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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인간의 오랜 꿈

‘노동’ 또는 ‘노동자’의 의미를 가진 로봇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자동 장치 

또는 인간형태의 기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현재는 산업 및 의료용,

수치제어 공작기계, 가정용, 군사 및 탐사용 등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고대부터 사람의 일을 스스로 대신하거나 편리하게 해줄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물시계, 수력 오르간, 체인 등 다양한 자동장치들이 탄생되었다.

중세에는 태엽과 톱니바퀴를 정교하고 복잡하게 조합한 오토마톤이 출현하여 정밀

기계공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19세기 후반부터 로봇

산업이 태동되어 발전되면서 지금의 지능형 로봇 탄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 환경인식, 로봇 메카니즘 등 3대 핵심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2. 미래를 이끌 로봇산업

로봇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30억 달러(’13)에 달하며,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로봇산업 자체 외에도 이를 활용하는 전방 산업, 그리고 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 소프트웨어 등의 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산업 

규모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소재거리로도 인기여서 로봇 문화 콘텐츠 산업도 만만치 않은 규모이다.

이에 비해 세계 농업용 로봇의 시장 규모는 8억 1,700만 달러(’13)로 왜소한 편이지만 

’20년 163억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농업용 로봇은

인류가 직면한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로봇팔을 적용한 파종과 수확 

로봇, 자율주행 트랙터나 무인제초로봇, 과채류 접목로봇, 무인방제항공기 등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농기계 수준을 뛰어넘어 날씨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시사점

로봇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이에 대한 각국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열악한 산업 환경을 극복하고

일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집중이 요구된다. 성급히 산업분야별로 영역을

나누기보다 산업간 역할 분담과 기술 융합을 통한 시장 차별화와 글로벌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 이와 함께 원천 기술의 빠른 선점이 중요하다. 공공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공동구매, 장기임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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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간의 오랜 꿈

로봇이란?

□ 흔히 로봇하면 만화 등으로 익숙해진 인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계인형을 떠올리기 쉬우며, 실제 사전적 의미도 비슷

○ 웹스터(Webster)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자동 장치 또는 인간형태의 기계’

- 국어사전(Naver)에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

□ 로봇(Robot)이란 단어의 어원은 ‘노동’, ‘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체코어 ‘로보타(Robota)’

○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인 카렐 차페크(Carel Čapek)의 희곡 

‘로섬의 만능로봇’에 나오는 기계노동자를 뜻하는 단어 

* ‘로섬의 만능로봇(Rossum's Universal Robots, R.U.R)’은 1920년 발표된 희곡으로

실제 로봇이라는 단어는 그의 형 요세프 차페크가 생각해 냈다고 함

○ 그러나 현재의 로봇산업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설명이 매우

부족할 정도로 다른 특징들을 가진 로봇들이 등장

- 현재 사용되는 분야 중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산업 및 의료용,

수치제어 공작기계, 가정용, 군사 및 탐사용 등이 있음

로봇(Robot)의 어원

▷ 단어 자체로는 ‘노예’, 비유적으로 ‘고된 일’을 뜻하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로보타(robota)에서 온 말로 원래는 고대 슬라브어 문어체

- 이전 세대의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농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 유럽 곳곳에서 시행했던 강제노역제도의 이름이기도 함

- 고대 교회 슬라브어(Old church slavic)는 불가리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언어의 뿌리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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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수고해줄 존재에 대한 꿈, 고대(古代)

□ 카렐 차페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사람은 자신의 일을 대신하거나

편리하게 해줄 존재에 대해 많이 생각해 옴

○ 고대의 많은 신화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노르웨이, 유태인의 전설

- 그리스 신화에는 대장장이의 신이자 화산의 신인 헤파이토스가 

외눈거인과 금속하인을 시켜 일을 했다는 내용이 보임

- 노르웨이와 유태교 전설은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진흙으로 빚은

거인에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했다는 구절이 있음

* 솔로몬 왕 궁전에 있었다는 옥좌를 받드는 4명의 기계동물에 대한 전승도

내려오는데 솔로몬이 왕좌에 오르면 성소(聖所)로 움직였다 함

신이 만들어 인간에게 선사한 로봇, 탈로스(Talos)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청동거인으로 헤파이토스가 만들어 크레타 왕 미노스에게

