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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중국의 로봇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5월 21일에 연기 개최된 2020년 양회에서는 로봇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안들이 거론

- 전국정협위원이며 G20-스마트제조정상회의 위원인 Xu Lijin(許禮進) Eft회장은 스

마트제조 촉진 및 공유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발전을 제안

- 전국인민대표이며 Kelier회장인 Nie Pengju(聶鵬擧)는 산업용 로봇의 핵심부품산업 지원 

강화, 산업의 고차원적 발전, 자국산 로봇의 연구개발 및 제조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
       ※ GGII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정밀감속기의 국산화율은 약 30%, 서보시스템의 국산화율은 

22%, 컨트롤러는 35%에 불과하여, 해외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 건축용 로봇 정책표준화시스템의 정립, “마지막100미터” 무인배송 추진, 

“AI+5G” 상용화 및 노령화를 대비한 서비스로봇산업 발전 가속화 등이 제안

- 중국 과기부 Wang Zhigang 장관이 양회 브리핑에서 2020년 주요 사업방향으로 기초연구 

재정지원 확대 및 AI 발전 가속화를 밝힌 가운데 로봇산업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

본문은 중국의 로봇산업 현황, 육성정책 등 동향을 파악하고자하며 범위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 로봇의 유형

       출처: 「2019 중국 로봇산업 발전 보고서」 중국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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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로봇산업 현황

중국은 세계 최대의 로봇산업시장을 보유

○ 2019년기준 세계 로봇시장규모는 294.1억달러이며, 이중 중국시장은 8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규모면에서 일본, 미국, 한국을 멀찌감치 따돌린 상황임1)

F 2014~2019년 중국의 로봇 평균 성장률은 20.9%이며, 그중 산업용 로봇은 

57.3억달러, 서비스로봇은 22억달러, 특수로봇은 7.5억달러를 차지함

[그림 2] 2019년 중국의 로봇 시장 구조

             출처: IFR, 중국전자학회

1) 「2019 중국 로봇산업 발전 보고서」 중국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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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용 로봇

스마트제조의 고도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용 로봇시장 규모가 지속적 확대 중

○ 현재 중국의 생산제조업의 지능화 및 고도화의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도 활발함

- IFR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2017년 1만명당 97대로 전 

세계 평균수준을 넘어섰으며, 2021년에는 선진국 평균수준인 1만명당 약 

13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로봇 응용시장을 형성함

○ 2019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시장 규모는 57.3억달러이며, 2021년에 이르러 

내수시장 규모가 한층 확대되면서 7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측됨

[그림 3] 2014년~2021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매출액 및 증가율

 출처: IFR, 중국전자학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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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의 국산화가 가속화되면서 응용분야가 갈수록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임

○ 중국은 로봇 핵심기술 확보를 기술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감속기, 

서보제어, 서보모터 등 핵심부품의 난제 해결 및 핵심부품의 국산개발에 주력

       ※ 寶鷄秦川로봇이 생산한 RV감속기는 17가지 규격의 60여종의 속도비율을 갖춘 시리즈제품을 

형성하였으며 연간 생산량은 1만대 이상임

       ※ 深圳大族레이저가 개발한 고조파감속기는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제품 정밀도는 

Nebtesco 등 국제브랜드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됨

○ 산업용 로봇의 응용분야는 플라스틱, 고무, 식품 등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를 나타냄

- 자동화, 그린화 생산의 중요한 도구로서 로봇은 플라스틱, 고무 등 오염성

산업이나 민생과 관련된 식품가공, 제약 등 산업에서의 응용이 갈수록 확대됨

       ※ 선양신숭그룹(沈陽新松)은 가상/증강현실기술을 최초로 7개의 자유도 협력로봇에 활용하여 고

속배치, 견인시연, 시각가이드, 충돌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춤

       ※ 중국탑재로켓기술연구원은 우주쓰레기를 자동 제거하는 우주로봇팔을 원형으로, 최초로 환경위생

쓰레기분리수거 로봇을 개발하였으며, 분리수거율이 93%이며 작업효율은 수작업의 8배에 달함

선두기업은 독자적 개발과 인수합병을 병행하면서 로봇생태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함

○ 로봇 기업은 인수합병과 연구개발을 통해 로봇을 자체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향

하고 있음

       ※ 메이디그룹(美的集團)은 독일의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Kuka로봇을 인수한 후 이스라

엘운동제어시스템 솔루션 제공업체인 Servotronix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산업용 로봇분야의 

연구역량을 대폭 향상함

○ 일정한 기술력, 시장과 자금을 갖춘 일부 로봇기업은 시장규모와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해외투자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ESTUN로봇은 영국의 Trio사, 독일의 M,A.i.사, 미국의 Barrett, 이태리의 Euclid 등을 투자 

또는 지분을 인수하고, 밀라노에 EU R&D센터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발전전략을 펼침

       ※ 신숭그룹은 6.4억위안을 투자해 한국의 SHINSUNG 자동화사업 지사의 80%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 시장점유율 확장 및 국제화전략을 추진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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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로봇

