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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조업이 정체기를 맞으면서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제조혁신은 경제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 정책 추진과 더불어 기업들의 첨단기술을 통한 혁신 의
지 또한 고조되고 있어 제조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혁신이 ‘연결성’, ‘지능
화’, ‘자동화’를 주요 키워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로봇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생산공정 자동화에 주요
한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지능화되면서 로봇의 활
용도가 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로봇 밀집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 부문에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4대 강국으로의 도약 및 로봇 활용을 통한 제
조업 전반의 제조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지능형 로봇 기술 자립을 위한 중장
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용 로봇의 렌탈 및 리스 제도 도입과 자동화 수요
기업과 공급기업간 매칭 및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로봇 관련 전
문인력 양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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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혁신은 ‘연결성’, ‘지능화’, ‘자동화’를 주요

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키워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부문의 자동

제조업이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첨단기술 활용

화가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기계-기계 간 연결이

을 통한 제조혁신은 경제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아닌 사람-사물 간, 사물-사물 간 연결로 확대되고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있다. 이 과정에서 로봇은 생산공정 자동화를 중

정책 추진과 더불어 기업들의 첨단기술을 통한 혁

심으로 센서, 네비게이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신 의지도 고조되고 있어 향후 제조혁신에 대한

등의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고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생산공정상의 유연성과 생산성 증대에 중요한 역

연구는 제조혁신의 핵심 기술인 로봇의 역할을 제

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시하고 국가별, 산업별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본

머물러 있던 제조형태가 제조업의 서비스화, 협

다. 그 후 제조혁신 촉진에서 산업용 로봇 활용의

동생산 등을 통해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이행

중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와 로봇의 역할
최근 제조업에서는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해 더

웨어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욱 유연한 설비 자동화와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

보급 및 산업 플랫폼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다. 첨단기술을 매개로 타 산업과의 연계가 더욱

은 ICT를 기반으로 산업기반 강화 및 고용창출을

강화되고 있고 특히 서비스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주목적으로 제조업 리쇼어링 촉진 등 경제 활성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창출되면서 다양한 변

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은 부품 및

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

소재 분야의 강점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적

조업에 대한 주요국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도 알

제조방식에 ICT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조

수 있다. 각국 인식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첨

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단기술 활용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제조부문 자동화
및 지능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조업에 대한 각국의 인식 변화는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이라는 개

제조혁신 정책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제

념을 최초로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국가

조경쟁력 강화와 기존 강점 부문 강화를 통한 기

이다. 제조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 분야 소프트

술 자립이 주를 이룬다. 독일은 2000년대 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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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조업에 대한 주요국 인식 변화
독일

·2000년대 이후 자국의 강점인 산업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전략을 제시하고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산업 플랫폼을 재편

미국

·산업기반 강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이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인터넷 등 ICT
중심의 제조업 혁신 도모

일본

·부품 및 소재 분야의 숙달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인정신에 입각한 제조업을 의미하는 모노즈쿠리(も
のづくり)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생산성 제조 방법론에 ICT를 결합

자료 : 신동평·양윤나(2018), 「제조업 혁신 주도를 위한 스마트공장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업 비중 하락에 따른 사회·경제·산업 문제 대응

봇, 조립로봇을 거쳐 지능화된 형태의 협동 로봇,

을 목적으로 제조혁신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글

무인화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과

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국가 경쟁력 기반 강화를

5G, 센서, 머신러닝 등 신기술의 진보를 통해 산

위한 첨단 제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리메이

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작업 부문 및 범위가 더욱

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건축 등의 대규모 작업부터 정

내세우며 2009년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교한 의료용 로봇까지 각 업무의 특성에 맞는 세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프로그램을 발

분화된 로봇의 개발 및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1)

족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독일과

기존에 숙련인력을 통해 수행되던 스팟 용접,

미국의 선제적 제조혁신 추진 이후 일본과 중국

드릴, 절단 등의 수작업 업무에 로봇 기술 적용이

이 제조혁신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첨단기술 기반

가능해지면서 노동력 부족 완화 및 생산성 향상

의 제조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일

해결책에 고민하던 국가들은 진화된 로봇을 국

본은 경제재건 및 디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목적

가 전략을 통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신

으로 ‘산업재흥플랜’을 수립, 중국은 제조부문 전

로봇전략, EU의 SPARC,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국

체를 포괄하는 장기비전 전략인 ‘중국제조 2025’