주었다고 하며 크레타 섬 주위를 하루 3번 돌며 해적과 외적을 막았다고 함

- 커다란 바위를 던져 배를 부셔버리거나 손으로 잡은 뒤 온 몸을 벌겋게 달구어

태워버렸다고 전해지며, 1963년 ‘제이슨과 아르고호의 선원들’이란 이름의 영화로도 제작

- 미(美) 육군 차세대 전투복 프로젝트의 이름도 탈로스로 웨어러블 컴퓨터를 내장하여

전투정보를 헬멧에 표시하고 방탄과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

□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내는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기원전에 이미 다양한 자동장치(self-operating machine)들이 탄생

○ BC2～3세기 경 헬레니즘시대에 이미 크테시비우스(Κτησίβιος),

헤론(Ήρων), 필로 등 3대 기계물리학자가 만든 기계들이 있었음

- 크테시비우스는 자동인형이 시간을 가리키는 최초의 물시계(클렙

시드라)를 고안하였으며 톱니와 펌프를 최초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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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테시비우스의 물시계 이전에도 물시계는 있었으나, 수력으로 기계장치를

움직이는 것은 처음이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간을 자동조정

- 크테시비우스의 제자인 헤론은 유명한 수학자이며 발명가로, 수력 

오르간, 성수(聖水) 자동판매기, 자동문, 주행로봇 등을 제작

* 헤론의 주행로봇은 줄과 축을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당시 극장에서 소품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였다고 전해짐

- 필로(Philo of Byzantium)는 쇠사슬(체인)을 고안하였으며 공기압을

최초로 이용하였고, 자동 물 공급 세면대 발명으로도 유명

* 당시 그리스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세계 7대 경관을 기록(현재의 세계 7대

불가사의)하였으며, 술을 따르는 최초의 여성로봇도 발명했다고 함

청동거인 탈로스 복원된 클렙시드라 헤론의 주행로봇 복원된 필로의 로봇

□ 동양에서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

기원전부터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음

○ 기원전 400년 전 쓰여 진 열자(列子) ‘탕문편(湯問編)’을 보면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로봇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

- 언사(偃師, 옌스)라는 장인이 만든 노래하고 말하며 춤추는 인형을

보고 사람으로 의심하였다가 인형임을 알고 놀랐다는 이야기가 수록

○ 유명한 소설 ‘삼국지(월탄 박종화 著)’에서 제갈량은 목우유마

(木牛流馬)를 제조하여 밤낮없이 군량을 실어 나르게 했다는 고사가 나옴

* 제갈량의 부인 황 씨는 제갈량보다 비범했다는 일화가 많은데 송(宋)나라의

범성대(范成大)가 지은 ‘계해우형지(桂海虞衡志)’에 보면 황 씨는 집을 지키는

정교하게 만든 나무 개, 부엌일을 돕는 나무인형 등을 만들어 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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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장난감, 중세～근대

□ 고대 그리스의 모든 저작과 기술들은 유럽에서는 잊혔으나

이를 보존한 아랍에서 꽃을 피워 다시 유럽으로 역상륙

○ 8세기경 바그다드에는 풍력으로 작동하는 동상이 만들어졌으며,

12세기 알 자자리는 ‘기계술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해설’을 저술

* 알 자자리는 실제로 제작도 하였는데 음료 시중을 드는 자동인형, 자동문,

음악을 연주하는 자동악대 등이 있었다고 하며 설계가 책속에 남아 있음

○ 르네상스의 대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록 직접 만들지는

않았으나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기사에 대한 스케치를 남김

* 2002년 마크 로샤임(엔지니어)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앉고, 서고, 머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며 미항공우주국에 제공할 로봇팔 설계에 참고했다고 함

