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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동안 중국경제를 견인해 왔던 인구보너스가 감소하고, 노동자 임금까지 상승하면서 고령화·고임
금이 제조업 경쟁력 하락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중국은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로봇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시장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로봇 육성에도 역
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로봇산업은 기술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인수·
합병에 의한 기업규모 확대전략, 연구개발 확대 등에 힘입어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지속적으로 글로벌로봇 기업들을 인수하여 선진기술을 흡수하
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각 지방별로 로봇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도 로봇기술이 가사·교육·물류·유통 등 다양한
업종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중국 로봇시장 진출을 위
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로봇 분야에 특화된 인재육성을 통해 로봇시장 확대를 위한 기초
를 마련하고, 로봇 분야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균형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로
봇시장의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로봇산업의 세부 분야별 우리의 비교우위를 찾아
중국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중국 로봇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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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중국은 그동안 중국경제를 견인해 왔던 생산가

봇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능 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인구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로

보너스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동시에 노동자 임

봇산업은 세계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금까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고령화·고임

로봇시장으로 도약했으며, 2020년이면 로봇시장

금이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정

규모만도 6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

부는 ‘중국제조 2025’에 로봇1)을 전략적 육성산업

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18’에서

으로 선정하고, 전폭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도 별도로 마련된 로봇관에 부스를 차린 중국기업

시작했다. 아울러, 고령화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

은 총 20개로 전체 참가기업의 55%를 차지했다.

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로봇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처럼 글로벌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세는 거

소비시장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침이 없다. 우리 로봇산업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1) 국제로봇연맹(IFR)은 로봇산업을 크게 산업용(제조용), 개인서비스용 로
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용로봇은
제조업 공정 및 출하작업에 적용되는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은 건강·
교육·가사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은 국방·의
료 등 특정한 시설이나 목적을 위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중국 로봇산업의 시장동향과 중국
주요 기업의 사례 및 중국정부의 로봇산업 정책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중국 로봇시장의 발전 현황
중국전자학회(中国电子学会, 2018)에 따르면,

의 산업용로봇 시장은 2017년 51억 2,000만 달러

2018년 중국 로봇산업의 시장규모는 87억 4,000

를 판매하면서 전년대비 30.2% 증가하였다. 2020

만 달러로 예상되며, 2013~2018년까지 연평균

년 산업용로봇의 시장규모는 93억 5,000만 달러

29.7% 증가하였다. 그 중 산업용로봇 시장규모는

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로봇산업연맹(中

62억 3,000만 달러로 전체 로봇산업의 71%를 차

国机器人产业联盟, 2018)에 따르면 중국 산업용

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용로봇은 18억 4,000만 달

로봇 판매량은 2017년 14만 1,000대로 전년동기

러로 21%, 전문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는 특수용

대비 58.1%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

로봇은 6억 7,000만 달러로 8%를 차지하고 있다.

고 있다.

세계 산업용로봇 시장의 1/3을 차지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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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산업용로봇 판매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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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산업용로봇 판매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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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国电子学会(2018), 中国机器人产业联盟(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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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용로봇의 주요 응용분야는 자동차산

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업, 3C(컴퓨터, 통신장비, 가전제품), 금속제조업,

는 약 2억 4,1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달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식품제조업 등이다. 그 중

한다. 인구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의료, 교육 수

가장 활발한 응용분야는 3C분야로 판매량은 2017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 내 서비스로

년 약 5만대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2.6%

봇 산업의 잠재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2017년

증가하였다. 3C분야는 중국 산업용로봇 전체 판

중국 개인서비스 로봇산업의 시장규모는 12억

매량에서 35.2%를 차지하며 중국 제조용로봇의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6.2%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요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

2018년에는 약 1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

로봇의 판매량도 2017년 약 4만 3,000대를 기록하

이다. 그중 가정용로봇, 의료용로봇, 공공서비스

였으며, 전년대비 61.1% 증가하였다.

