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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래되어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의 기술 발달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센서기술 등의 발달로 로봇의 활용 분야가 확대되었고, 로봇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앞으

로의 미래사회는 최신의 정보기술 발전이 직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빅데이터, 3D 프린팅 및 로봇 등을 활용함으

로써 대부분의 직무는 자동화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미래에

는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되어 노동 플랫폼 자체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Gartner Inc.는 로봇시장이 

Triggering 단계에서 기대가 높아지는 단계로 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4차 산업혁

명을 리드하는 기업의 참여로 로봇시장의 중심축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고 있다.    

로봇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 경비, 의료, 복지, 가사지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실생

활에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로봇에 방대한 데이터를 탑재시켜 지능화 로봇이 출현하였다. 지능형 로봇은 sensing, 

processing, acting을 위하여 물체인식, 위치인식, 조작제어, 자율이동, actuator 등을 주요 기술로 하고 있다. 외부

환경 인식, 상황 판단 등을 통해 스스로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여 일상생활 등 다양한 업무에 지능형 로봇 활

용이 확산되고 있다. 지능을 보유한 스마트 로봇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도

록 구축되고 있다. 스마트 로봇들은 스마트 디바이스들과 통신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어하게 되었다. 스마트 로봇의 확산은 일자리 문제, 사생활 침해, 안전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축산식품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낮으며 인건비 부담,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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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축산식품 산업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생산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열악한 생산 환경에 처

해 있다. 축산식품 산업의 노동집약적 공정의 스마트 로봇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초기 스마트 로봇 설비 투자비용이 많

이 필요하며, 설비에 대한 공간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보문에서는 정보화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스마트 로봇 활용 기술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스마트 로봇 활용 기술 기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축산식품에서의 스마트 로봇 활용 방법으로 모색하며, 향후 

스마트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 스마트 로봇환경이 축산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본론

1. 스마트 로봇의 활용 현황

글로벌 로봇산업은 독일의 쿠카(KUKA), 스위스의 ABB, 일본의 야스카와(Yaskawa), 가와사키(Kawasaki), 화낙

(Fanuc) 등 5개 기업이 세계 시장의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

하고 있다.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센싱 기술 등의 발달로 로봇의 활용 분야가 크게 확대되면서 로봇시장

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산업용 로봇 누적 설치대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

림 1). 전세계 산업용 로봇 산업별 주요 고객군을 살펴보면 자동차, 전자, 금속기계,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식품 순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로봇의 분류는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되며, 제조업용 로봇은 산업 제조

현장의 제품 생산부터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자동 제어하고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전문서비스용 로봇은 불

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법률, 군사, 농어업 서비스 등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고, 개인서비스

용 로봇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청소, 경비, 헬스케어, 교육, 여가지원 등을 제공하는 로봇이다. 스마트 로봇의 대표적

그림 1. 연도별 산업용 로봇 누적 설치대수(단위 1,000대)

출처: World Robotics 2020; 로봇신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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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용 사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8개의 카메라가 250 m, 360도 시야각을 제공하고, 12개의 울트라소

닉 센서가 사물을 감지하여 타이탄(Titan) 컴퓨터를 탑재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아마존에서는 키바(KIVA), 로보스토

(Robo-Stow), 프라임에어(Prime-Air) 등 다양한 로봇을 활용하여 업무효율성을 개선하였고, 16곳에 로봇 기반 자

동화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음성을 인식하여 일정관리, 기기제어, 음악 및 자료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

비스용 소셜 로봇으로는 삼성 빅스비, SKT 누구, MS 코타나, 애플 시리 등이 스마트 로봇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조

업 현장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협업할 수 있는 협업로봇인 코봇(Cobot)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 기업

의 제조 라인이나 무거운 무게를 운반하고, 정확도가 필요한 설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스폿)과 직립 보행 로봇(아틀라스)가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와 마주하는 모습

출처: 현대자동차.

그림 2.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산업별 주요 고객군(단위 1,000대)

출처: World Robotics 2020; 로봇신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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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업로봇은 위험작업 공간, 야간작업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러한 사람과 로봇의 효율적 협업은 제조현장, 사무공간 등 업무 환경별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다양한 협업

을 통하여 미래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 행사장, 전시장, 박람회 및 일반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국제회의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행사일정 및 

행사장을 안내하기도 한다(그림 4).  

전세계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도는 현재 10% 정도이지만 2025년에는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가격인하와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능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 로봇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나 제조업은 제조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제조혁신 스마트 로봇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0.