서비스로봇 수요에 대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로봇시장은 빠른 성장을 선도

○ 중국 인구의 노령화추세의 가속화, 의료 및 교육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서비스로봇은 거대한 시장잠재력과 발전공간을 갖춤

○ 2019년 중국의 서비스로봇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3.1% 증가된 22억달러에 

달하여 글로벌 서비스로봇시장 증가폭보다 높음

- 그중 중국의 가정용 서비스로봇, 의료서비스로봇과 공공서비스로봇 시장규

모는 각각 10.5억달러, 6.2억달러와 5.3억달러이며, 가정용 서비스로봇과 

공공서비스로봇시장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21년에 이르러 주차전용 로봇, 마트서비스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로

봇응용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로봇 시장규모가 4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2014년~2021년 중국의 서비스로봇 매출액 및 증가율

 출처: IFR, 중국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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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의 지능관련 기술은 국제 선두수준이며 관련 혁신제품이 속속 출시 중

○ 지능화 관련 기술은 국제 선두수준과 기본상 같은 수준임

       ※ UBTECH이 개발한 오공(悟空)로봇은 사진촬영, 전화연결, CCTV, 어린이 프로그래밍, 스토리북, 

안면인식, 음성식별, 내비게이션, 설비연결 등 기능을 갖춘 외에도, AI 기술과 접목시켜 인간행위

모방이 가능함

○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인간-기기 인터렉션기술, 생체모방재료 및 구조, 모듈화 

자아재건기술 등 기술을 발전시켜 로봇의 지능화 기술수준을 크게 높였음

        ※ Freshhema(盒马鲜生)이 출시한 로봇식당 2.0버전은 로봇의 서빙, 식기반납을 포함한 스마트

한 장애물 감지 및 메뉴분석이 가능하며 디지털화시스템을 통한 메뉴별 가공과정에 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함

        ※ JD(京東)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배송스테이션을 구축하였는데, JD 3.5버전의 배송로봇은 

자율운전, 스마트한 장애물 감지, 신호등 식별, 안면인식 등을 통한 배송기능을 갖춤

서비스로봇관련 기업은 생태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선도

○ 서비스로봇기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서비스 및 지역사회를 통합한 

생태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함

       ※ UBTECH는 ROSA OS를 오픈하여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 하드웨어업체에 음성제어, 

시각인식, 내비게이션, 운동제어, 설비연결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 관련 기업은 음성상호작용, 안면인식, 자동내비게이션 등 AI핵심기술 확보 및 로봇과의 

심층융합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로봇제품을 출시하여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함

       ※ UBTECH는 텐센트클라우드 샤오웨이와 공동으로 스마트교육 오락인형로봇 Qrobot Alpha를 

출시하였고, 텐센트클라우드 샤오웨이의 지능음성 상호작용 및 QQ뮤직, 팽귄FM, 번역, 백과, 

개인비서, 스마트홈 등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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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로봇

중국의 특수로봇 수요와 응용범위가 확장되면서 급성장 가능성 확대

○ 현재 다양한 유형의 특수로봇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진, 홍수, 극단기후 등 자연

재해 및 광산사고, 화재, 안보 등 공공안전영역에서의 수요가 갈수록 확대됨

○ 2019년 중국의 특수로봇 시장규모는 7.5억달러이며, 증가율은 17.7%에 달하여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임

- 그중, 군사용 로봇, 극한작업로봇과 응급구조로봇 시장규모는 각각 5.2억달러, 

1.7억달러와 0.6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에 이르러 특수로봇의 중국의 내수시장 수요가 11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2014년~2021년 중국의 특수로봇 매출액 및 증가율

 출처: IFR, 중국전자학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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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로봇의 일부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드론, 수중로봇 등 영역에서 규모화제품 형성

○ 중국정부 주도로 863계획, 특수환경전용 작업로봇 핵심기술과제 및 심해 핵심기술과 

장비 등 중점특별프로젝트를 통해 특수로봇의 일부 핵심기술을 확보함

- 테러폭발방지 및 심해탐사영역의 일부 핵심기술을 확보하였고, 멀티센서정

보융합기술, 고정밀도 내비게이션 및 장애물감지 및 회피기술, 자동차섀시 

위험물품 신속식별기술 등을 테러폭발방지로봇에 활용함

- 또한, 타이타늄합금 유인캡슐케이스제조, 심해심부 부력재료제조, 심해추진

기 등 다양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심해핵심장비의 국산화를 촉진함

○ 중국은 특수로봇 분야에서 특수드론, 수중로봇, 구조/폭발물제거 로봇 등 시

리즈제품을 형성하여 우위를 갖춤

      ※  “海星6000”케이블원격감지 수중로봇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6000미터급 케이블원격감지 

수중로봇장비 시리즈로서 2018년 10월 처음으로 과학탐사임무를 수행함

특수로봇 관련 기관은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드론생태시스템 구축에 주력

○ 특수로봇관련 기업과 연구소는 드론, 수중로봇, 폭발방지순회로봇 등 특수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선진국수준의 신제품을 개발함