용 로봇이 각각 8억 9,000만 달러, 5억 1,000만 달

중국의 개인서비스용 로봇산업도 최근 5년간

러, 4억 4,000만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

특히 가정용로봇과 공공서비스용 로봇의 증가속

<그림 3> 2017 중국 산업용로봇 응용 분야

<그림 4> 3C, 자동차 분야 최근 판매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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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国机器人产业联盟(2018), 조은교, ‘중국 산업용로봇’,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8년 7월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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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 개인서비스용 로봇판매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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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国电子学会(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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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전문서비스용 로봇판매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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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빠르다. 아울러, 2020년에는 주차로봇,

장규모는 5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9.2% 증

슈퍼마켓로봇 등 신흥 응용 분야의 로봇산업 발전

가하였고, 특수로봇 중 군사용로봇, 극한작업 로

으로 서비스로봇 시장은 약 40억 1,000만 달러에

봇, 응급구조 로봇의 시장규모는 4억 7,000만 달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러, 1억 5,000만 달러,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

중국 전문서비스용 로봇의 경우에도 비교적 빠
른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특수로봇의 시

며, 2020년 중국 특수용 로봇시장은 10억 7,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3. 중국 로봇기업의 주요 혁신전략
(1) 인수·합병, 연구개발로 고속 성장하는
산업용로봇 기업

州启帆), 아이푸터(埃夫特), 신송(新松), 아이스

둔(埃斯顿), 광저우슈콩(广州数控), 신스다(新

时达) 등이 있다. 전체 중국 산업용로봇 시장에

중국 산업용로봇 시장의 주요 기업은 일본, 독

서 중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32.8%에 불

일, 스위스 등의 외자기업이 대부분으로 2016년

과하며, 모두 저기술 제품에 해당된다.2) 이렇듯

중국 전체 산업용로봇 시장에서 약 67.2%를 차지

중국계 기업은 중국시장 내 낮은 점유율, 원천기

한다. 이 중 일본의 화낙(Fanuc, 发那科), 야스카

와(yaskawa,安川), 독일의 쿠카(kuka, 库卡), 스
위스의 ABB사 등의 글로벌로봇 산업의 4강 기업

술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
를 투자와 연구개발이라는 ‘투트랙(two track) 전
략’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

이 중국시장 내 점유율 57.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계 산업용로봇 기업으로는 광저우치판(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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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6년 중국 산업용로봇 주요 기업의
시장점유율

<그림 7> 중국 브랜드의 산업용로봇 기업의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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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前瞻产业研究院(2017), 조은교, ‘중국 산업용로봇’,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8년 7월호 재인용.

인 메이디그룹도 2017년에 독일 로봇기업인 쿠카

발에 성공하면서 기술적인 도약을 이루어 나가고

(KUKA)를 총 45억 유로에 인수하면서 중국 산업

있다.

용로봇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주요
중국계 로봇 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이스툰(ESTUN, 埃斯顿)
이스툰사는 1993년 난징에 설립된 설비제조 회

1) 이포트 (EFORT, 埃夫特)

사로 최근에는 산업용로봇 기술과 스마트 제조 시

이포트는 2007년 9월 중국 안후이성에 설립된

스템의 기술우위를 통해 중국 산업용로봇의 선두

중국계 스마트장비 회사로 산업용로봇과 대물 물

주자가 되었다. 주로 용접, 운반, 가공 로봇 등을

류의 저장 및 운반 설비 그리고 비표준 생산설비

생산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중국 국내브랜드

의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는 첨단기술 기업이다.

산업용로봇 시장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

특히 도장·금속 가공, 자동차 자동화장비 분야에

툰은 6축 로봇이 회사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는 중국 산업

차지하며, 중국 내에서 몇 안 되는 컨트롤러, 서보

용로봇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스템, 감속장치 등 로봇 핵심부품의 자주기술

이포트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을 가진 기업이다. 이스툰도 메이디(美的), 이포

확장 중이다. 지난 2015년 이탈리아 도장로봇 전

트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투자·합병을 통해 선

문생산 업체인 CMA를 인수했으며, 2016년에는

진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다. 여러 차례의 인수·

이탈리아 금속가공 로봇 생산업체인 ‘EVOLUT’를

합병을 통해 로봇의 시스템, 핵심 부속품, 스마트

인수했다. 이포트는 이탈리아 로봇기업을 합병하

제조 시스템, 디지털 공장 등으로 가치사슬을 확

면서 이탈리아 현지에 도장로봇 R&D센터와 지능

장해 나가고 있다.