□ 중세시대 태엽과 톱니바퀴를 정교하고 복잡하게 조합한 오토마톤

(automaton)의 출현으로 정밀기계공업이 더욱 활성화

○ 실용성보다는 귀족들의 장난감으로 발전한 오토마톤은 자동으로 

어떤 일을 하는 장치로 현대 로봇의 모태가 됨

- 1739년 프랑스의 자크 드 보캉송(Jacques de Vaucanson)이 제작한

기계오리와 플루트 연주자가 대표적

* 이를 보고 볼테르는 ‘근대의 프로메테우스’라 격찬하였다고 하며, 정식 명칭은

‘소화하는 오리(Canard Digérateur : Digesting Duck)’로 울고, 배설도 했음

- 1774년 피에르 자케 드로(Pierre Jacquet Droz)의 글 쓰고 연주하는 

인형, 볼프강 폰 켐펠렌의 체스인형은 인간의 동작을 재현한 기계

코끼리시계(알자자리) 로봇기사(다빈치) 3개의 인형(자케 드로) 체스인형(켐펠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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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본격적인 등장, 20세기

□ 19세기 후반부터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기계산업은 수학, 전기전자

공학, 전자계산학 등과의 학문 융합을 통해 로봇산업으로 진화

○ 산업혁명기에 자동직조기, 역직기 등으로 실용화되면서 노동력을

대신할 가능성을 보여준 자동화 기계들이 산업용 로봇으로 탄생

- 1946년 조지 데벌(美)은 미리 프로그램한 명령어를 기억하고 재생

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였으며, 1954년 이를 실행할 로봇팔을 개발

○ 컴퓨터의 탄생은 단순 노동만 대체하던 기존 기계에서 생각을 

대신하는 기계로까지 기술 개념을 확대한 사건

- 미국 이타나소프-베리 컴퓨터(ABC, 1938), 영국의 콜로서스(1943),

미국의 에니악(1947)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컴퓨터 시대로 접어듦

조지데볼의 로봇팔 세계최초의컴퓨터ABC 영국의 콜로서스 3차원 인식 작업로봇

□ 로봇이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2년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너럴모터스가 최초

○ 최초의 로봇회사 유니메이션(Unimation)에서 생산한 산업용 로봇 

유니메이트(Unimate)를 자동차 생산라인에 배치

- 1973년에는 소형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산업용 로봇이 신시내티

밀라크론사(社)에 의해 개발되어 상업성을 인정받음

○ 1978년 비행기 부품생산 로봇(美), 1981년에 3차원 공간을 인식하여

작업하는 로봇(SCARA, 일본) 등의 등장 이후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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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능형 로봇, 미래엔 휴머노이드

□ 로봇기술은 고대인들의 꿈에서 중세~근대의 기계공학, 현대의 ICT

기술을 통해 진화하면서 지금의 지능형 로봇을 탄생

○ 초기의 로봇이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정해진 동작만을 하는

고도의 정밀기계였다면 현재는 상황인식과 판단까지 가능

- 센서를 이용해 환경정보를 인식하고, 인공지능으로 작업 상황을 

분석하여 메카니즘을 적절히 제어하여 목표 작업을 수행

*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 환경인식, 로봇 메카니즘 등 3대 핵심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경비, 구조, 군사 작업 등 사람의 역할을 대행

○ 최근의 지능형 로봇은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여 교감하게 하는 소셜봇(Social bot)의 단계까지 진화

*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로봇기자(워드스미스)는 ‘13년 3백만 개의

기사를 썼으며, 캐나다를 히치하이킹으로 횡단하며 태워준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하고 사진을 찍어 직접 SNS에 올리는 히치하이크 봇도 유명

□ 미래, 전자, 정보통신 등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미래의 로봇은

인간의 감정과 생활습관까지 이해하는 휴머노이드일 것으로 전망

○ 인간의 행동과 지시를 종합하여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마다 적절한 행동을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

* 독일의 KUKA, 스위스의 ABB, 일본의 파낙, 야스카와 등의 기존 기업에 이어

애플, 구글, 아마존(애글존) 등 IT기업의 강자들이 차세대 로봇에 투자 중

자율경비로봇(KIST) 인명구조 로봇 휴머노이드 로보컵 히치하이크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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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로봇!