       ※ 북경 Powervision Tech Inc가 개발한 Power Egg 드론은 독특한 계란모양의 구조로 접을 

수 있고 휴대하기 간편하게 디자인되어 원격조종하기 편리함

○ 특수로봇 관련 기업과 연구소는 다양한 드론생태시스템을 만들어 응용범위를 

확대함

- DJI(大疆), XA(極飛), eHANG(億航), YUNEEC(昊翔) 등 드론기업들은 농업, 유통, 

측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드론생태계를 구축함

       ※ DJI와 MS사는 Azure IOT Edge 기반의 사물인터넷 솔루션과 MS의 AI서비스 공동 개발을 

통해 농업, 건설업과 공공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드론의 응용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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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봇 육성정책 및 프로젝트

1. 로봇 관련 최상위 발전전략·정책

중국은 지속적인 국가정책을 통해 로봇 발전을 위한 최상위 설계 및 중장기 전략 제시

○ 국무원은 2006년에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2006-2020년)」를 

발표하고 서비스로봇을 우선 발전시킬 전략적 첨단기술로 확정하여 추진

- 계획에서는 지능형 서비스로봇 기술은 중요한 발전방향이며, 서비스로봇과 

극한작업로봇의 응용수요가 핵심이라고 언급함

○ 공업정보화부는 「첨단장비제조업 “12.5”발전계획」(‘12.5)을 통해 산업용 로봇 

및 핵심부품 산업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

○ 공업정보화부는 「산업용 로봇산업 발전 촉진에 대한 지침」(’13.12)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미래 지능형 장비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며, 202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제시함

- 발전목표: 2020년까지 완비된 산업체계 구축, 3~5개의 선두기업과 8~10개의 

산업클러스터 육성, 첨단제품시장점유율 45%이상 달성

○ 국무원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2025」(‘15.5)에서 “첨단 

CNC 공작기기 및 로봇”을 집중 발전시킬 10대 핵심영역 중 하나로 지정하

고, 로봇산업 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킴

이미지출처: 자체정리

○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로봇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

진시키기 위해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20년)」(’16.4)을 공동 발표하여 

13.5기간 로봇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목표를 명확히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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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자체정리

[표 1] 중국정부의 로봇 발전 관련 주요 정책

날짜 발표부처 정책 주요 내용

2006.2 국무원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

전규획강요(2006-2020

년)」

지능로봇을 프런티어기술의 첨단제

조기술에 포함

2012.5 공업정보화부
 「첨단장비제조업 “12.5”

발전계획」

산업용 로봇 및 핵심부품 산업화 

목표를 명확히 제시

2013.12 공업정보화부
「산업용 로봇산업발전 촉

진에 대한 지침」

발전목표: 2020년까지 완비된 산

업체계 구축, 3~5개의 선두기업과 

8~10개의 산업클러스터 육성, 첨

단제품시장점유율 45%이상 달성

2015.3 국무원 「중국제조2025」

산업용 로봇 등 생산과정에서의 응

용 가속화, 시장수요 중심의 신제품

개발, 표준화 촉진, 시장응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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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원 및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해 자체정리

2. 2018년 로봇 관련 최신 정책

중국정부는 로봇산업 전반의 발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질적 발전에 주력

○ 2018년에 세금수입, 브랜드육성, 표준체계, 기술산업화, 지식재산권, 관련 

학과개설 등 다양한 정책 출범을 통해 질적 발전을 촉진함

날짜 발표부처 정책 주요 내용

2016.3 국무원 「“13.5” 계획 강요」
산업용 로봇, 서비스로봇, 수술용 

로봇 및 군사용 로봇 발전 촉진

2016.3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 로 봇 산 업 발 전 계 획 

(2016-2020년)」

자체브랜드 산업용 로봇 연간생산

량 10만대 이상, 서비스로봇의 연

간 매출수입 300억위안 이상 목표

2016.7 국무원 「“13.5” 국가과기혁신계획」

차세대 로봇기술 연구, 산업용 로

봇 산업화, 서비스로봇 상품화, 특

수로봇 양산화 실현

2016.9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 지 능 제 조 발 전 계 획 

(2016-2020년)」
서비스로봇의 R&D와 산업화 추진

2016.12 국무원
「“13.5” 국가 전략적 신
흥산업 발전규획」

특별서비스로봇과 가정용서비스로

봇 응용 촉진

2016.12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인감위

「로봇산업 발전촉진에 관

한 통지」

산업용 로봇 응용시장 개척, 서비

스로봇시범사업 추진

2016.12 공업정보화부
「산업용 로봇 산업규범화

조건」

산업용 로봇 산업규범화조건에 부

합하는 기업 발표, 다양한 인센티

브정책 안내를 통해 기업집결 유도

2017.12 공업정보화부

「차세대 인공지능산업발

전 촉진 3개년행동계획

(2018-2020년)」

2020년까지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스마트 공공 서비스로봇 양산, 의

료, 케어, 재해구조 로봇 시제품생

산, 기술 및 기능테스트 완료, 20

개 이상의 시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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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에 출범한 로봇 관련 정책