형로봇 응용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에도 적

이스툰은 2016년에 상하이 프락사(PRAXAIR,

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기

普莱克斯) 및 로봇 3D 비주얼기술 연구개발 분

업으로는 처음으로 165kg 반송이 가능한 로봇 개

야의 이탈리아 기업인 이유클리드 랩스(Euc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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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s)을 인수했다. 2017년에는 정밀 컨트롤러 회

휴머노이드로봇, 교육용로봇 등을 생산하는 기

사인 영국 트리오(TRIO) 지분 100%, 서보드라이

업이다. 유비테크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이

버 회사인 바렛(BARRET)의 지분 30%, 독일 로봇

제는 텐센트(腾讯), 하이얼(海尔), 텔스트라(Tel-

자동화기업인 마이(MAI)사 지분 50%를 인수하였

stra) 등으로부터 8억 2,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

다. 이러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이스툰은

았고, 2018년 5월 기준 기업가치는 50억 달러에

로봇시스템 통합, 핵심부품, 로봇본체 생산부터

달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유비테크의 주

스마트팩토리까지 로봇산업 전체로 가치사슬을

요 상품으로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로봇 ‘알파

확장하고 있다.

(Alpha)’ 시리즈, 스템(STEAM) 3)교육용로봇 ‘지
무(Jimu)’, 기업용 서비스로봇 크루즈(Cruzr) 등이

(2)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활용범위를 확장
하는 서비스로봇 기업

있다. 유비테크는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으
며, 자사 고유의 디지털 서보기술 및 70여개의 특
허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용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봇 기
업의 혁신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 서비스

2) 에코백스(Ecovacs, 科沃斯)

로봇 기업은 안면인식·음석인식·AI 등 첨단기술

에코백스는 중국 청소로봇의 선두 브랜드를 보

을 활용한 신제품을 다량 출시하고 있다. 가사로

유한 중국 내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에코백스의

봇·교육용 로봇·의료로봇·물류로봇 등의 다양

청소기로봇은 2014년부터 중국시장에서 50% 안

한 제품들은 숙박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물류업,

팎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시장에서

유통업 등의 서비스업종에 활용되고 있다. 주요

는 미국의 irobot에 이은 2위로 약 11%의 점유율

서비스로봇 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코백스는 ‘선난후

1) 유비테크(Ubtech, 优必选)

2012년 설립된 유비테크(Ubtech, 优必选)는 중
국을 대표하는 서비스로봇 기업 중 하나로 주로

이(先难後易)’라는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3)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의 약자로 과학기술 분야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융합인재교육 시스템
을 의미한다.

<그림 9> 유비테크의 주요 로봇 제품

자료 : 유비테크 홈페이지( https://www.ubtrobot.com/pages/support, 검색일자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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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에코백스 중국 청소기로봇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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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天风证券研究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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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에코백스 세계 청소기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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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즉, 시장이 성숙하고 경쟁이 치열

또한, 에코백스는 연구·개발에도 2억 6,900만

한 선진국시장에 먼저 진입한 후 개도국시장에 진

위안을 투자해 로봇 인터넷 생태계 프로젝트를 추

출하는 것으로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

진하고 있다. 앱(APP) 개발, 빅데이터센터 설립,

페인 등으로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독

음성인식, 안면인식, 머신러닝, 실내 3D 환경인식

일 GFK차이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

등 6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7월에는 난

로 에코백스 청소기로봇은 독일 로봇청소기 시장

징에 인공지능연구원을 설립하여 로봇과 인공지

에서 점유율 34.1%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능을 결합한 특수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4. 중국 로봇산업의 정책동향
중국정부는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도

에 집중되었다. 2010년 국무원에서는 첨단장비제

약을 위해,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이고

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战略性新兴产业)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로봇산업

선정하면서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지원계획과 지

인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기 시작했다.

