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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일본 

1. (개요) 산업용 로봇 생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일본 

 일본은 화낙(ファナック)·스카와전기(安安安安)·가와사키중공업(安川川川川) 등의 기업들

이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을 선도 

 일본은 로봇 관련 다양한 요소기술과 생산기술, 실제 사례에 기반한 운영상의 노하우와 경

험을 가지고 있어 산업용 로봇의 강점을 서비스 로봇에 이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전망  

 일본 특허청이 분석한 자료에
1)
 따르면, 세계 산업용 로봇 특허 출원건수 상위 1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7개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은 로봇 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음 

 또한, 로봇 핵심 부품인 감속기, 서보모터, 센서 등에서 일본 기업은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15, valuation@iitp.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特特庁, “平平 25年年 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 ロボット”, 2014. 2. 

한‧중‧일 로봇 산업 및 정책 동향 

(가) 세계 산업용 로봇 생산 점유율(2014년) (나) 세계 산업용 로봇 특허 출원건수(2007~2011년) 

<자료> 국제로봇연맹, 일본특허청 

[그림 1] 세계 산업용 로봇 국가별 생산 점유율과 산업용 로봇 업체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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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정책) 세계 제 1 의 로봇 생산 국가에서 세계 제 1 의 로봇 활용 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일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본은 노동인구 감소와 노인 보호/부양 문제, 사회보장비 급증과 

같은 심각한 국가적 난제에 직면 

 또한, 로봇 산업의 핵심역량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이 제조에서는 이기더라도 비즈니스에서는 결국 미국에 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 

 이에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2015년 1월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 ‘로봇신전략(ロボット新戦略)’을 발표
2)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3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일본재흥전

략(日日日日戦略)’에 기반하여 2014년 총리실 산하에 ‘로봇혁명실현회의(ロボット革革実現会議)’ 

조직을 출범시켰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서 로봇신전략을 발표  

 일본 정부는 다가오는 2020 년 도쿄올림픽을 이른바 ‘로봇 올림픽’으로 개최하여, 세계에 일본

을 로봇 선진국으로 재각인시킨다는 전략 

 로봇신전략이 계획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로봇의 성장이 중요 

 일본 정부는 로봇신전략을 통해 △세계 제일의 로봇 활용 사회 △세계 로봇 혁신 거점 △세계를 

선도하는 로봇 신시대 전략 등 3대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고, 로봇 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제

조 로봇은 현재보다 2배, 서비스 로봇은 현재보다 20배로 육성시킨다는 계획 

 따라서 2015년부터 5년 동안 일본에서 서비스 로봇이 얼마나 개발/보급될 수 있느냐가 로봇신

전략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전망  

[표 1] 로봇신전략의 6개 중점 산업별 시책 

산업 중점 시책 2020년 실현 모습 

제조 

- 부품 조립, 식품 가공 등 노동집약적 제조
업을 중심으로 로봇 도입을 추진 

- 로봇 도입이 늦은 준비공정 등에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IT 활용으로 로봇을 고도화

- 로봇업체-사용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시스
템 통합 업체 육성 

- 로봇 표준 모듈화 및 공통 기반(로봇 OS)을 
정비 

- 조립 과정의 로봇 보급률 향상: 대기업 
25%, 중소기업 10% 

- 차세대 로봇 활용 모범사례: 30건 
- 상호운용 가능한 하드웨어: 1,000 제품 이
상 

- 시스템통합 사업 관련 시장 규모 확대 

 

                                          
2) 革革ロボット 実現会議, ‘ 新ロボット 戦略’,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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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점 시책 2020년 실현 모습 

서비스 

- 물류, 도소매, 요식, 숙박 등의 업종에서 로
봇 도입을 적극 추진 

- 활용 모범사례의 수집과 전국적 전개를 통
해 지역 경제 서비스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
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상승의 선순
환을 형성 

- 차세대 요소 기술 개발로 접객 자동화 검토 

- 피킹, 분류/검사 작업에 로봇 보급률 30% 
달성 

- 도소매, 요식, 숙박 업종에서 배달이나 청
소와 같은 작업을 중심으로 활용 모범사례
를 수집(100개 정도) 

간호 

- 침대로 이송 지원, 보행 지원, 배설 지원, 
치매 관찰, 목욕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발/실용화/보급을 지원 

- 간호 로봇 국내 시장 규모를 500억 엔으로 
확대 

- 최신 로봇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간병 방
법 등 의식개혁 

- 간호를 하거나 간호를 받을 때 간호 로봇
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현재 각각 60%, 
65%에서 80%로 상향 