출처: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

2) 新工科란 신흥산업에 대응한 전공을 지칭하는 말로,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로봇, 클라우드컴퓨팅 등 외에도, 전통 이공계
열학과의 고도화 및 개선이 포함됨

발표부처 정책 주요 내용

재정부 -

10.04억위안의 자금을 조달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의 6개 신규 중점특별프로젝트 추진 지원, 지능형 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 포함

공업정보화부

2018년 공업수준 브랜드

육성 사업강화에 관한 통

지

제조업공급수준 향상, 스마트제조 및 그린제조발전 추

진, 관리 및 브랜드육성 전면적 강화, 브랜드육성사업 

상생효과 강화

공업정보화부

2018년 산업고도화 자금

(부문예산) 프로젝트 가이

드라인

제조업혁신센터역량 강화, 산업체인 협동능력 향상, 산

업공통성서비스플랫폼, 신소재 제1차 응용보험 등 4개 

부분의 13개 중점 임무 수행

공업정보화부, 
표준위원회

국가지능제조표준체계구

축 지침(2018년)

2018년까지 150건 이상의 스마트제조표준 제정 혹은 

수정, 기초공통성표준 및 핵심기술표준 포함

국무원

전자상거래 및 택배유통 

협동 발전추진에 관한 의

견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로봇 등 현대정보기술과 장

비의 전자상거래와 택배유통분야에서의 응용 강화

국무원 -

제조업 등 산업 부가가치세율을 17%에서 16%로 낮

추고 장비제조 등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

업의 조건에 부합한 기업, 전력망기업에 대한 일정기한

내 세금공제를 통해 일회적 세금반환

국가지식재산
권국

지식재산권 중점지원산업

목록(2018년)

10개 중점산업 확정, 62개의 세분영역으로 세분화, 그

중, 제3부분은 스마트제조산업이며, 제4조항의 세부분

야는 지능형 로봇이며, 고정밀 감속장치, 고성능제어장

치, 로봇학습 및 인지, 인간-기기 자연 상호작용 및 협

동 융합이 포함

교육부

제1차 “新工科2)”연구 및 

실천프로젝트 공개에 관한 

통지

“新工科”전공 개혁유형에 인공지능형, 빅데이터형, 지

능제조형 등을 포함한 19개 프로젝트그룹이 포함

과기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지

능형 로봇” 등 중점특별프

로젝트신청 가이드라인

국가에서 2018년에 지능형 로봇분야에서 50개 이상의 

특별프로젝트를 실시하며, 6.2억위안의 예산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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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

과기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에 “지능형 로봇”프로젝트를 배치해 
2017년~2021년까지 5년 연속 로봇 연구개발 지원 중

이미지출처: 자체정리

○ 프로젝트는 “산업사슬을 둘러싸고 혁신사슬 배치”의 요구에 따라 로봇기초프런

티어기술, 공통성기술, 핵심기술 및 장비, 시범응용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실시

[표 3] 2017년~2019년 “지능형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 과제

구
분

 기초프런티
어기술

 공통성기술  핵심기술 및 장비  시범응용

201

7년

(42

개)

① 로봇 신형구조설

계이론 및 기술

② 로봇 지능발육이

론, 방법 및 검증

③ 생체역학 지능형 

상호작용 및 생체

역학 통합 로봇기

술

④ 인간-기기 협업

형 이동작업 로봇

⑤ 동력지원형 외골

격 로봇

① 로봇시리즈 고정밀 

고조파감속기의 성

능 최적화

② 로봇시리즈 고정밀 

RV 감속기의 제품 

성능 최적화

③ 산업용 로봇의 서보

모터 및 드라이브제

품 성능 최적화

④ 산업용 로봇 제어장
치의 제품 성능 최

적화

① 대형 복잡곡면 블레이드의 지능 연삭 

및 연마 로봇기술 및 시스템

② 대형 복잡구조 로봇 지능형 레이저용

접기술 및 시스템

③ 비행기조립을 위한 로봇 지능형 드릴

링 및 리벳팅 기술 및 시스템

④ 혼합연동메커니즘을 갖춘 프로세싱로봇

⑤ 실외트랙리스 내비게이션 과부하 AGV

⑥ 유압식 중장비 로봇 팔

⑦ 지능형 간호 로봇

⑧ 하반신 절단환자의 보행보조 로봇

① 항만기계의 초대형 부품을 

위한 로봇제조기술 및 시스

템

② 고속철도차체 제조용 로봇 

자동생산라인

③ 신에너지자동차를 위한 알루

미늄차체 제조용 로봇생산라

인

④ 제강공정용 로봇자동화 OS

⑤ 전자산업제조를 위한 로봇자

동화 생산라인

⑥ 광산 전기로 제련 로봇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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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7년~2019년 “지능형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 과제

