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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Focus

물류 로봇산업 현황 및 동향
박혜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01
선정 배경
초고속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센서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기술이
진화하고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 ’00년, 74억 달러(8조 8,430억 원)였던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5년 669억 달러
(79조 9,455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세계 로봇 시장 규모 추이

(출처: 동아일보(2017))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
최근

모바일 주문 및 물류 배송 증가로 로봇 분야 중 물류 로봇의 매출 및 출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물류 로봇의 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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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quarie 보고서, ’17년도 기준) 물류 로봇의 매출 규모는 ’17년 10억 달러(1조
1,950억 원)에서 ’25년 186억 달러(22조 2,270억 원)로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물류 로봇의 출하대수는 ’17년 31,000대에서 연평균 48%씩 성장하여 ’25년
700,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그림 2. 로봇 분야별 매출 및 출하대수 전망

(출처: IITP 보고서(2017))

-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서, ’18년도 기준) 세계 물류 로봇의 시장 규모는 ’16년 3억
8,600달러(4,612억 7,000만 원)에서 ’21년 7억 3,500달러(8,783억 2,500만
원)로 연평균 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3. 세계 물류 로봇의 시장 규모 추이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보고서(2018)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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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물류 로봇 시장 규모는 ’16년 99억 원에서 ’21년 181억 원으로 연평균 13.8%
성장할 것으로 예상

그림 4. 국내 물류 로봇의 시장 규모 추이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보고서(2018) 참고 작성)

02
물류 로봇 개요
(개념)

창고나 공장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원료 재료, 부품, 상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상품의 이송ㆍ적재ㆍ집하ㆍ분류ㆍ포장 수행 가능
(주요기능

및 기술) ① HW, ② 주행, ③ 인식, ④ 조작, ⑤ 협업, ⑥ 사용성/유지보수
기술로 분류 가능
표 1. 물류 로봇 주요기능 및 기술
기능

기술

로봇플랫폼,
HW

- (용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물류 로봇플랫폼, 사물 인식용 센서, 위치 인식 모듈,
물품 조작을 위한 머니퓰레이터, 물체 파지 장치

주행

- 실내 환경에서 강인한 고정밀/고속 위치 인식 및 자율주행 기술

인식

- 다양한 물품을 식별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기술

조작

- 다양한 물품을 포장, 적재할 수 있는 기술

협업

- 인간과 로봇, 로봇과 로봇, 로봇과 공장 간의 협업 제어 기술(다중로봇 스케줄링
최적화 및 관제 시스템 개념 포함)

사용성/
유지보수

- 기존 장비/시설과 쉽게 융화되어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사용 설계기술, 수리/
유지보수 등을 사용자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설계기술
(출처: KEIT PD Issue Report (2017) 원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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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물류 로봇의 개발 및 도입 현황
국내외

기업별로 물류 로봇의 개발 및 도입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 국내외 기업별 물류 로봇의 개발 및 도입 사례
구분

국내외 기업

내용

(美) Amazon Robotics
- 인간-로봇 협업 및 다중로봇 최적 스케줄링 가능
- 최대 340kg 적재, 6.4km/h(1.78m/s) 속도

(美) Fetch Robotics

(瑞西) Swisslog

(加奈陀) CIMCORP

주행 해외
(加奈陀) Clearpath Robotics

(日) Nidec

(中) 징동닷컴

- 이송 로봇 Freight(최대 68kg) 개발
- 주문 접수 시 창고에서 해당 물건을 바구니에 넣어
포장대까지 운반
- 일반 AGV에서 지게차 형태까지 복잡한 물류시스템부터
단순한 왕복이송까지 대응함으로써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운송 옵션 외 제어 SW 갖춤
- 창고관리 시스템 혹은 자체 ERP시스템 연계, 전체 공장에
완벽히 통합된 서브 시스템으로서 조작 가능하도록 지원
- 3D Shuttle 개발
- 바닥이

아닌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통해 상하좌우로
물건을 옮기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종의 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시스템 적용
- 국내 서울우유 및 남양 등에서 적용
- 자율주행 창고 로봇 OTTO 개발 및 사업화
- OTTO-1500(’15년, 최대 1,500kg)
- OTTO-100(’16년, 최대 100kg)