의료 
- 수술 로봇 등 의료기기를 보급 
- 신규 의료기기의 심사기간을 단축 

- 로봇 기술을 이용한 의료 관련 기기의 실
용화 지원을 앞으로 5년 간 100건 이상으
로 확대 

인프라 
재해대응 
건설 

- 건설 작업의 자동화로 중장기적 일손 부족
에 대응 

- 인프라 육안 점검에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유지관리 작업을 효율화/고도화 

- 재해 조사 로봇으로 재해 상황 파악의 신
속화, 토사 재해 현장에서 무인화 시공으로 
효율성 향상 

-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는 정보화 시공 
기술의 보급률 30% 달성 

- 국내 중요 노후 인프라의 20%에 센서, 로
봇, 비파괴검사 기술 활용으로 점검/보수의 
고효율화 

- 토사 붕괴, 화산 등 가혹한 재해 현장에 있
어서도 인간과 비교해 손색없는 시공 효율 
시현 

농림수산 
식품 

- 트랙터 등 농기계에 GPS 자동주행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 한계를 타파하고 대규모/저
원가 생산 실현 

- 지원 로봇이나 제초 로봇을 활용하여 인력
에 의존하는 중노동을 기계화/자동화 

- 고도 환경 제어 시스템 및 농작물 상태 판
별 로봇 등의 보급으로 고품질화 실현 

- 2020년까지 자동주행 트랙터의 현장 운용 
실현 

- 농림수산, 식품 산업에서 새로운 로봇을 20
기종 이상 도입 

<자료> 로봇혁명실현회의, 2015. 

3. (서비스 로봇 산업 현황) 일본 서비스 로봇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엔터테인먼트·커뮤니케이션 로봇에
3)
 집중 

 Asratec 에 따르면, 2016 년 개발된 서비스 로봇 중 엔터테인먼트 로봇(19 개), 커뮤니케이션 

로봇(15개), 간호/복지 로봇(13개), 청소 로봇(13개), 취미 로봇(9개)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
4)
 

 이는 아톰·도라에몽 등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을 인간과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는 

일본인의 독특한 로봇 가치관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해석 

                                          
3) 본에서는 ‘소셜 로봇’을 ‘커뮤니케이션 로봇’이라는 용어로 호칭 

4) Asratec, ‘2016年に国内 開で 発されたサー 特特ビスロボットの に関 特特調調調調調する ）を発表,’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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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 서비스 로봇 산업은 소프트뱅크·토요타자동차·혼다·히타치 등 대기업이 적극

적으로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 

II . 중국 

1. (개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중국은 2013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올라섰으며, 세계 산업

용 로봇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19년 45%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 

 중국로봇산업연맹(CRIA)은 2017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20% 성장해 처음

으로 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중국 산업용 로봇 내수 시장: 1.5만 대(2010년)→3.7만 대(2013년)→8.9만 대(2016년)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필요한 로봇의 대부분을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자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내수 시장 산업용 로봇의 약 30%는 중국 

로컬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2019년에 이르면 47%까지 높아질 전망 

 최근 메이디그룹의 독일 KUKA 인수를 계기로 중국 로봇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며, 현재 

로봇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미래에 로봇 최대 생산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가) 연도별 일본 서비스 로봇 개발 기종 수 추이 (나) 2016년 일본 서비스 로봇 분야별 개발 기종 수 

<자료> Asratec, 2017. 

[그림 2] 2016년 일본 서비스 로봇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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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정책) 로봇 굴기를 선포하며 자국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범국가적으로 지원  

 최근 중국의 로봇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하락하여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해왔던 중국은 지난 10 년 간 제조업 부문에서 인건비가 3 배 가까이 증

가하며 제조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데, 글로벌 컨설팅기업 Deloitte는 현재 제조 경쟁력 1위인 

중국이 2020년에는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
5)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중국은 신창타이(新新新) 시대를 맞이해 “양

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그러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로봇 산업의 경우, 지난 수년 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과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제품 품질이 낮아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 

 이에 중국 정부는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로봇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로봇산업

발전계획(机机机产业发展规划)’을 발표
6)
 

 2015년 5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 2025(中国制制 2025)’ 정책에서 중점 추진 10대 산업 중 

하나로 로봇 산업이 선정되었고, 로봇산업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중국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 

 중국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로봇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 

※ 10대 로봇: 용접 로봇, 프로그래밍 스마트 산업용 로봇, 양팔 로봇, 협동 로봇, 청소 로봇, 중량급 

AGV, 소방구조 로봇, 수술 로봇, 지능형 공공서비스 로봇, 지능형 간호 로봇 

                                          
5) Deloitte, ‘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 Index,’ December 11, 2015. 
6) 川业和和和和和, ‘三和三关于于发 机机机《 产业发展规划（2016－2020年 的的的）》 ,’ 2016. 3. 21. 

