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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본격 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시장 

1. 로봇의 정의와 산업 특징 

가. 로봇의 정의와 분류 기준 

 로봇은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는 전통적 로봇”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1)
 진화 중 

 로봇은 크게 협의(俠俠)의 로봇과 광의(廣俠)의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협의의 로봇은 

사용 용도에 따라 ‘제조 로봇(Industrial Robot)’과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으로 다시 분류

되고, 광의의 로봇 개념은 자율주행차·드론·AI 스피커 등을 모두 포괄 

 서비스 로봇은 다시 “전문/상업용 서비스 로봇(Professional Service Robot)”과 “가정/개인용 서비

스 로봇(Personal Service Robot)”으로 구분하나, 제품에 따라 가정이나 기업에서도 혼용 가능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팀(☎ 02-6050-2015, valuation@iitp.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2005년 12월 

서비스 로봇 시장과 인식 조사 결과 

<자료> IITP, 2017. 

[그림 1] 로봇의 정의와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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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바닥 청소 로봇은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장소에서도 활용 

 자율주행차·드론·개인형 이동수단·AI 스피커도 기술적으로는 로봇의 일종이지만, 시장으로 

분류함에 있어 로봇과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것이 일반적 

나. 로봇 산업의 특징 

 (다품종소량생산) 로봇은 일반적으로 대당 가격이 비싸고 출하대수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

으로 적은 대표적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 

※ 2015년 글로벌 출하대수 비교: 스마트폰(14.4억 대), PC(2.4억 대), 서비스 로봇(560만 대) 

 (높은 판매가격) 전통적 로봇은 특정 용도에 특화된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

는 경우가 많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나 공유가 어렵고, 아직은 시장 규모가 협소

하여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판매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음 

 수술 로봇 ‘다빈치 Xi’ 1대 가격은 약 45억 원이고 연간 유지비용도 2억 원을 상회 

 (파편화/세분화된 시장) 현재 로봇은 특정 용도를 위한 전용 제품들이 제작되고 있어, 같은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목표 시장은 다를 정도로 시장 구조가 세분화  

 의료 로봇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료 로봇은 크게 △수술 로봇 △재활 로봇 △약국 로봇 △기타 

로봇 등으로 구분되며, 수술 로봇은 다시 △복강경 수술 로봇 △뇌수술 로봇 △고관절 수술 로봇 

등 수술 유형에 따라 다시 세분화 

 (서비스 연계가 가능) 로봇의 경우 하드웨어를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보

수 및 관련 서비스 연계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도 가능 

 일례로 수술 로봇의 대명사인 다빈치를 판매하는 美 Intuitive Surgical의 경우 매출의 약 20%를 

서비스를 통해 창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핵심역량) 최근 로봇 산업에서는 외관·모터·관절 같은 하드웨어

보다는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게 인식 

2.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과 배경 

가. 서비스 로봇 시장은 산업용 로봇 시장을 추월하며 급성장할 전망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15년 기준 대략 60~90억 달러로 추산되어 스마트폰이나 P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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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나,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 년까지 연간 15~20%씩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 2015년 세계 시장 규모: IHS(58억 달러), IFR(68억 달러), MarketsandMarkets(89억 달러)  

 국제로봇연맹(IFR)에
2)
 따르면, 전체 로봇 시장에서 서비스 로봇 시장의 비중은 38%(2015년)

로 추산되며, 5년 내에 서비스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추월하며 성장을 주도할 전망 

나.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 배경: 기술적 요인 

 서비스 로봇 시장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는 크게 기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특이점 발

현 시점을 앞당기고 있음 

 서비스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기술적 배경으로는 △컴퓨터 프로세싱 파워의 향상 △인공지

능 기술의 발전 △센서/사물인터넷의 확산 △초고속 통신의 보편화 △클라우드/빅데이터 보급 △오픈소스 확산 등이 제시 

 반도체 기술 혁신 덕분에 로봇에 탑재되는 프로세서/센서의 성능은 보다 향상되고 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 

 또한, 인공지능 기술과 초고속 통신의 발전으로 로봇의 인지/학습 능력을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또한 로봇의 성능 향상과 가격 인하를 촉진 

                                          
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World Robotics 2016,’ September 2016. 

(가) 2015년 주요 디바이스 세계 시장 규모 비교 (나) 세계 로봇 시장 비중 추이 (IFR) 

<자료> Strategy Analytics, Gartner, MarketsandMarkets, IHS, IFR, 2016. 

[그림 2] 세계 로봇 시장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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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Google·Microsoft 등 글로벌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네이버도 음성인식·안면

인식·번역 등 인공지능 기능 API를 상품으로 출시  

 뿐만 아니라 범용 하드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로봇 구조를 단순화하여 로

봇 가격이 크게 낮아졌고, 써드파티 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로봇의 기능이 보다 풍부  

다.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 배경: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시대 도래 △생산성 혁신 요구 △삶의 질 

향상 추구와 같은 사회적 변화도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3)
 접어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도 빠

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어 심각한 노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며, 저성장시대(뉴노멀)로의 

                                          
3) UN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를 넘으

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 

<자료> IITP, 2017. 

[그림 3] 최근 서비스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기술적 배경 

<자료> 노무라종합연구소, IITP, 2017. 