구
분

 기초프런티
어기술

 공통성기술  핵심기술 및 장비  시범응용

⑤ 로봇 OS

⑥ 산업용 로봇 생산라

인을 위한 공정계획 

시뮬레이션 및 오프

라인 프로그래밍소

프트웨어

⑦ 산업용 로봇 신뢰성 

품질보장기술
⑧ 산업용 로봇 성능테

스트 및 평가플랫폼

⑨ 서비스로봇 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

⑩ 원자력발전소 로봇의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지능형 OS

⑪ 쉴드시공(shield construction)을 위

한 로봇의 지능형 OS

⑫ 안과수술 로봇시스템

⑬ 수뇨관 신장내 중재 진단용 로봇시스템

⑭ 구강 및 후두 최소침습수술 로봇시스템

⑮ 최소 침습 무릎 교체수술용 로봇시스템

⑯ 실시간 항법 천자 수술용 로봇
⑰ 뇌졸중환자 재활 로봇 시스템

⑦ 코팅로봇기술 및 가구산업에

서의 시범응용

⑧ 섬유산업을 위한 로봇 자동

화생산라인 시범응용

⑨ 요양원을 위한 노인보조 로

봇시스템의 전형적인 시범응

용

⑩ 편벽지역을 위한 원격 뼈 외

상수술 로봇 시범응용

⑪ 두개골 기반 및 안면 천자 진

단 및 치료용 로봇시범응용

⑫ 최소 침습적 혈관 중재 로봇

의 시범응용

201

8년

(50

개)

① 영장류 모방 고기

동성 이동 로봇

② 로봇 신형 복잡   

가변구조형 기구

설계 이론 및 기

술

③ 로봇 생체공학적 

감지 및 구동기술

④ 로봇용 신형 정밀 

감속기

⑤ 마이크로나노 조

작 로봇 기술 및 

시스템

⑥ 시각 기반 로봇 

환경 모델링 및 

포지셔닝 내비게

이션

⑦ 인간-로봇 지능 

융합 기술

⑧ 다중 모드 융합 
로봇의 내츄럴 인

터렉션

⑨ 상호 협동형 리던

던시 영활성 작업 

로봇

⑩ 웨어러블 팔다리 

보조 작업 로봇

① 로봇용 애플리케이
션 레이저 스캐닝 

거리계

② 로봇 6차원 힘 및 

촉각 센서

③ 산업용 로봇의 3차

원 시각 측정 유닛

④ 서비스 로봇의 3차

원 시각 센서

⑤ 산업용 로봇 미들웨

어 애를리케이션 플

랫폼

⑥ 산업용 로봇 클라우

드 플랫폼

⑦ 산업용 로봇 고장 
진단 및 건강 평가 

시스템

⑧ 산업용 로봇 전체 

장치 성능 향상 및 

검증

① 맞춤형 패턴 지능화 코팅 로봇 기술 

및 시스템

② 복잡한 곡면 벽판 구조 마찰교반용접 

로봇 기술 및 시스템

③ 대형 복잡 복합재료 구조 버니싱

(Burnishing) 로봇 기술 및 시스템

④ 양조(Brewing) 공법 프로세스를 위

한 로봇 지능화 작업 시스템

⑤ 자동차 판재의 로봇 레이저 블랭킹

(Blanking) 및 3차원 절단 시스템

⑥ 전단면(Full face) 굴진기 커팅 디스

크 커터 검사 및 커터 교환 로봇

⑦ 대형 구조 부품 이동 가능한 다수 로

봇 협동 원위치 가공 시스템

⑧ 건축업 전형적 응용을 위한 로봇 핵

심기술 및 시스템

⑨ 반장애 노인을 위한 보조 로봇 기술 

및 시스템

⑩ 지능형 주거 서비스 로봇 기술 및 시

스템

⑪ 양방향 신경 통로의 지능형 상지의지

(Artificial limb)

⑫ 지능형 동력 하지의지 시스템

⑬ 전력산업용 작업 로봇 시스템

⑭ 고해발 환경 과학고찰소 보조적 감시 

로봇

⑮ 척추 추간판 절제술 로봇 시스템

⑯ 인체 좁은 체강 통로의 최소침습술 

로봇

⑰ 하지골절 정밀 복위술 및 재활 통합

화 로봇 시스템

① 대형 축류(Axis) 교차 쐐기 

롤링(Cross wedge rolling) 

로봇화 생산라인 및 응용시

범

② 금속산업의 제조를 위한 중

국산 로봇 시스템 응용시범

③ 주조업을 위한 로봇 자동화 

생산라인

④ 맞춤제작 목공 가구 제조를 
위한 로봇 자동화 생산 시범

라인

⑤ 화장실 욕실용 세라믹 제조 

로봇 자동화 생산 시범라인

⑥ 청정환경 대형 유리기판 운

반 로봇 시스템 및 응용 시범

⑦ 휴대폰/노트북 제조 로봇 자

동화 생산라인

⑧ 특수강 봉재 마무리 가공 로

봇 시스템

⑨ 신발산업을 위한 로봇 자동

화 생산라인

⑩ 자동차 바퀴 지능화 폴리싱 

로봇 시스템

⑪ 비철금속 캐스팅 과정의 로

봇 작업 시스템

⑫ 단조업을 위한 로봇 자동화 

생산라인

⑬ 판금(Sheet metal) 제조 로

봇 지능화 생산라인 및 응용 

시범

⑭ 전자상거래를 위한 무인화 

물류보관 로봇 시스템 및 응

용 시범

⑮ 대형 파사드(Façade) 유지보

수 작업 로봇 및 응용 시범

201

9년

(33

개)