(가) 2015년 (나) 2019년 

<자료> 국제로봇연맹, 2017. 

[그림 3]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국가별 비중,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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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로봇산업발전계획의 5대 주요 임무와 6대 정책 조치 

5대 주요 임무 계획 실현을 위한 6가지 정책 조치 

- 산업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선
다(스마트 제조, 스마트 물류 등 생활을 스마
트하게 하는 분야 외에도 특수 작업에서의 
니즈에도 부응) 

- 고정밀 감속기, 고성능 구동기, 제어장치, 센
서와 같은 로봇 핵심 부품의 생산 기술을 크
게 발전시킨다 

- 산업 기초 능력 강화를 꾀하고 중심적 기술 
연구와 업계 기준의 구축을 강화한다(로봇 
이노베이션센터와 국가로봇평가측정센터를 
설립) 

- 로봇 응용 모델 케이스를 추진하고 제조업의 
중점적 분야에서 모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 외에 재해 지원, 의료 및 재활 등의 분야
로도 확대시킨다 

- 업계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 인터넷 기업과 
전통적 로봇제조기업 간의 융합을 꾀한다 

- 자금과 자원의 집약 및 지역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
를 강화하여 로봇산업 체인과 생산요소의 집약화를 꾀
한다 

-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프로젝트에 의한 과학기술 
지원 사업에 나서, 로봇 및 핵심 부품의 연구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한다 

- 자금조달 루트를 확충하고 금융기관의 로봇산업 체인 
이해도를 높여 우량 로봇 기업에 대한 대출과 M&A를 
지원한다 

- 양호한 시장 환경을 정비해 산업용 로봇의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각 방면의 자원을 우량 기업에 집중시킨다 

- 인재 육성을 조직적으로 실시해 대학과 로봇 관련 학
과를 개설하며, 취업 지원과 관련된 직업 훈련에 로봇
을 포함시킨다 

- 국제 교류와 제휴를 확대해 정부와 업계단체, 기업 등 
여러 루트를 통해 기술, 업계 기준, 지적재산권, 측정/
인증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 

<자료> 공업신식화부, 2016. 

3. (서비스 로봇 산업 현황) 중국 서비스 로봇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

이 주로 접객/소셜/교육용 로봇에 집중  

 CES 2017 행사에서는 전 세계 262개 업체들이 참가하여 346개 로봇 제품을 출품하였으며, 

중국 기업들은 총 124개의 로봇 제품을 출품하여 미국(72개)을 제치고 출품 1위를 기록
7)
 

 출품된 제품 수의 국가별 점유율에서 중국은 23%(CES 2016)에서 36%(CES 2017)로 증가 

 중국 서비스 로봇 기업들은 창업 5 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이 많고, 접객/소셜/교육용 서비스 로

봇을 제작하는 기업들이 많아 제품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편 

                                          
7) 한국로봇산업협회, ‘CES 2017 로봇 동향,’ 2017. 2. 

(가) CES 2016 (나) CES 2017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2017. 

[그림 4] CES 행사에 출품된 로봇 제품 수의 국가별 점유율 비교 



 

 

  

ICT Zoom 

3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국의 로봇 산업단지는 크게 △베이징, 탕산이 포함된 환발해권 △상하이, 난징이 포함된 장

강델타권 △충칭, 우후가 포함된 중부권 △광저우, 선전이 포함된 주강델타권 등 총 4 개 지

역에 집중 

 2015년 말 기준 중국 로봇 관련 기업 수는 1,026개로 집계되며, 주요 지역별로 광둥성(285개), 

저장성(156개), 장쑤성(125개), 상하이(108개), 산둥(89개), 베이징(58개), 안후이(58개), 랴오닝

(45개), 충칭(40개) 등에 많이 분포
8)
 

III . 한국 

1. (개요)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활용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근로자 1만 명 당 로봇 밀집도가 531명으로 세계 최고의 산업용 로봇 활용국이

며, 산업용 로봇 생산은 세계 4위, 산업용 로봇 시장규모는 세계 2위를 기록 

                                          
8) MUFG, ‘中国産川産 市市ロボット の発展 好安 迎は を える,’ 2016. 8. 16. 