[그림 4] 요소 기술의 범용화를 통한 로봇 가격 하락과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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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과 최근 4차 산업혁명 같은 생산 패러다임 전환으로 생산성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중국 GDP성장률: 11.1%(2006)→10.4%(2010)→7.3%(2014)→6.7%(2016) 

 또한, 의학 발달에 따른 생명연장과 고령화로 인한 총 의료비 지출 증가가 각국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도 서

비스 로봇 도입을 촉진 

II . 서비스 로봇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및 표본 특성 

가. (조사 개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로봇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 

 로봇, 특히 서비스 로봇에 대해 우리나라 ICT 업계 종사자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ICT 지식포털 ‘ITFIND’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7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 간 웹 설

문을 실시하여 총 310명이 조사에 응답 

나. (표본 특성)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석박사 학위를 가진 40 대 남성이 표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대가 높고 서울/수도권에 주로 거

주하며 학력 수준이 높은 남성이 표본의 다수를 차지하여, 특정 계층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남  

 이는 ITFIND 가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 표본이 ITFIND 가입자 특성에 편향

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일반인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 

<자료> IITP, 2017. 

[그림 5] 최근 서비스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사회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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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봇에 관한 인식 

가. 응답자들은 로봇에 대한 이미지로 ‘제조 로봇’을 가장 많이 연상하고, 로봇의 도입에 부정

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다고 대답 

 로봇과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2%(다중응답)가 ‘제조 로봇’을 떠올

렸으며, 그 다음으로 ‘할리우드 SF 영화 로봇(50%)’, ‘서비스 로봇(41%)’, ‘애니메이션 로봇

(24%)’, ‘청소 로봇(22%)’ 순으로 연상된다고 대답 

 로봇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둘 중 어떤 것의 비중이 더 높은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은 압도적인 비중(93%)으로 긍정적 측면 비중이 더 높다고 대답 

나.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 로봇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응답자들은 로봇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67%)”과 “삶의 질 향상(66%)” 효과가 가장 클 것이

라고 대답하였고, “노동력 부족 해결(27%)”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집계 

(가) 성별 (나) 연령별 (다) 지역별 (라) 학력별 

<자료> IITP, 2017. 

[그림 6]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 로봇과 연상되는 이미지 (나) 로봇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자료> IITP, 2017. 

[그림 7] 로봇과 연상되는 이미지 및 로봇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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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로봇 도입의 궁극적 목적이 단지 인간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것이라 응답자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반대로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응답자들은 “로봇 오작동(61%)”, “인

간의 오남용(51%)”, “일자리 감소(47%)”를 지목 

 로봇/인공지능이 인간의 단순반복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그

보다 로봇의 오작동/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대답   

다. 로봇이 보편화되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자의 2/3가 

서비스 로봇을 경험 

 로봇 보편화 시점이 언제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어도 5년 이후가 될 것이

다”는 대답이 80%로 다수를 차지 

※ 로봇 보편화란 “한 가구/조직 당 한 대 이상의 로봇이 보급되는 것”이라고 임의로 정의 

 로봇 보편화에 앞으로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기술 미성숙 △비싼 가격 △낮은 시장 수요 등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해석 

 서비스 로봇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66%가 현재 이용하

고 있거나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 

 학력 수준에 따른 서비스 로봇 이용 경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석박사 학위 이

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서비스 로봇 이용 비중이 더 높은 특징을 보임 

 

(가) 로봇으로 인한 편익 (나) 로봇으로 인한 부작용 

<자료> IITP, 2017. 

[그림 8]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편익과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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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로봇에 관한 인식 

가. 로봇 수요 개발과 저가격화가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 

 앞으로 서비스 로봇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개인용·전문/상업용 모두 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97%로 조사되어, 서비스 로봇 이용 의향은 매우 긍정적인 편 

 그러나 “이용 의사는 있지만 현재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도 각각 40%(가정/개인용)·

46%(전문/상업용)에 달해, 로봇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적 제품 개발 및 전략 수립이 업

체들에게 요구 

 또한, “저렴하면 이용하겠다(48%, 가정/개인용)”, “무료라면 이용하겠다(31%, 전문/상업용)”

는 응답 비중도 높아, 로봇의 저가격화 실현이 로봇 도입 확산의 필요조건이 될 것   

나. 서비스 로봇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아직 로봇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 

 서비스 로봇 이용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

(가) 로봇 보편화 예상 시점 (나) 서비스 로봇의 이용 경험 유무 

<자료> IITP, 2017. 

[그림 9] 로봇 보편화 예상 시점과 서비스 로봇 이용 경험 유무

(가) 가정/개인용 (나) 전문/상업용 

<자료> IITP, 2017. 

[그림 10] 서비스 로봇의 이용 의향: 가정/개인용 vs. 전문/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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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어본 결과,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집계 

 제한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제조 로봇과 달리, 서비스 로봇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서비스 로봇이 제공하는 

성능은 의료·물류 등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    

다. 가정/개인용의 경우 “청소/방범”, 전문/상업용의 경우 “재해/화재/점검” 등이 서비스 로봇 이

용자들이 선호하는 니즈로 분석  

 가정/개인용 서비스 로봇에서 가장 희망하는 적용 분야로 ‘청소(66%)’가 1위를 차지해, 청소 

로봇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 

(가) 가정/개인용 (나) 전문/상업용 

<자료> IITP, 2017. 

[그림 11] 서비스 로봇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가정/개인용 vs. 전문/상업용 

(가) 가정/개인용 (나) 전문/상업용 

<자료> IITP, 2017. 

[그림 12] 서비스 로봇의 이용 희망 용도: 가정/개인용 vs. 전문/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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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다음으로 “방범/집지키기(44%)”, “비서/일정관리(33%)”, “간호/건강관리(25%)” 등의 용도가 

뒤를 잇고 있으며, 최근 각광을 받는 소셜 로봇 및 홈 IoT 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전문/상업용 서비스 로봇에서 가장 희망하는 적용 분야로 “재해/화재 현장(56%)”,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점검(46%)”이 가장 많은 응답을 획득 

 이는 응답자들이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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