① 고성능 생체모방  

 보행 로봇

② 로봇 생체모방   
클라이밍 메커니

① 서비스 및 산업 분
야를 위한 실용성 

멀티 핑거 댁스터러

스 핸드

① 장경간 교량검사 작업 로봇

② 대직경 긴 가배수 터널 수중 검사 로

봇 시스템

③ 공항 활주로면 안전 검사 로봇

① 협동 로봇 시스템의 전형적 

응용 시범

② 대면적 자율 청소 로봇 전형

적 응용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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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과기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근거해, 자체정리

○ 2020년에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을 통해 추진할 “지능형 로봇” 중점특별프로

젝트는 총 14개 과제이며, 도합 6,600만위안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임

[표 4] 2020년에 지원할 “지능형 로봇” 추진과제

출처: https://mp.weixin.qq.com/s/5mWprrKGJ1WqTlsWXuG45w

[표 3] 2017년~2019년 “지능형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 과제

구
분

 기초프런티
어기술

 공통성기술  핵심기술 및 장비  시범응용

즘 및 기구 혁신 

설계

③ 표적 약물 수송계 
제어 마이크로나

노 로봇

② 기구/구동/감지/제

어 일체형 로봇 관

절

③ 로봇 환경 모델링 

및 위성 항법 전용 

칩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듈

④ 산업용 로봇 고정밀
도 온라인 교정 핵

심 기술

⑤ 시각과 전자 피부에 

기반한 로봇 안전 

제어 기술

⑥ 수중로봇 근저 정밀 

목표 검사 및 장애

물 회피 제어 일반 

기술

④ 국가 석유전략비축고 안전을 위한 저

장 탱크 검사 로봇

⑤ 핵 관련 장치 사고 비상 대응 로봇 시스템

⑥ 마이크로 소자 검사 및 조립 일체형 

로봇 시스템

⑦ 가축 및 가금류 고기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로봇 자율 분할 시스템

⑧ 엔진 고온 합금 부재 복구 및 연삭/연

마 로봇 시스템

⑨ 복잡하고 좁은 선창 구조 탐측 및 클

리어 작업 로봇

⑩ 근접 방사선치료 최소침습술 로봇시스템

⑪ 균형장애 환자 재활 로봇

⑫ 소화기관 등을 위한 실시간 마이크로

이미징 진료 통합화 기반의 수술로봇

⑬ 펨토초 레이저 최소침습 수술로봇 시

스템

⑭ 다중장치 협동 전달 혈관 중재 수술 로봇

⑮ 인공 달팽이관 최소침습 삽입 로봇 

시스템

⑯ 인간-로봇 협동 뇌외과 수술 로봇 시스템

③ 석유화학 폭발연소 등의 위

험 환경 방폭형 작업 로봇

④ 산업용 로봇 핵심 부품 기술 

및 응용 시범

⑤ 대형 농업 로봇 지능 협동 작

업 시스템 

⑥ 능동 운동 결장 검사 로봇

⑦ 척수 손상 재활 로봇

⑧ 중국 산업용 로봇 직업 훈련

을 위한 교육 로봇 시스템

구분 세부 기술

 기초프런티어 
기술 (11개)

① 편직/접이식 원리 기반의 로봇 구조·기능 통합화 설계

② 로봇의 강하고 유연한 구조 결합 및 가변강성 기술

③ 생체세포생물혼합 로봇 구동 및 제어

④ 로봇 생체모방 클러스터 핵심기술

⑤ 5G 통신 기반의 다수 로봇 자율협동 기술

⑥ 준생명 트윈스 기반의 로봇 지능적 학습방법

⑦ 침습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생물학적 중재 제어기술

⑧ 로봇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및 방법

⑨ 폐부 미소결절 지향 로봇검사 기술

⑩ 복합골절 비개방정복 지향 수술로봇의 지능적 작동환경 구축 원리 및 기술

⑪ 자율적 수색구조로봇의 온라인 부상자 분류 원리 및 기술

 핵심기술 및 
장비 (3개)

① 대형 고생산성 광갱 종합굴진 로봇

② 복합지질조건 탄광 보조수송 로봇

③ 록버스트(rock burst) 광산 지향 안티버스트(anti burst) 드릴링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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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혁신자원

중국은 로봇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며, 연구기관 설립을 지속적 강화 중3)