방정부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급(국가급) 정책을 명시적으로 추진
한 것은 2012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과학
기술부는 ‘스마트제조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1) 중앙정부 지원정책

계획(智能制造科技发展 “十二五” 专项规划)’을
발표하면서 산업용로봇의 핵심부품 기술혁신과

중국의 초기 로봇산업 정책은 주로 산업용로봇

스마트제조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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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중국 로봇산업의 혁신성장 전략과 시사점

공업신식화부에서는 2012년 ‘첨단장비제조업

도의견(关于推进工业机器人产业发展的指导

发展规划)’을 발표하며 스마트기기, 자동제어시

템을 완비하고 3~5개의 우수기업 양성과 8~10개

12차 5개년 발전규획(高端装备制造业 “十二五”

意见)’을 통해 2020년까지 산업용로봇 생산시스

스템, 산업용로봇의 핵심부품 개발, 로봇에 기반

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

한 생산라인 자동화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러, 첨단제품 시장에서 로봇점유율 45% 이상, 로

2013년에는 ‘산업용로봇산업 발전추진에 관한 지

봇밀도(로봇수/1만명) 100대 이상이라는 구체적

<표 1> 중국 로봇관련 주요 정책
년도

법규

주요내용

2010

국무원, <전략적 신흥산업 배양 및 발전에 관한 결정(关于
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첨단장비 제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기초 조
립능력의 강화, 디지털화를 통한 적극적인 발전, 시스템 통합기술
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을 강조

전 인 대 , < 국 민 경 제 와 사 회 발 전 제 1 2·5 ( 2 0 1 1 ~ ·제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장비제조업의 기초부품 연구 개발,
2011 2015년) 규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 시스템통합 수준의 향상, 장비제품의 스마트화 및 스마트제조장비
(2011~2015年)规划纲要)>
구축 등을 강조
과기부, <스마트제조 과학기술 발전 12·5 전문 프로젝트
2012
규획(智能制造科技发展 “十二五” 专项规划)>
2012
2013

·산업용로봇의 본체와 정밀감속기, 서보드라이버 및 전기기계, 제
어기 등 핵심부품의 범용기술 개발과 자동공정화 제품의 연구개
발, 산업용로봇 및 그 핵심 부품의 기술혁신과 산업화 실현을 목표
로 제시

공신부, <첨단 장비제조업 12·5 발전 규획(智能制造科技 ·스마트기기와 자동제어시스템, 산업용로봇, 핵심부품 개발, 로봇
에 기반한 장비생산라인 자동화 구축 강조
发展 “十二五” 专项规划)>

발개위,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2013년 수정본)产业结 ·3축 이상 연동되는 빠르고 정밀한 수치제어 시스템, 서보 전기기
계 및 구동 장치, 기능부품 등을 발전 장려 항목에 포함
构调整指导目录(2013年修正本)>>

·2020년까지 산업용로봇 산업 시스템을 완비, 3~5개의 국제경쟁
력을 보유한 우수기업과 8~10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
공신부, <공업로봇 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产业
2013
·첨단 제품시장에서 산업용로봇의 시장점유율을 45% 이상으로 제
结构调整指导目录(2013 年修正本)>
고, 로봇밀도(1만명의 직원당 사용되는 로봇 대수) 100대 이상 등
의 구체적 목표 제시

2015 국무원,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정보기술과 제조기술의 융합발전 가속화, 스마트장비와 스마트제
품의 발전과 생산 과정의 스마트화, 신형 생산방식의 육성계획을
발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스마트화수준 제고, 로봇 본체, 감
속기, 서보모터 ,제어기, 센서 및 디스크 드라이버 등 핵심 부품 및
시스템 통합 등의 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강조

·중국 브랜드 산업용로봇의 연 생산량을 10만대 이상, 6축 및 그 이
상의 산업용로봇의 연 생산량을 5만대 이상으로 제고
공신부, 발개위, 재정부 <로봇산업 발전 규획(2016~2020
2016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의료로봇 등의 기술개발 및 핵심부품의
년), 机器人产业发展规划(2016~2020年)>
자급자족 발전 등을 추진
·2020년까지 로봇밀로 150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
2017

공신부, <차세대 인공지능 촉진 3개년 행동계획, (促进新
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8~2020년)>

·2020년까지 가정용 서비스로봇과 지능형 공공서비스로봇의 대량
생산 및 활용, 의료재활, 노인 및 장애인 보조, 화재·재난구조 로
봇, 로봇 시제품 생산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

자료 : 조은교(2018), ‘중국 산업용로봇’,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8년 7월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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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도 제시하였다.