가로보틱스이니셔티브 2.0, 중국의 로봇산업발전

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과 IT융합

규획, 대만의 생산성 4.0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

을 통한 생산현장, 제품, 지역생태계의 혁신을 목

다.2) 우리나라 또한 산업용 로봇 활용에 대한 인

표로 제시하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4)’ 및 ‘스

식 확산이 다수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

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2017)’, ‘제조업 르네상

통상자원부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스 비전 및 전략(2019)’ 등을 통해 제조부문 혁신

「제조업혁신 3.0」, 「스마트제조혁신 2025」 등을 통

에 힘쓰고 있다.

해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와 정책적 제조혁신이 시

산업용 로봇은 제조 현장 및 제품 생산에 직결

도되었고 2019년에는 「로봇산업 발전방안」이 발

되는 기술로서 제품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자동화, 자율화, 지능화를 핵심
요소로 발전해왔다. 로봇은 고속로봇, 고밀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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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한
 국산업기술진흥원(2018), “산업용 로봇 도입에 따른 글로벌 제조
업 가치사슬 변화 및 시사점”,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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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봇 발전 동향
기술 난이도

무인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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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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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복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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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응용 작업

노동 대체 작업

고정 환경 작업

비고정 환경 작업

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8), 「4차 산업혁명과 제조혁신: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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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용 로봇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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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9), “Industrial Robots: Robot Investment Reaches
Record 16.5 billion USD”, IFR Press Releases .
주 : *전망.

표되었다.3)로봇산업 발전방안은 2023년까지 산

‘스타 로봇기업’ 20개 육성, 세계 4위의 로봇 강국

업용 로봇 70만대 보급,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도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기업의 로봇 도입 수요

3) 산업통상자원부(2019), 「정부, 로봇산업 글로벌 4대강국으로 키운다」,
보도자료(3월22일),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
bbs/bbsView.do?bbs_seq_n=161458&bbs_cd_n=81(검색일: 2019년
8월 15일).

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로봇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9, 이하 IFR)에 따르면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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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년대비 6% 증가한 42만 2,000대의 산업용

어 산업용 로봇을 통한 설비 자동화는 생산성 및

로봇이 출하되었으며 2019년 출하량이 소폭 감

가격경쟁력 확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각 산업

소 후 202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

별 로봇 현황 파악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로 예상된다. 로봇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

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국가별, 산업별 산업용 로봇 활용 현황
산업용 로봇 밀집도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

한국의 높은 로봇 밀집도는 글로벌시장에서 강

로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지켜오던 한국이 2019년

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중순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에 밀렸다. 싱가포르의

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로봇 도입 및 활용이 용

경우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 활용 대수(로봇

이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밀집도)가 831대로, 774대를 기록한 한국을 넘어

세계 5대 로봇시장은 2018년 기준 중국, 일본,

서면서 1위국으로 등극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한국, 미국, 독일이다. 해당 국가들은 제조혁신 및

3위국인 독일의 338대와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로봇 산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

보이고 있어 양국 모두 제조 로봇 활성화 및 자동

진함으로써 산업용 로봇 활용을 통한 제조 강국으

4)

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해당 5개
국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의 74%를 차

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9), “Industrial Robots: Robot
Investment Reaches Record 16.5 billion USD”, IFR Press Releases.