○ 2018년 12월 기준, 186개의 대학교에서 로봇엔지니어링학과를 개설함

- 2016년 東南대학이 가장 먼저 해당 학과를 개설한 이후, 2017년 東北대학, 

湖南대학 등 25개 대학의 본과 교과과정에 개설하였으며, 2018년 북경항공

항천대학, 중국광업대학 등 대학교에서도 해당 학과를 개설함

○ 국가의 로봇기술수준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많이 의존하며 연구기관은 

로봇의 기술혁신수준, 과제수행능력, 인력양성, 국가첨단기술비축 등에 있어서 

대체 불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로봇 연구기관은 로봇학, 로봇핵심부품, 기술 및 시스템, 로봇 

엔지니어링 등 방향의 과제연구를 수행함

- 이와 동시에 로봇 이론, 설계, 제조 및 응용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고급 

로봇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로봇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고차

원적인 기술수준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함

[표 5] 주요 로봇 연구기관

3) 하얼빈공대로봇(산동)지능장비연구원(2010.1), 中國機器人産業發展報告(2019)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연구기관 주요 연구방향

선양(瀋陽)자동화연구소
로봇학응용기초연구, 산업로봇산업화, 물밑 스마트장비 및 시

스템, 특수로봇

지린(吉林)대학 로봇연구팀
기기시각, 로봇내비게이션, 지능물리데이터분석 및 처리, 패

턴인식, 기기학습, 첨단장비 및 알고리즘연구

하얼빈(哈爾濱)공업대학 로봇연구소
로봇설계방법 및 공통성기술, 로봇인지 및 지능행위제어, 로

봇 및 메카트로닉스시스템 통합기술

상하이교통대학 로봇연구소
산업로봇 작업시스템 핵심기술연구, 차세대 바이오 메카트로

닉스 인체모방손, 다축직접구동형 웨이퍼수송 진공로봇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지능형 정보처리, 복잡시스템 및 지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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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2018년 12월 기준, 도합 8개의 로봇관련 국가지방공동공학연구센터(공학실험실)을 

설립하였음

- 위탁기관, 연구기관 혹은 대학 등 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설립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 및 국가과학기술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함

연구기관 주요 연구방향

시안(西安)교통대학 인공지능 및 
로봇연구소

시각신호 통계특성, 초급 시각모형, 지능제어 및 인식시스템

과 각종 이미징처리방법 및 기술

북경항공항천대학 로봇연구소 현대구조학 및 로봇기술분야의 이론연구와 기술개발

북경이공대학 지능형로봇연구소
운동생체모방학, 바이오감지 및 인터렉션 메커니즘, 생체모방

제어 및 시스템 통합

북경기계공업자동화연구소유한공사
지능로봇, 산업로봇시스템 통합, 광메카트로닉스설비, 대형패

키지자동화장비

난징(南京)로봇연구원

고정밀 고효능 지능산업로봇, 멀티센서 정보융합형 지능서비

스로봇, 완전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의료로봇, 지능형 감

지 및 정밀작업이 가능한 특수로봇

후난대학로봇시각감지및제어기술국
가공정실험실

지능형 산업로봇 응용환경의 목표 시각정보의 자동획득 및 

지능 이해, 로봇시각 가이드와 고속운동제어, 고속정밀 모터

구동 및 서보제어

저장(浙江)대학로봇연구원
차세대 산업로봇, 특수로봇, 로봇 핵심부품 연구개발 및 산업

화

산둥(山東)대학 로봇연구센터
지능로봇기술, 산업로봇응용, 지능 우주기술, 초소형 로봇, 

메카트로닉스 설비의 연구, 개발 및 응용

화난(華南)지능형로봇혁신연구원
지능로봇, 지능장비, 지능제조사업 중대과학기술문제, 지역산

업 중대수요, 멀티감응 융합형 센서시스템

지능기계 및 로봇연구소
직렬/병렬 로봇메커니즘의 혁신디자인이론연구, 직렬/병렬 

로봇 메커니즘 응용연구, 기기시각

홍콩과기대학 로봇연구소
자체 비행, 인간-기기상호작용, 자율운전, 스마트 로봇팔, 로

봇기술 및 신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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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로봇 관련 국가지방공동공학연구센터

출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Ⅴ 정리 및 시사점

중국정부는 강력한 지원, 혁신시스템의 구축, 국제화발전전략 추진 등을 통해 로봇 
기술개발 및 응용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었음

○ 정부차원에서 기술, 제품, 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초연구 및 특별프로젝트를 

실시해 로봇산업의 혁신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 로봇산업을 저해하는 병목기술을 확보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 로봇공정혁신

센터 설립과 원스톱 응용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7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지능형 로봇” 특별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음

○ 중국은 표준체계 구축, 혁신산업지원, 인력양성을 포함한 로봇 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질적 성장을 실현하였음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가로봇표준화 총괄팀과 전문가자문팀”을 구성해 

로봇 표준화전략 및 국제표준화 제정 등 사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15.9)

명칭 운영기관

원전 지능형장비 및 로봇응용기술 국가지방공동공학연구센터 中廣核연구원유한공사

로봇감속기 개발기술 국가지방공동공학연구센터 陝西渭河툴금형유한공사

광산용 로봇기술 국가지방공동공학실험실(河北) 唐山開誠전기제어설비그룹공사

로봇 및 지능제조 국가지방공동공학실험실(선전) 홍콩중문대학(선전,深圳)