□ 전통적인 산업용뿐만 아니라 홈서비스, 교육 및 문화, 대형 재난,

해양건설 및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용도가 확장(’14, 로봇신문)

○ (산업용) 관련 산업계의 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자동화 도입의 

요구에 따라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식품·음료 산업에서 분류, 포장, 물류 작업 등을 수행하는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도입

○ (홈서비스) 현재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청소로봇 이외에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가전 로봇 출현을 예고

-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이 로봇에 활용

* 국내 퓨처로봇사의 ‘가전홈로봇’, 유진로봇의 ‘로봇웨이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홈’과 ‘홈챗’ 등도 출시

○ (교육 및 문화) 교육용 로봇 시장은 현재까지 약 500억 원 수준이며,

문화 관련 로봇은 공연부터 승마까지 여러 형태가 개발

- 교육 보조용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용 로봇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며,

레저문화와 연계한 엔터테인먼트용도 상용화를 준비

* 교육용은 SK텔레콤의 알버트·아띠, KT의 키봇2, 로보빌더의 RQ시리즈,

문화용은 코이안의 공연 로봇, 아지산업의 승마로봇 등이 주목

안내용(퓨처로봇) 어린이 교육용(KT) 공연용(코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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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안전)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을 구조하고, 위험물을 

처리하는 로봇의 개발도 활발

- ‘11년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재난재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폭

세계도 인정하는 우리나라 재난 구조 로봇!

▷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주관하는 2014 재난 구조 로봇 경진대회

(DARPA Robotics Challenge)에 KAIST팀이 본선 진출의 쾌거를 달성!

- 대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로봇이 주어진 8가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

* 8가지 임무: 자동차 운전 → 험지(險地) 돌파 → 사다리 타기 → 장애물 제거→

문 열기 → 벽 뚫기 → 밸브 잠그기 → 소방호스 연결

- 최종 11개 팀이 본선을 통과하였으며, 최종 결선은 ’15년 6월에 열릴 예정

DRC-Hubo(카이스트) RoboSimian(JPL) Atlas(록히드마틴) Helios(MIT)

○ (해양건설·교통) 인간을 대신하여 바다에서 정밀한 작업을 하거나

육지에서 운전을 대행하는 로봇들이 개발

- 심해에서의 해양 플랜트 및 터널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중 건설로봇에 대한 개발 사업이 시작

* 해양수산부는 ’18년까지 수중 용접용 및 케이블 매설과 구조물 설치를 위한

ROV, 파이프라인 매설을 위한 로봇 개발에 850억 원을 투자할 계획

-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 수소 연료 자동차를 넘어 로봇카(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으로 전망(’12, IEEE)

* 구글에서 처음 선을 보인 이후, 아우디, GM, 혼다, 현대를 포함한 자동차

4사와 각종 플랫폼 업체가 개방형자동차동맹(OAA)를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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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담은 로봇 콘텐츠

□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는 이외에도 소설,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소재거리로도 인기

○ (소설) 미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SF소설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로서, 로봇은 인간의 친구이거나 적으로 출현

- 차페크의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1920)’에서 로봇은 노동자로서 

인간의 지배를 받다가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멸망시킴

-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I Robot, 1950)’은 유모 로봇, 형사 

로봇부터 슈퍼컴퓨터까지 아홉 종류의 로봇 이야기 묶음 

-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 꿈을 꾸는가?(1968)’는 핵전쟁 후 

인류에 항거하는 안드로이드와 현상금 사냥꾼의 싸움을 그림

*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의 원작이 된 소설

○ (영화) 소설의 모티브를 기반으로 하고 감독의 상상력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 영화가 등장(filmsite.org)