- 공장

지도에서 목적지를 지시하면 최적 경로를 산출해 이동
- 최대 1,000kg 적재, 최대 60m/min 속도, 8시간 작동
(1시간 충전)
- 中 징동닷컴 상해 자동화 물류센터 내 화물 입고, 저장,
피킹, 패킹, 출고 전 과정 무인화
-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시스템 장착, 창고 자동화, 수송, 택배 분류 등 자동화
장비 자체 개발
- 하루 20만 건 물류 처리, 기존 차오 대비 10배 고효율,
작업 속도 5~6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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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외 기업
㈜마로로봇테크

포테닛㈜

내용
- 표준 QR코드로 환경 인식, 주행 제어, 자동충전 및
MES(생산관리시스템) 연동
- 회전반경이 좁아 협소한 현장 환경 사용용이
- 약품 자동화 기업에 납품(’17년)

- 레이저 스캐너 방식의 자율주행 P-AGV
- 운반형/견인형 구분
- 최근 카카오인베스트,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투자

주행 국내
대성SE

- 표준형(최대 5톤, 분당 60m, 전후진/제자리턴)
- 경제형(최대 0.3톤, 분당 20m, 단순 반복 이송, 전진)
- Chassis marriage(횡이동, 사선이동, 상대 물체와 동기
주행 등)

한성웰텍(주)

- POWER AGV브랜드로 중량물 이송용, 경량물
이송용(카트형/견인형) 등으로 구분
- 중량물이송용은 금형, 코일, 압연 롤 등 고하중 이송 가능
- 삼성전자 광주/구미 공장 등에 LGV납품

(美) Wynright
- LiDAR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시간당 약 500개의 박스 처리 가능

(美) Right Hand Robotics

(美) InVia Robotics
적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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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vard, Yale, MIT 연구자들이 공동 개발
- 사람과 비슷한 시간당 500~600개의 아이템을 집을 수
있는 RightPick 기술
-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물건, 다른 물건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진 물건을 인식하는 문제 해결
- 피킹로봇 Grablt
- 진공청소기와 같이 공기를 흡입(Suction)하여 물건을
로봇팔에 붙이는 방식 사용

(佛) ALFI Technologies

- PACKTRIS 개발
- 3차원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인식할 수 있음
-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3차원
테트리스와 같이 빈틈없이 적재 가능

(和蘭) Robomotive B.V.

- ’18년 DHL의 물류창고에 집기 및 적재를 적용
- 로봇팔의 주변 환경을 제한구획(cell)으로 통제하여
로봇이 박스를 집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 시간당
400개의 박스 처리 가능

물류 로봇산업 현황 및 동향

구분

국내외 기업

내용

(日) Hitachi 제작소

자회사)의 물류센터에 약
- 히타치물류(히타치제작소

5억 엔(100대 기준)을 투자하여 아마존 키바와 유사한
라쿠르(Racrew) 도입(인력 절감화 등 물류 효율성 3배 향상)
- 이동하는 AGV에서 로봇팔을 이용하여 피킹하는
기술개발
- 최대 500kg 적재, 최대 60m/min 속도 이동

(中) Dorabot

- 일본의 야스카와(Yaskawa)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물품의
정렬, 적재, 팔레타이징 작업을 개발
- 정렬은

시간당 700개, 물품을 떨어뜨리는 중력 정렬은
시간당 1,000개, 적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에 시간당
각각 380개 280개, 팔레타이징은 시간당 400개까지 가능

CJ대한통운

- 종합물류연구원에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최대 500kg,
1m/s)을 개발(전자부품연구원, KAIST, 엔스퀘어 공동
개발)
- 레이저

및 카메라 내 센서를 통해 최적 경로로 자율 수행,
충돌 감지에 따른 정지, 장애물 회피 경로 생성, 컨베이어
벨트와 리프트로 구성되어 용도별 적재 화물 다양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상품 확인 및 피킹
- 작업시간

30% 단축, 피킹 오류율 20% 감소 기대/
‘w-내비게이터’로 불리는 이동형 피킹 시스템 운영

적재 국내

한컴로보틱스(舊 코어벨)