와 공업화의 융합으로 간주하고, 중국 브랜드로

국무원은 2015년에 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중국제조 2025(中国

制造2025)’를 발표하였다. 로봇을 제조업의 10대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제시하면서 로봇산업의 중
요성과 위상이 격상되었다. 스마트제조를 정보화

봇의 용접·운반·스프레이·가공·조립·검사측정
분야에서의 통합응용 및 기술개발을 강조하였다.
공업신식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2016년 ‘중국 로봇산업 발전계획(机器人产业发

展规划, 2016~2020年)’을 발표하면서 로봇산업을

<표 2> 중국 지역별 로봇 클러스터와 특징
밀집 지역

산업 단지/ 기업명

특징

상하이
(上海)

상하이 쟈오커 쑹장 과학혁신단지
(上海交科松江科创园)

·‘서비스로봇사업 육성 + 창업 훈련 + 엔젤 투자 + 플랫폼 개
방’ 등의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 인재를 배출하고,
로봇산업 과학기술혁신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쿤산
(昆山)

쿤산 첨단지구 기술로봇 산업단지
(昆山高新区机器人产业园)

·‘로봇산업기지’, ‘대학 과기원’, ‘과기산업단지’, ‘로봇산업 과
학 보급관’, ‘전공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이 있는 종
합형 로봇산업단지

주삼각
지역
(珠三角)

푸산
(福山)

중국 광둥 로봇산업 혁신센터
(中国广东机器人集成创新中心)

·중국의 공정원, 화중 과기대, 과기원 등 연구기관을 밀집하
여 기업들에 주로 기술적 지원을 제공

징진지
지역
(京津冀)

탕산
국가 훠쥐 탕산로봇 특색 산업기지 ·로봇관련 기업이 48개가 주재하고 있으며, 종합프로젝트 20
(唐山) (国家火炬唐山机器人特色产业基地) 개가 추진 중

장삼각
지역
(长江三
角)

동북 지역
(东北)

중부 지역
(中部)

도시

하얼빈
(哈尔
滨)

하난 로봇단지(哈南机器人园区)/
하얼빈공대 로봇 그룹
(哈工大机器人集团)

·산업용로봇, 특수로봇 영역을 주축으로 로봇본체를 제작하
고, 정밀감속기, 서보모터와 드라이버, 컨트롤러 등 로봇 핵
심부품과 로봇시스템 통합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스마트 클라우드 로봇, 첨단 스마트기기, 스마트팩토리 프로
젝트 및 관련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 서비스
를 제공

선양
(沈阳)

중더 선양 장비제조 산업단지
(中德沈阳装备制造产业园)
신송 로봇 자동화 주식회사
(新松机器人自动化股份有限公司)

·스마트제조, 첨단장비, 자동차제조, 공업서비스 등을 적극
육성
·산업용로봇과 진공로봇, 이동로봇, 특수로봇 스마트 서비스
로봇 등 제품의 설계 및 연구개발 추진

루어양
(洛阳)

루어양 로봇 스마트장비 산업단지
(洛阳机器人智能装备产业区)

·단지 내에 3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2개의 연구소와 1개의
인큐베이터가 주재
·상하이교통대학, 서북공대, 러시아 레이저 연구소 등의 연구
기관이 있음

우후
(芜湖)

서부 지역 충칭
(西部)
(重庆)

우후로봇 산업단지
(芜湖机器人产业园)
이포트 스마트 장비 주식회사
(埃夫特机器人装备股份有限公司)
충칭 량장 신구로봇 산업단지
(重庆两江新区机器人产业园)/
충칭 용촨 봉황호 산업단지
(重庆永川凤凰湖产业园)

·로봇본체 및 핵심 부품을 연구하고 제작하며, 로봇 시스템과
세트(成套) 장비통합 응용, 로봇 첨단기술 연구 등을 추진

·로봇 풀세트 장비 및 핵심부품 제조,연구개발 모니터링, 인
재육성, 여신금융 지원 등이 통합된 로봇산업 종합 시범구역

자료 : 中国电子学会, 「中国机器人产业发展报告」,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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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중국 브랜드 산업
용로봇 생산량 목표를 10만대로 정하고, 6축 이상
산업용로봇 생산은 5만대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2017년 공업신식화부가 ‘차세대 인공지능 촉진