- 버튼 킹의 ‘마스터 미스터리(1920)‘에서는 로크라는 정부의 비밀

요원과 범죄 조직의 하수인인 Q라는 악의 로봇이 등장

-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1927)‘에서는 최첨단의 미래도시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여성 로봇이 등장

카렐 차페크 아이작 아시모프 마스터미스테리 메트로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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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에 등장하는 인공

지능 컴퓨터 할(Hal)은 목성으로 가는 중에 반란을 일으킴

* 로봇 ‘할’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뇌는 이후 다른 SF영화의 주제로 등장

-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1977)’에는 코믹한 C-3PO와 R2-D2가 

같이 등장하여 주인공들과의 모험이 전개

- ‘스타트랙(1966~)‘ 중 87년에 방영되었던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간형 로봇 데이터의 인기는 마니아를 형성할 정도

* 드라마 속에서 데이터는 로봇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이 되고 싶어 하며,

인간의 감정 변화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가지는 캐릭터

○ (애니메이션) 로봇을 소재로 하는 애니메이션은 대체로 미국보다

일본에서 발달하였으며, 깊은 철학이 내재된 작품이 다수 

- 데츠카 오사무의 ‘철완 아톰(1963)’은 패전 후 실의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40%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작품

* 아톰은 원자라는 뜻으로 히로시마 원폭을 의미하며 폐허가 된 일본을 지킨다는

설정으로, 다양한 농업용 로봇과 빌딩형 농장이 등장하는 점도 인상적

- 나가이 고의 ‘마징가 Z(1972)’는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만화이며,

그 외에 최초의 변신로봇 ‘게타로보(1974)’도 걸작 

- 토미노 요시유키의 ‘기동전사 건담(1979)’은 인간형 로봇(모빌슈트)들의

무의미하고 잔혹한 전쟁 속에서 소년의 성장을 묘사

* 이 만화의 인기로 일본에서는 ‘건담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

2001 스페이스오디세이 스타워즈 철완 아톰 기동전사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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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를 이끌 로봇산업

광대한 로봇산업의 영역

□ (로봇산업) ‘13년 생산액 2조 2,21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09년 이래 연평균 21%의 고속 성장(’14,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업용이란 자동화된 공장에서 사용하는 로봇을 이르는 것으로,

전체 로봇산업의 76%(1조 7천억 원)를 차지

- 공장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된 가변동작을

통해 물체와 부품 등을 이동시키도록 설계 

* 구체적인 시장 규모는 화물의 이동 및 적재용(6,779억), 조립 및 분해용

(3,015억), 용접용(2,922억), 기타 제조업용(1,529억 원)의 순임

○ 서비스용은 비제조업에 이용되는 로봇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 

및 전문 서비스로 세분화되며 3,029억 원(전체의 12%)의 시장

-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 규모는 2,651억 원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청소기’가 대표 아이템

* 로봇청소기 생산 규모만 따져도 약 2,000억∼2,500억 원 규모이며, 관련

업체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유진로봇, 마미로봇 등 다수 업체가 포진

- 전문 서비스(378억 원)에는 군사, 의료, 사회 인프라, 극한 작업용

뿐만 아니라 농업용 로봇이 포함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 ’13년 세계 로봇 시장의 규모는 약 14조 6천억 원(130억 달러)으로 제조업용

로봇의 비중이 약 73%를 차지(’14, WorldRobotics)

- (제조업용)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17만 8천여 대(95억 달러)로,

중국의 점유율이 20%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등극

* 중국의 경우, ’08∼’13년 동안에 산업용 로봇의 공급량은 연평균 36%씩 증가

- (서비스용) 전년대비 4% 줄어든 21,000대가 판매되었으며, 총 시장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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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및 부분품 부문은 완제품으로서의 로봇이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생산업으로, 생산액은 2,223억 원 규모

- 구동, 제어, 구조 그리고 센싱(sensing)뿐만 아니라 로봇을 제어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

□ (전방 산업) 자동차 및 정밀기기산업 뿐만 아니라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13.12, 산업연구원)