금속절삭 및 로봇융합기술 국가지방공동공학실험실 寧夏巨能로봇시스템유한공사

디지털제어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기술 국가지방공동공학연구센터 廣州디지털제어설비유한공사

지능형 로봇 첨단구조 및 제어기술 국가지방공동공학연구센터 EFORT지능장비주식유한공사

의료용 로봇 국가지방공동공학연구센터 북경天智航의료과기주식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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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기금 설립 및 세수 지원을 통해 로봇 산업 관련 

완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부 로봇기업은 해외 인수합병 등 국제화전략을 펼쳐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음

○ 로봇, AI 및 자율주행이 결합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항만을 상하이에 구축한 

이후4) 칭다오에 아시아 최초의 무인자동화 항만을 구축해 70%의 인력감축 및 

30%의 효율향상 효과를 보았음5)

○ 세계 최초의 초정밀 컨트롤 캡슐 위내시경인 안콘(ANKON) 로봇 NaviCam

을 자체 지식재산권(IP)으로 개발하여 현재 북경,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시의 

주요 병원 및 건강검진센터에서 시범 응용되고 있음6)

○ 로봇 대표기업인 선양신숭(Siasun)은 6.4억위안을 투자해 한국 신성E&G의 

자회사인 신성FA(공장자동화) 사업부문의 80% 지분을 인수하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시켰고 로봇생산의 자동화를 촉진시킴7)

                                  
이와 동시에, 중국은 국제협력의 수요도 많이 존재함

○ 중국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정밀제조수준이 취약하기 때문에 

로봇 핵심기술이 해외와 여전히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함

- 로봇 관련 특허보유 현황을 보면 일본(42.6%)→미국(20.5%)→한국(12.7%)→중국

(9.6%)의 순으로, 중국은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과 격차가 큰 편임8)

- 2018년말기준 중국의 로봇관련 기업은 약 8000개이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일부 기업은 R&D 비용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로봇관련 표준시스템의 미비로 제품 품질 혹은 등급이 다양하며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

- 중국은 완비된 로봇표준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연구개발, 생산, 판매, 

집적 및 서비스 등에 이르는 세분화된 산업사슬을 형성하기 어려움

4) http://www.xinhuanet.com/mrdx/2017-12/11/c_136816251.htm
5) https://www.sohu.com/a/139811659_397917
6) https://baike.baidu.com/item/胶囊内镜机器人/15841693?fr=aladdin
7) https://www.sohu.com/a/218111140_562020
8) https://www.cidermics.com/contents/detail/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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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로봇 핵심부품은 로봇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품비용 전

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

        ※ 예시) 로봇용 정밀감속기는 크게 고조파감속기와 RV 감속기의 2가지로 분류되며, leaderdrive

(苏州绿的)가 고조파감속기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수입산을 일부 대체하였으나 RV 감속기는 

전동정밀도, 비틀림강성 등 성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해외 수입에 의존함

○ 전 문 인 력 의  부 족 으 로  로 봇 발 전 이  제 약 받 고  있 으 며 , 관 련  전 문 인

력  양 성 이  시 급 한  해 결 과 제 가  되 었 음

- 중국정부가 발표한 「제조업인재발전규획 가이드라인」(2017)에서는 2020년에 

부족한 로봇전문인력이 300만명에 달하며, 2025년에는 4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함

- 국제로봇연맹은 로봇이 1대씩 증가할 때마다 약 3.6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며, 향후 몇 년간 중국은 로봇증가로 인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를 충족

시킬 전문인력이 갈수록 부족할 것으로 예측함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한·중 양국간 로봇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비대면, AI 등을 통해 로봇의 활용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로봇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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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百度百科 | 胶囊内镜机器人
  https://baike.baidu.com/item/胶囊内镜机器人/15841693?fr=aladdin

● 重磅！新松机器人6.4亿收购韩国SHINSUNG公司FA业务 
  https://www.sohu.com/a/218111140_562020

● 전자신문, 변상근기자 "수출 부진에 코로나19까지"…로봇 및 부품기업들 사업 순연 잇따라
(2020.3.19.)

  https://www.etnews.com/202003190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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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weixin.qq.com/s/N1LFB1VjdyK5BLK2KhYbpA
http://www.zd-yiqi.com/a/xinwenmeiti/hangyexinwen/117.html
https://www.cidermics.com/contents/detail/1987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7/201707/t20170731_134320.htm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8/201808/t20180803_141054.htm?from=timeline&isappinstalled=0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9/201906/t20190621_147261.htm
https://mp.weixin.qq.com/s/5mWprrKGJ1WqTlsWXuG45w
http://www.xinhuanet.com/mrdx/2017-12/11/c_136816251.htm
https://www.sohu.com/a/139811659_397917
https://baike.baidu.com/item/?ҥ??������/15841693?fr=aladdin
https://www.sohu.com/a/218111140_562020
https://www.etnews.com/202003190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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