3개년 행동계획(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

三年行动计划, 2018~2020年)’을 발표하면서 서

비스로봇 육성정책이 본격화되었다. 2020년까지

년 서부지역에 있는 충칭시는 ‘충칭시 로봇 및 지
능형 장비 산업클러스터 육성계획(重庆市机器
人及智能装备产业集群发展规划)(2015~2020

년)’을 발표하였다. 이후, 주강삼각주에 있는 둥관
시는 2016년 ‘로봇지능형 장비산업 발전 강화 및
글로벌첨단제조기지 구축방안(关于大力发展机

器人智能装备产业打造有全球影响力的先进制

가정용 서비스로봇과 공공서비스로봇의 대량생

造基地的意见)’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광저우

산 및 활용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의료재활, 노

시는 ‘광저우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 건설 실시

인 및 장애인 보조, 재난구조 로봇 등의 생산 확대
를 강조하였다.

방안(广州市建设 ‘中国制造2025’ 试点示范城市

实施方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각 지방정부별

로봇산업 육성정책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발

(2) 지방정부 지원정책

표되면서 각 지역별로 로봇기업과 손을 잡고 클
러스터가 형성되었다. 또한 단지별로 로봇 전문

중국 중앙정부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

창업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프로젝트

면서, 지방정부도 각 지역별 우위산업과 연관된

도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전도유망한 스타트업들

로봇산업 지원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2015

도 탄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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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중국의 로봇산업은 기술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실, 글로벌 로봇캠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기업들의 인수·합

지원대상의 범위,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수를

병 전략, 연구개발 확대 등에 힘입어 눈부신 속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중학생 대상으로 창의교

로 성장하고 있다. 단순한 로봇완제품 조립에서

실, 글로벌 로봇캠프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지원

이제는 로봇의 핵심부품 기술까지 확보해 나가고

대상의 범위,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수를 확대

있다. 특히, 서비스로봇은 교육·의료·물류·유통

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유

등 다양한 업종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

아·아동까지 낮춰 조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고, 초등학교·농어촌 중학교에 있는 창의교실을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신성
장 분야이며,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확대하는 등 창의적인 인재육성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시장 확보가 매

두 번째, 로봇산업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균

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중국 로봇

형잡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

산업의 성장에서 시사점을 찾고, 부문별 대응방

서 살펴본 중국 지방정부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

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면, 창업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설치 등을 통

먼저, 로봇분야에서 특화된 인재육성 정책이

해 로봇분야의 전문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해 주고

필요하다. 중국은 로봇산업 관련 인재 육성을 위

있다. 중국 서비스로봇 기업인 유비테크는 스타

해, 국제로봇올림피아드(IRO, International Robot

트업에서 시작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Olympiad)4) 등을 개최하고, 전국에 약 120개의 로

세계 드론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 드론

봇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로봇전문 기술교육에

기업인 DJI(大疆創新科技)도 처음에는 작은 스타

열을 올리고 있다. IRO 참석자의 연령별 비중을

트기업에서 시작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보면, 한국은 중·고등학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경우, 주로 대기업이 주도

중국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수는 미미하여 산업 생태계

중국은 낮은 연령층에도 조기 로봇교육을 실천하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로

고 있기 때문이다.

봇 분야의 창업지원 정책 등을 통해 동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교

의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발굴을 장려하여

4) IRO는 김종환 카이스트 교수(현 IRO 세계위원장)에 의해 1999년 창설
되었다. 중국은 2002년 처음으로 IRO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2016년
과 2017년 각각 베이징시, 친황다오(秦皇島)시에서 IRO 세계대회를 개
최하였다.

균형잡힌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봇산업에서 우리의 경쟁우위를
찾고, 중국 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중국의

2 0 1 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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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보유량은 세계 1위이나, 인구 1만명
5)

전 속도에 비해 중국 국산브랜드 시장점유율이 낮

당 로봇 보유량 은 낮아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고, 핵심부품 기술력이 미비하여 여전히 난제가

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산업용로봇 산업은 발

존재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우
위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개발 분야

5) 중국의 로봇밀도(인구 만명당 로봇 수)의 경우, 68대로 한국의 631대
와 비교 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평균 수준인 74대보다
도 낮다.

에서 틈새시장을 찾아 대중 진출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은교
중국산업연구부·부연구위원
ekcho@kiet.re.kr/044-28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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