○ 자동차 산업은 금형을 이용한 프레스에서부터 차체 조립, 도장,

의장 등 일련의 전 과정에 로봇을 활용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완성차, 차체 및 트레일러, 부품 등)의 생산액은

175조 원, 종사자 수 29만 5천명 규모(’12년 기준, ISTANS)

○ 정밀기기 분야에서는 방사선 장치 및 광학기기 등 고도의 가공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할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용

* 정밀기기 산업 생산액은 16조 5천억 원, 종사자수는 7만 천명(’12, ISTANS)

○ 노트북, 모니터 및 TV에 이용되는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고해상도,

경량화를 위하여 로봇이 다양하게 쓰임

*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12년 매출액은 80조 원이 넘으며, 종사자수는 9만

4천 명에 이르는 규모(’13, 미래창조과학부)

○ 기존에 의사의 임상 경험에 의존하던 수술 과정에 로봇이 도입

되면서 의료산업 전반에 활용이 늘고 있는 상황

* 국내 의료용 로봇 시장은 ’10년 35억 원 규모(’1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디스플레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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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에서도 지뢰를 제거하거나 극한의 전투에 임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이 군인을 대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 우리나라 방위(防衛)산업 규모는 11조 3,719억 원 수준(’14, 산업연구원)

○ 이외에도 보안, 공공서비스, 건강, 복지, 홈 네트워크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로봇 기술이 개발 중

- 일본은 2035년에 이르면, ‘인프라 검사’ 위주에서 간호, 복지 및 

농수산업 분야의 수요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14.8.6, 아사히신문)

* 2035년 복지 분야에 이용되는 로봇의 출하액은 4,000억 엔(3조 7천억 원),

농수산업 분야는 2,000억 엔(1조 8천억 원) 등이 될 것

지뢰 제거용 노인 간호용 노인용 머슬 수트 보안용

□ (후방 산업) 로봇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되며, 기계 및 

전자부품, 금형, IT, S/W 산업 등이 해당(’13.12, 산업연구원)

○ 기계는 로봇의 뼈대, 전자 관련 부품은 혈관과 오감의 기능을 

대신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

* 우리 전자부품 산업의 생산액은 30조 원, 종사자 수 9만 천명 규모이며,

기계 산업은 102조 원 규모(’12년 기준, ISTANS)

○ 반도체 및 IT 산업은 로봇의 판단력을 좌우하는 두뇌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미래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중요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

* 반도체 산업의 생산액은 64조 원, IT 제품은 104조 원의 시장을 형성(’12년

기준, IS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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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농업용 로봇 시장

□ 세계 농업용 로봇의 시장규모는 8억 1,700만 달러(’13)로 왜소하나

’20년에는 18조 원(163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른 성장이 예상

○ 다른 로봇 분야에 비해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특히 높은

것이 특징(’14, Wintergreen research)

- Lely사(社)는 로봇착유기로 유명한 회사로, 이외에도 축사 청소,

배합사료(TMR) 자동급이로봇 등도 생산하는 네덜란드 농업로봇 기업

* ‘13년 농업용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77%에 달하며, 로봇착유기는

5,100대, 축사 청소로봇 등은 760대를 판매(’14, World Robotics)

- Yamaha사(社)는 일본 논의 65%에 달하는 농경지에 헬리콥터 

드론(RMAX)을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4.8∼6ha/시간)

* ’13년 세계 농업용 로봇 시장의 4%, 일본 항공 방제 시장의 100%를 점유

- Kuka사(社)는 농산물 및 식음료의 물류에 필요한 포장, 적재,

팔레타이징 로봇을 생산하는 독일의 산업용 로봇 기업

* ’13년 세계 농업용 로봇 시장의 3%를 점유(’14, Wintergreen research)

○ 그 외 전통 농기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John Deere,

AGCO, CNH도 시험용 로봇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 관심

- 세계적으로 약 500종의 농업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며,

중국에서는 무인 트랙터 5종이 이미 개발

* John Deere는 무인 트랙터를 개발했고, 최근 무인 잔디 깎기 기계 등을 출시

로봇착유기(Lely) 무인헬리콥터(Yamaha) 식품포장용로봇(K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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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팔을 대신하는 로봇