(英) OCADO

(印度) GreyOrange Robotics

- 박스별로 해당하는 팔레트에 구분 적재하는 구분 적재
로봇 시스템 및 물류이송에 사용되는 무인운반차(최대
250kg/500kg) 개발

- 그리드

시스템에 의해 제품 리프팅, 분류, 이동 등 업무
수행, 매주 65,000건 주문 처리
- 4m/s

속도로 이동 자동충전, 4G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
처리

- 인도 물류 자동화 시장의 90% 점유
- 하루당 300만 개 분류 처리 가능, 재고 저장 및 주문 처리
자동화

분류 해외
(中) Hikvision

- HIKRobot 개발: 5kg, 3m/s, 8시간/1.5시간 충전
- 중국 1위 택배회사인 신통택배(STO Express)에
적용되어 하루 20만 개의 택배를 분리 및 처리
- 2차원 바코드를 기반으로 주행

(中) Geekplus

- 컨베이어 작업 벨트 장착AGV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S20에서 운영, 로봇 200대가
시간당 1만 개의 소포 분류, 24시간 운영
- 로봇과 SW 등 시스템 구축에 2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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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구분

내용

(美) Locus Robotics

(日) Mujin

- Quiet Logistics에서 분사, LocusBot $35,000
- 정확한 물품의 선택과 포장 작업 가능
- Quiet Logistics는 로봇 도임 후 작업자의 이동 거리가
22.53km에서 8.04km로 단축
- 다축 로봇 제어 컨트롤러 시스템으로 기존 자동화가
어려운 피킹, 포장 작업 자동화 실현
- Muzin의 Pick-Worker은 산업용 로봇과 3차원 카메라를
사용, 상품을 구분하고 컨테이너에서 이동하는 상품을
집어 발송지별로 자동 포장
- 現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아스쿨의 요코하마 물류거점에
도입,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JD.com이 신설하는 全자동
대형 물류센터 도입(’18.2월)

포장 해외

(출처: ETRI 보고서(2019), KIRIA 보고서(2018), KIRIA ISSUE Report(2018),
KEIT PD Issue Report(2017) 및 다수의 온라인 자료 참고 작성)

(활용

효과) ① 단순반복적인 노동력 감축, ② 기존 노동인력에 대한 의존성 감소,
③ 작업 오류 감소, ④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⑤ 작업효율 향상*, ⑥ 운영비용 절감**
* 13개(‘16년)의 물류센터에서 Kiva System(現 아마존 로보틱스)을 설치 및 운용함으로써
물류 처리 속도가 기존 60~75분에서 약 15분으로 단축됨
** 아마존이 물류센터에 물류로봇 시스템을 도입한 후 운영비용의 약 20% 절감

04
정책 동향
(해외)

차세대 로봇 시장에서 물류 로봇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각국은 물류
로봇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
표 3. 주요국의 물류 로봇 정책 현황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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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연방교통

예산법 MAP-21의 국가화물정책에 따라 인프라, 관련 기관,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화물운송전략 제시
* 화물운송시스템 관련 인프라 개선, 효율적인 물류체계 정비 및 화물운송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기구 마련, 화물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화물운송지원
자금 조성 등
- 제조업 부흥을 위한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11.6월)”의 일환으로 다부처 협력
“국가로봇계획(NRI: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추진
- ’17년부터 국가로봇계획(NRI) 2.0을 추진하여 Ubiquitous Co-Robot 실현을
목표로 물류 지원을 확대 중
* NSF(국립과학재단), DoE(에너지부), DoD(국방부) 등 범정부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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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프랑스

주요 내용
- 10개년 「화물교통 및 물류 이니셔티브를 위한 실천계획(′10-′20)」을 수립
*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기간망 계획과 물류산업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5개
목표 27개의 세부 추진과제 제시
* (목표) 물류 허브 경쟁력 강화, 화물운송수단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효율화, 복합
운송(인터모달 등) 활성화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 확보, 환경친화적 화물운송체계
개발, 물류 산업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인적 역량 강화
- “프랑스 로봇 이니셔티브(France Robot Initiative)” 추진
* 프랑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육성정책의 34개 분야 중 하나
* (목표) ′20까지 세계 5대 개인 및 전문 서비스용 로봇 산업국 육성
* 로봇산업 5개 집중 육성: ① 운송 및 물류, ② 방위 및 안전, ③ 환경,
④ 스마트기계, ⑤ 개인 서비스