지하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 글로벌 로

<그림 3> 산업용 로봇 밀집도 현황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 대수)

유럽:
114
아메리카: 99
아시아:
91

774

세계평균: 99

체크

중국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슬로바키아

스페인

캐나다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미국

대만

247 240 221 217
200 188 182 175 174 172 168 165
154 146 140 140 135
덴마크

일본

독일

한국

싱가포르

338 327

스웨덴

831

자료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9), “Industrial Robots: Robot Investment Reaches Record 16.5
billion USD”, IFR Press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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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국 제조업 산업용 로봇 보유 현황(2007-2017)
450,000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제조업))
중국 408,305

400,000
350,000

353,948

300,000

일본 294,453

250,000

한국 250,182
미국 234,153

200,000
독일 169,255

150,000
100,000
50,000
-

132,062
64,057
35,163
7,32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IFR World Robotics Statistics DB, industrial robots, 각 연도.

봇 기업을 보유하고 높은 로봇 제조 기술력을 갖
5)

추고 있다.

면 운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약 60% 수준이며, 이는 전세계 공통적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용 로봇 보유량

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운송장비와 전기 및 전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일본은 점차 감소하는 추

자기기 제조업이 차지하는 로봇의 비중이 약 92%

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 미국, 중국, 독일은 지속

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2007년에는 일본이 약 35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산업용 로봇 활용도가

만대로 2위국인 독일의 13만대와 약 2.5배의 압

높은 국가는 독일과 미국이다. 독일의 경우 운

도적 격차를 보이며 산업용 로봇을 적극 활용하

송장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2009년부터 제조업 내

높고, 다음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순으

로봇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으

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도 운송장비 제조업

로 약 40만대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면서 일본

비중이 높지만 전기 및 전자기기와 큰 차이를

을 추월한 양상이다. 한국과 미국 또한 급속히 산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전기 및 전자기기

업용 로봇을 도입해 독일을 넘어섰으며 일본과

제조업의 로봇 도입 비중이 운송장비 제조업보

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

다 높다. 이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빠르고

지고 있다.

품질 개선에 대한 고객 요구가 강하며 해당 업

제조업 내 업종별 산업용 로봇 현황을 살펴보

종의 이직률이 높다는 국내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의 산업적 특성 및 우리나라 주력 제품인

5) 조규남(2019), “작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19조 6,000억원 규모”,
「로봇신문」(9월 18일),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18274(검색일: 2019년 9월 20일).

반도체, 메모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국보다 로봇 도입을 더 촉진한 것으로 예상된

2 0 1 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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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국 로봇 도입 현황 비교(2017)
(산업용 로봇 설치 비중)

운송장비
제조업
54%

미국
전기,
전자기기
21%

운송장비
제조업
35%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한국

운송장비
제조업
42%

운송장비
제조업
38%

중국
전기,
전자기기
34%

운송장비
제조업
59%
전기,
전자기기
5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일본
전기,
전자기기
37%

독일
전기,
전자기기
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석탁 및 석유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료 : IFR World Robotics Statistics DB, 2017년도 산업용 로봇 설치대수를 참고하여 저자 계산.

다.6) IFR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로봇 활용

량의 52%에 해당한다.8)

추세가 증대됨에 따라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은 대대적인 M&A를 통해 로봇 기술력을

관련 생산 허브 내 국가들의 로봇 설치가 가속될

높이고 있다. 2016년에는 로봇 및 자동화 분야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

대형 인수·합병이 활발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이

일본은 산업용 로봇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경

로봇 기업 사냥에 적극적이다. ‘로봇 리포트’(The

쟁력을 견고히 하고 있다. 일본 기업인 파낙(Fa-

Robot Report)에 따르면 전체 인수·합병 금액의

nuc), 야스카와(Yaskawa)는 글로벌 4대 기업으

47%를 중국 자본이 차지했으며 그중에서 메이디

로 로봇기술 개발 및 시장을 선도 중이다. 일본은

의 쿠카 인수(51억 달러), 키온 그룹의 데마틱(21

2013년부터 연평균 17%의 로봇 판매 성장세를 보

억 달러) 인수, 켐차이나의 크라우스마페이 인수

이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5만 5,000

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9)

대의 로봇 판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공급

6) 장길수(2018), 「글로벌 로봇 산업 트렌드, 어떻게 변할까?」, LG CNS 블
로그,https://blog.lgcns.com/1859(검색일: 2019년 6월 15일).
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9), World Robotics 2018 Industrial Robots: World Robotics Industrial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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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규남(2019), “작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19조 6,000억원 규모”, 「로봇
신문」(9월 18일),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
idxno=18274(검색일: 2019년 9월 20일).
9) 장길수(2017), “2016년 로봇ㆍ자동화 업계 대형 인수합병(M&A) 러시”,
「로봇신문」(1월 20일),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9678(검색일: 2019년 9월 20일).