□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로봇이 사람의 팔을 대신하는 것일 만큼

가장 산업화가 진전되고 규모도 큰 분야

○ 세계 최초의 로봇기업인 유니메이션의 로봇은 팔 형태로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社)와 제너럴모터스사(社)에 설치

- 포드에서는 주물기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으며, 제너럴모터스는

최초로 생산라인에 로봇을 도입

○ 산업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로봇팔(Robot Arm)은 팔 

역할의 머니퓰레이터와 손 역할의 엔드 이펙터로 구성

* 머니퓰레이터(manipulator)는 우리말 단어가 없으나 대체로 어깨에서 손목

까지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관절의 역할을 하는 축이 중요 부위

상추이식로봇(농진청)딸기수확로봇(농진청)토마토수확로봇(MIT) 로봇착유기

□ 농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파종부터 수확까지 다양한 로봇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실용화

○ 대규모 육묘장이나 식물공장이 생겨나면서 파종기가 정착되고 

묘를 이식하는 로봇이나 축산분야에서는 이유, 착유로봇 등이 등장

○ 특히, 과채류 등 연약한 과일을 정확하게 찾아 상하지 않게

수확하는 기술을 가진 수확 로봇은 산업용 로봇보다 난이도가 높음

* 딸기처럼 잎 사이에 숨은 과일을 찾아 손 역할의 팔로 수확하면서도 꼭지

부분을 잘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센서, 컴퓨터 등의 첨단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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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다리를 대신하는 로봇

□ 로봇팔이 사람의 손을 대신했다면 사람의 다리를 대신하는 것은 

자율이동장치

○ 대표 사례가 자동차로,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중요한 미래

아이템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군사 목적의 개발도 상당히 진척

- 지게차, 자율이송장치 등의 운송수단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유통업체의 쇼핑카트, 개인용 카트도 해당

○ 위치를 판단하는 정보통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판단 및 제어가 핵심기술로 미국이 가장 앞서 있음

□ 농업에서 가장 빠르게 정착한 것은 자율주행 트랙터로서 세계적인

농기계 기업 등에서는 자율주행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실용화 중

○ 현재의 정밀농업기술에 통신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자율주행

농기계를 먼저 개발하기 위해 각국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존 디어나 국내의 동양, LG농기계 등에서도 인간의 판단을

돕기 위한 내비게이션 등의 보조기구 장착은 일반화

*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2005년 인터넷을 통해 56㎞ 거리의 트랙터를

원격 제어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기술을 연구 중

○ 시설원예단지나 식물공장에서는 작업자와 같이 이동하면서 작업을

돕는 파트너(작업보조) 로봇, 무인제초로봇이 일부 실용화

군사용 수송로봇 자율주행트랙터 작업자추종로봇(농진청)벼 제초로봇(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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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오감을 대신하는 로봇

□ 인간의 오감(五感)에 해당하는 로봇 센싱기술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와 인공지능의 만남으로 실현

○ 유비쿼터스는 라틴어 ‘ubique’를 어원으로 하며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의 의미이며, 센서 기술이 핵심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센서를 통해

전해진 정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

○ 인공지능은 센서를 통해 전해진 정보에 따라 기계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사전에 입력된 명령대로 동작하거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실행하는 로봇청소기가 대표적

로봇청소기 태블릿으로 제어 토양정보 전자지도 비파괴선별기

□ 시설원예 등에 적용하고 있는 센서 기반 환경제어는 제어 조건을 

사전에 사람이 입력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컴퓨터가 이를 대행

○ 컴퓨터에 의해 온습도를 감지하여 측창을 여닫고, 보온커튼을 

치고, 토양의 조건에 따라 관수하는 작업 등은 거의 실용화

- 트랙터에 탄 채로 토양의 습도, 비료 농도 등을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관수와 시비를 하도록 하는 정밀농업 기술도 해당