<자료> MUFG, 2016. 

[그림 5] 중국 로봇 산업권역의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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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저평가되기도 하며, 그 이유는 기술력 부

족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자립도가 낮고, 제조 로봇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 로봇 산업 경쟁력이 열악하기 때문 

 2015 년 로봇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9)
 따르면 국내 로봇 매출 규모는 4 조 2,168 억 원으로 

집계되며, 이 중 서비스 로봇 매출은 6,277 억 원으로 전체 로봇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5%)

이 세계 평균(38%)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 

2. (정부 정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으로서 로봇 산업 육성 추진 

 2003년 지능형 로봇이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이 규모화·체계화 

 2005년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이10)
 수립되어 로봇 산업 지원 체계가 처음 만들

어졌고,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09 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봇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5 개년 기본계획인 ‘1 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11)
 발표되었고, 2014년 정부는 1차 계획을 보완하고 로봇 선진국으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12)
 수립 

※ 기본계획 시행기간: 1차(2009~2013), 2차(2014~2018) 

 범부처 기본계획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소관부처 로봇 발전전략도 추가로 발표 

                                          
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5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5. 3. 6. 
10)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2005. 12. 
11)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009. 4. 17. 
12)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014. 7. 

(가) 2015년 국가별 산업용 로봇 밀집도 (나) 우리나라 로봇 매출 중 서비스 로봇 비중 

<자료> 국제로봇연맹, 한국로봇산업협회, 2017. 

[그림 6] 국가별 산업용 로봇 밀집도와 우리나라 로봇 매출 중 서비스 로봇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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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2010 년 세계 3 대 로봇 강국 달성을 위해 ‘서비스로봇 산업 발전 전략’을, 2012

년에는 향후 10년의 로봇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로봇 미래전략(2013~2022)’ 각각 발표 

 2016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의 일환으로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5대 유

망품목을 선정하는 등 시장 변화 흐름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  

※ 5대 유망품목: 첨단제조(협동+양팔) 로봇, 의료재활 로봇, 무인이송 로봇, 소셜 로봇, 안전 로봇 

[표 3] 국내 로봇 산업 정책 변화 

연도 정책명 주요 추진전략 내용 

2005년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 
전략 

-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을 위한 기
술개발 역량 강화 

- 산업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인
프라 조성 

-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혁신 클
러스터 구축 

-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제 정비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초기시장 창출 

2009년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 5개년 R&D 투자 방향 설정 
- 3대 기술군별 차별화된 R&D전략
으로 기술 경쟁력 제고 

- 스타 프로젝트 추진 
- 조기 상용화 촉진을 위한 수요자중
심의 시범사업 강화 

- 대규모 로봇 수요 공간 조성 
- 세계 최고 권위의 경진대회 육성 
-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 고용 연계형 다차원적 전문인력 양성

- 로봇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
인증체계 확립 

- 법·제도 개선 및 로봇윤리헌장 제정 
- 민간 자금을 활용한 로봇산업 투자재원 확보
-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 
- 로봇산업 역량 결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R&D 역량 결집 및 산업진흥 전담체계 구축 
- 광역경제권별 로봇지원센터 특화 육성 
및 연계 강화 

-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
협업 공간 구축 

2014년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 글로벌 선도형 대형 R&D 과제 추진 
- 다양한 사회적 니즈 반영 
- 부품(SW)·서비스 분야 R&D 강화 
- 로봇기술의 타 제조·서비스 분야 
확산 

- 로봇보급사업의 전략적 활용 
- 글로벌 협력 강화 

- 수요기업·타 산업 주력기업 투자 확대 
유도 

- 인증·표준 국제화 
- 중소기업 중심 로봇전문인력 양성 
- 타 산업·타 분야와의 협업 확대 
- 로봇산업 협력체계 내실화 
- 지역거점기관 역할 재정립 

<자료> 관계부처, 2017. 

3. (서비스 로봇 산업 현황) 글로벌 선도 업체가 없고 교육용/청소용 로봇 생산 비중이 높

아 제품 다양성이 떨어져 

 국내 로봇 산업의 무게중심은 산업용 로봇에 치우쳐 있으며,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전문/

상업용 로봇 개발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로봇 청소기나 교육/완구용 로봇에 집중

하고 있는 상황 

 또한, 최근 경쟁국 일본·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화형 소셜 로봇·접객 로봇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소수에 불과해 위기감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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