보콘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경기로 지능

형 로봇 초등부, DIY 인공지능 창작 초·중고등

부, 메타버스 개발자 초·중고등부·일반부 6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 한국로봇산업진

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스팀컵(STEAM CUP)

STEAM 교육 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오토레

이스, 오픈 임베디드 콘테스트, 로봇 크래프트, 

로봇 디자인 콘테스트, 로봇&코딩 초·중고등부, 

스피드 스태킹 등 7개 종목이 열린다. 국무총리

상, 산업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준원

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캠프

대한로봇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미션

형 창작 초·중·고등부 3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

부 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에어 스포츠 컴피티션

그린휴먼IT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로봇 농구 

고등부·대학부 경기와 미니 로봇 농구 초·중등부 

4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 국가기술표준

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미션대회 

창의과학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경기로 자율

주행(초·중고등부), 자율비행(초·중고등부), 자

율주행(해외 초중고등부), 자율비행(해외 초·중

고등부·성인), 자율주행, 미션 비행, 드론 군무 

등 11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 특허청

장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장상이 주어진다.   

△인공지능 로봇 챌린지

인공지능로봇콘텐츠연구소가 주관하는 경기

로 협동로봇 챌린지, AI 자율주행 챌린지 초중등

부, 고등·대학·일반부, 킨더코딩 주행 챌린지 4

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 국가기술표준

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두드림 로봇 경진대회

드림 메이커가 주관하는 경기로 미션챌린지

대회 초·중등부, 크리에이티비티 메타버스 대회, 

로봇 패밀리대회 등 4개 종목이 열린다. 국가기

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

진다.   

△유쓰 메타 챌린지(Youth Meta Challenge)

상상에서 주관하는 경기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무선 모터 브릭 로봇 메이커, 에너지와 평

화를 위한 AI 로봇 챌린지, 평화컵 AI 축구 챌린

지, 자원 전쟁 AI 자율주행 챌린지, 전쟁과 평화

의 AI 로봇 챌린지, 평화를 실현하는 AI 메타 챌

린지 등 6개 종목이 열린다. 산업부 장관상,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R-BIZ 챌린지

3개 부문 4개 대회 진행

아이디어 발굴·마케팅 전략 수립

수상자는 수요연계·채용시 특전 

로봇 사업화 아이디어의 검증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관 다변화, 로봇 제품ㆍ기

술의 사업화 검증 확대 그리고 로보월드 전시회

와 연계하여 우수 결과물의 홍보 및 성과확산 도

모를 올해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국내 로봇기업이 미션을 제시하면 참가자들

이 로봇제품을 활용하여 미션 수행 및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R-BIZ 챌린지는 수요처 서비

스 개발 미션, 오픈 이노베이션, 마케팅 전략 발

굴 등으로 대회를 구성했다.

올해에는 한국중부발전, 제우스, 트위니, 민트

로봇 등 4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중부발전 전력·발전소 스마트 로봇기

술 고도화 경진대회

올해에도 로봇 수요처인 중부발전이 참가, 수

요처 서비스 개발 미션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로

봇 기술이나 제품을 활용하여 한국중부발전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구매조건부 R&D 연구 참여 및 

한국중부발전 수요연계 특전이 주어지며, 대통

령상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한국로봇산업

협회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제우스 산업용 로봇 제로(ZERO) 미션 챌

린지

제우스는 오픈이노베이션 미션으로 산업

용 수직다관절 로봇 제로를 활용해 다양한 동

작들을 표현하여 모션 기술개발을 토대로 한 

비전 미션을 통해 우승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수상자에 한하여 관련 부서 채용 시 면접 기회

를 부여하는 특전이 주어지며, 대통령상과 특허

청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이 주

어진다. 

△트위니 대상 추종 로봇 ‘따르고’ 마케팅 경

진대회

트위니는 마케팅 전략 미션으로 올해 경진대

회에서는 대상 추종 로봇 따르고를 활용한 산

업ㆍ서비스 현장에서의 활용방안 아이디어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상자

에게는 입사시 서류전형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

며, 국무총리상과 특허청장상, 한국로봇산업협

회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민트로봇 전 제품 마케팅 전략 경진대회

민트로봇은 마케팅 전략 미션으로 올해 경진

대회에서는 민트로봇 전 제품을 활용한 미래지

향적인 서비스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도모

할 계획이다. 수상자에 한하여 채용 또는 인턴십 

혜택이 주어지며, 산업부 장관상,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장상, 한국로봇산업협회장상과 상금이 주

어진다.

로봇 인재 양성·수요처 서비스 개발 미션

2021 R-BIZ 챌린지 제우스 제로미션 대회.2021 국제로봇콘테스트 스팀컵 대회.

작년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개

최되었던 국제로봇콘테스트(IRC)와 R-BIZ 챌

린지가 올해에도 10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제1전시장 1홀에서 개최된다. 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목은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대회를 진행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은 전면 오프라인

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국제로봇콘테스트는 글

로벌 로봇 인재양성 및 국제 교류 기반 마련과 

로봇 제품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 R-BIZ챌린

지는 국내 로봇 제품을 활용한 수요 맞춤형 기

술 개발을 통해 로봇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공급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RC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

업진흥원이 총괄 주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

관한다. 서울과기대 등 8개 기관이 세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 10개 대회에서 51개 종목에 

2650여팀, 약 4000명이 참가한다. R-BIZ 챌

린지는 한국중부발전·제우스·트위니·민트로봇 

등 4개 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수요

처 서비스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 마케팅 

전략 수립 등 3개 부문 4개 대회 58팀 200여명

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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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제로봇산업대전 

KINTEX 2,3홀

2022 국제로봇콘테스트 & R-BIZ 챌린지

KINTEX 1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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