일본

- 국토교통성은 5개년 종합물류시책 대강(’13~’17) 수립
* 3개 목표, 10개 분야, 5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97년 이후 ’13년까지 4차례
종합물류시책대강 수립
* (목표) 물류 산업 해외 진출 추진 및 글로벌 역량 확보, 물류 산업 친환경 정책
촉진, 물류 부문 보안ㆍ안전 확보
- 고령화, 재해 등 국가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로봇 신전략(’15)’에 따라 규제개혁,
보급ㆍ확산, 기술개발 등 추진 중
* ’20년까지 제조, 개호, 재해, 농업 등 4대 로봇 분야에 1천억 엔 지원 계획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소사이어티 5.0(’16)을 통해 로봇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과제(저출산ㆍ고령화 등) 해결 노력
* 5대 신성장 전략 분야(핀테크, AI, IoT,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등) 내 로봇 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18년도 55억엔 규모 지원 중

중국

- 경제발전 제12차 5개년계획(’11~’15) 내 56개의 육성 중점대상 중,
서비스산업발전계획에 물류 산업 선정
* 중국 택배 시장 전면 개방, 주요 항만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치, 7개
주요 과제 실시 등을 담은 물류산업 발전 중장기계획(’14~’20) 발표(중국 교통부)
* 물류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7개 주요 과제: ① 물류 기업 전문화 수준 제고,
② 물류 정보화 강화, ③ 기술장비 현대화 추진, ④ 물류 표준화 구축,
⑤ 지역 물류발전 추진, ⑥ 국제 물류발전 추진, ⑦ 녹색 물류 추진
- 로봇을 10대 핵심 산업(중국제조 2025) 중 하나로 선정하고 “SMART
Manufacturing*” 프로젝트 추진(’15.5월~)
* 제조업 핵심기술ㆍ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낙후 생산설비 문제, 에너지 효율
저조 문제를 해결 목적으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및 로봇 활용 지원
- 과학기술부는 ‘스마트 로봇 프로젝트 가이드’를 발표(’17.8)
(출처: KIRIA Issue Report (2018), 산업통산자원부 자료 (2019) 및 KOTRA 보고서(2018) 원문 발췌)

(국내)

우리나라도 물류 로봇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 추진
- ‘로봇산업 발전방안’(’16)* 및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18) 발표
* 5대 유망품목(첨단제조, 의료재활, 물류이송, 소셜, 안전로봇)에 물류이송 로봇 포함
** ’22년까지 5대 유망 분야(스마트홈, 의료ㆍ재활, 재난ㆍ안전, 물류이송, 농업) 서비스 로봇
개발ㆍ상용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예정

- 각 부처의 물류 로봇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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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물류 로봇 R&D 지원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기간 성과유형

성과

’13.09~
’14.08

보고서
사업화

AGV 무인 물류이송 장비

중형급 라인트래킹
물류 로봇 개발

’15.06~
’16.05

사업화

중형급 라인트레이싱 물류
로봇

교통물류
연구

지능형 물류센터
’11.12~
상ㆍ하역 및
’14.07
이송시스템 기술개발

논문,
특허,
SW

무인 지게차의
복합 센터 시스템, 무인
지게차 제어를 위한 플랫폼

소재부품
기술개발

비정형 소화물 피킹
작업 자동화를 위한
물류 로봇 피킹 툴
개발

’16.03~
’19.12

진행 중

비정형 소화물 형상 적응형
유연작업툴 시리즈 및 툴
체인저 개발

ICT기반 제조공정용
’17.07~
물류 로봇 시스템
’19.12
개발

진행 중

제조공정용 물류 로봇
시스템

제조라인 및
물류센터에서의
물류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동
매니퓰레이터 개발

진행 중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창고
내 물류의 지능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산학연협력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국토교통부

과제명
AGV(Automatic
Guided Vehicle)
무인 물류이송 장비

시스템산업
산업통상
거점기관지원
자원부
로봇산업
융합핵심
기술개발

’17.04~
’20.12

(출처: KIRIA Issue Report(2018)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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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류

산업에서 높은 인건비 및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물류
로봇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세계 국가 및 기업은 물류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
전자상거래 증가 및 산업현장의 자동화 추세로 물류 로봇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도 물류 로봇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물류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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