산 업 경 제 분 석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 제조에서 열세를 보

깃으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시장에 진출

이고 있다. 매년 로봇 공급의 성장세를 유지하

해 있는 국내 기업은 총 718개로 이 중에서 2,000

고 있지만, 주요국과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이다.

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은 단 2개에 불과

산업용 로봇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

하며 95% 이상이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내 기업은 현대로보틱스, 로보스타, 고영테크놀

이다.10)

로지 등이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 대규모 수요 확보가 가능한 산업들을 타

10) 산업통상자원부(2019), 「로봇산업 발전방안」.

4. 향후 과제 및 시사점
산업용 로봇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의 적극

며 로봇 기술의 진전과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역량과 더불어 대대적인

산업용 로봇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

도입을 단행하고 있어 한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

년 우리나라가 목표로 제시한 ‘2023년까지 로봇 4

요하다. 향후 로봇 기술의 보유 여부 자체가 중요

대 강국으로의 도약’ 달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

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은 주요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와 기술 자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능형 로봇 기술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둘째, 한국은 산업용 로봇 도입의 편중도가 매

관점에서의 지속적 투자가 긴요하다. 가까운 미

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로봇 도입을 저해하

래에는 더 좋은 로봇의 배치를 통한 생산공정의

는 주요 요인 완화가 필요하다. 타 산업의 로봇 도

효율화가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입 활성화에 있어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

것이다. 고도화된 로봇이 업무를 자율적으로 익

과 ‘미래 투자 후 기대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해결

히고, 로봇들과 소통하면서 훨씬 방대한 작업을

이 필요하다. 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은 현

단기간에 처리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

재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의 홍보를 통

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술 자립을 위한 대대적

해 지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초기 설치 및 도

인 투자 및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높

입 비용의 절감을 통해 기술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은 수준의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기

및 매출 향상 경험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술 도입 또한 활성화되어 있다. 독일은 제조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

을 가장 먼저 선도해 오면서 오랜 기간 축적하고

술을 경험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렌탈 및 리스 기

목표해왔던 스마트공장의 실현에 거의 다가서 있

회 제공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를 벗어나 미래

2 0 1 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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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환경에 맞는 환경으로 이행함에 있어 소요되

해결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최근 중국은 2019

는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년 4월 로봇, 인공지능,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자동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매칭 및 정부의 역할

13개의 새로운 직업군을 발표했으며 산업용 로봇

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투자 활성

시스템 조작원, 산업용 로봇 시스템 운영 유지원

화 및 불확실성 완화가 필요하다. 독일은 정부 정

등이 신규 직업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해당 산업

책과 더불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 플

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랫폼으로 첨단기술 발전 및 자동화 동향을 선도

육성하려는 것으로 인식되어 해당 산업 발전을 촉

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 추진되던 프로젝트를 글

진하고,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벌 선도 기업인 IBM, 화웨이 등과의 협업을 통

이와 더불어 로봇 엔지니어링 전공을 새로이 개설

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

한 대학교가 약 101개가 되는 등 해당 산업의 발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

전을 위한 주요 기반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력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기회 마련이 필

고 있다.12) 중국의 행보와 같이 한국도 로봇산업

요하다.11)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의 인력 및 종사

셋째, 제조혁신에 있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

자 육성이 필요하고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

와 진단 및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통한 자

및 개발 등의 생태계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동화 설비 및 시스템 운용 및 관리가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성 제고와 안정적인 문제
11) SmartFactory KL 홈페이지(https://smartfactory.de/en/, 검색일: 2019
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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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
 rika Yoo(2019), “2019 상반기 중국 로봇 산업 6대 이슈”, 「로봇신
문」(7월 5일),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
no=17639(검색일: 2019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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