○ 과일을 자르지 않고 품질을 측정하여 등급을 매기고,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선별하는 비파괴선별기는 일부 농가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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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불안, 좌절 등을 덜어주는 감성(感性)로봇

□ 인간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거나

대신하는 로봇 분야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산업현장의 로봇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위해를 방지하는 기능이 특히 강조

- 지뢰탐지로봇, 무인정찰 또는 공격기 등의 군사무기나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로봇, 재난구조로봇 등이 대표적

* 높은 수준의 견고도, 안전성이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소재공학, 안전

공학, 센서 기술에 대한 높은 기술이 필요

○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술용 로봇,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의수, 의족,

외골격, 감성형 로봇 등도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분야

* 입는 로봇(외골격, Ex-skeleton)은 사람의 근력을 크게 높여 힘이 많이

필요한 분야나 군사 분야, 노령화된 작업인력 보조 분야에 사용될 전망

□ 농업측면에서 가장 보편화된 것은 작업의 효율도 높이고 부상

위험도를 낮춘 기계들

○ 과채류 접목로봇은 효율도 높이고 위험도는 낮춘 대표적 기기이며,

그 외 병해충 예찰시스템, 무인방제항공기 등도 개발 중

○ 최근 일본, 유럽 등에서는 근력이 약한 노인, 여성들의 근력을 

보조하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로봇에도 상당한 투자가 진행

인명구조용 드론 로봇 의수 접목로봇 농업용 작업수트(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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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로봇이 필요한 이유

□ 로봇은 인류가 직면한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핵심 기술이 될 것 

○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 더욱이 우리 농촌의 고령화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

* ’13년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7.3%로 전국 평균(12.2%)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일본 농촌(36.1%)보다 더 높음(’14, 국회입법조사처)

- 농촌의 일손 부족은 이미 만성화되고 있어, 농촌 노동 임금은 

’85년 이후 연평균 8.2%씩 꾸준하게 증가 

* 남성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85년 9,695원이던 것이 ’13년 91,917원까지 증가

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6,940원에서 60,612원으로 상승(’14, 통계청)

농업 로봇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약속할 수 있을까?!

▷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90억 명에 이를 것이며, 주어진 농업관련 자원(토지,

물, 노동력 등)을 감안할 때, 농업 생산성은 25% 이상 증가해야 함

- 로봇은 지난 60년간 농업을 제외한 산업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미래 농업에도 같은 기여를 할 것(’14, IEEE)

* 향후 20년 내에 로봇 기술은 기존 농기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날씨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될 것(’14, Bayer CropScience)

○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핵심 및 원천기술, 특허 등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

- 우리의 로봇 기술수준은 세계 4위이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제조용 15%, 농업 등 서비스용 30% 수준(’14.10.25, 파이낸셜뉴스)

* 특허 등록 건수도 미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질적 경쟁력은 미국이 1.3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22에 불과(한국지식재산전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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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로봇산업은 세계가 인정한 메가트렌드

□ 세계 유수의 학자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 기술로서 IT의 뒤를 이어 

로봇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 각국의 투자도 활발한 상황

○ 아직 시장규모는 작으나,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한창

* 정부는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의 수요를

창출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의 정책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

○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적자원과 높은 수준의 제조업 기반이 

있어 로봇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여지는 충분

성급한 영역 나누기보다 국가 역량의 집중이 시급

□ 미성숙된 시장, 부족한 로봇 전문인력 등 열악한 산업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일류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성급히 산업분야별로 영역을 나누기보다 산업간 역할 분담과 

기술 융합을 통한 시장 차별화와 글로벌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로봇개발 관련분야 인력을 육성하고,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업계의 표준화․규격화도 서둘러야 함

○ 로봇기술의 특성상 개발된 원천기술은 다른 분야로의 적용이 

쉽고, 활용범위도 넓으므로 핵심기술의 빠른 선점이 관건

* 미리 선진국의 산업재산권과 보호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

○ 공공부문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공동구매, 장기임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 수립도 병행되어야 빠른 확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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