그림 4. 클로이 가이드봇과 페페

출처: (좌)LG; (우)소프트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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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산업의 스마트 로봇 활용 현황

식품산업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점차 발전해 왔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식품소재의 대량생산화가 이루어졌으며, 2

차 산업혁명의 과정 중 식품 산업은 자동화 생산, 새로운 공법 등의 개발로 인한 유통기한의 장기화 등 기술적 측면에

서 진보를 이루어냈다. 또한 식품 산업은 3차 혁명을 통해 컴퓨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생산 및 가정식 대체식품 등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한 기능성 식품 등이 개발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물인터넷의 개발

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식품산업에서 로봇의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arah and Shahin, 20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식품산업이란 ‘농수산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식품으로 소비자에

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유통단계에서 행해지는 제반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

은 생산, 유통 및 소비까지 이루어지며,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그림 6). 

특히 스마트 로봇을 활용한 전반적인 식품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발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산업에서 로봇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물건을 집거나 옮기는 용도, 두 번째로는 포장하거나 적재하는 용도, 마지

막으로는 음식을 제조하는 로봇이다(Iqbal 등, 2017). 특히나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는 로봇의 경우, 현재 가장 혁신

적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그림 6. 4차 산업혁명과 식품산업 간의 상관관계

출처: Farah and Shah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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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봇의 경우 효율성, 내구성, 융통성 등이 높아 식품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나 생산 라인 중에 발생하는 병목 현상, 위험한 작업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단순 반

복작업에 대한 인력 대체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공장 라인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생산자의 융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식품생산에 있어 로봇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생산단가 저하, 재료 손실 억제, 공장 면적 및 가동 

시간 감소, 식품의 균일성 증대, 생산률 및 융통성 증대, 위생,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Farah and Shahin, 2018). 

이러한 장점 등을 배경으로 식품산업에서의 로봇 도입속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물인터넷과의 결합

은 로봇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재료의 세척부터 분류와 혼합, 불량 판별까지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최

근 포장 및 유통까지 로봇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7). 인력난에 따른 압박을 해소하는 동시에 단숙 반복 작업에 따

른 노동자에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균일하고 일정한 속도로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외식산업에서 커피, 튀김류, 패티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어, 로봇을 활용한 외식산업의 변화도 눈에 띄

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8). 외식산업에서 로봇은 식품의 제조 및 조리부터 서빙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

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 효율성 증가 및 일정한 맛과 품질 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한 햄버거 식

그림 7. 가리비 가공, 초밥 생산, 도시락 포장, 양배추 선별 등 식품 제조업에서 로봇의 활용

출처: 모바일한경; Universal Robots; 로봇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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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재료의 손질부터 조합까지 햄버거 하나를 제조하는데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로봇을 만들어 시간당 약 130

개의 버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균일한 품질과 인건비의 절감 등으로 인해 판매되는 햄버거는 가격이 약 1/2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보스턴의 SPYCE에서는 7대의 로봇으로 인공지능에 저장된 약 2,000여 개의 조리

법을 가지고 1시간에 200인분의 요리를 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등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 식당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대기, 주문, 결제, 조리, 서빙 등)을 

모두 로봇이 대체하여 주문부터 서빙까지 약 11분 내에 소비자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전달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주방장의 모션을 본따 로봇이 주방장의 조리법과 똑같이 음식을 만들고, 주방에서의 일련의 과정

을 완전 자동화하였다(그림 9). 3D로 촬영한 실제 인간의 모습을 로봇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유명 주방장의 조리 방식

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리를 실시하게 되며, 다양한 조리법을 프로그램에 다운받아 새로운 요리를 섭취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로봇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점차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설계비용이 로봇의 활용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작업 능력에 비해 

기존의 작업과 다른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학습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으며, 인간

이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이기에 높은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햄버거, 커피, 피자 제조 및 음식 서빙 등 외식산업에서 로봇의 다양한 활용

출처: Miso Robotics; 프렌차이즈산업협회; 아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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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식품의 로봇 활용 기술 현황 분석 

축산식품의 로봇기술 활용은 먼저 축산 농가로부터 시작된다. 물리학적인 로봇기술과 디지털기술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축산 농가의 개별 가축 관리를 한다면, 축산식품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유거송 등, 2021).  

현재, 축산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는 우리나라 ㈜다운이 농촌진흥청과 함께 연구한 송아지 로봇 포유기

와 TMR 급이로봇이 있다(그림 10). 로봇 포유기는 목걸이 또는 귀걸이 칩(RFID chip)을 부착한 한우·젖소 송아지

가 로봇포유기로 접근하면 송아지의 월령, 일령, 체중에 따른 최적 분유량을 기준으로 자동 포유해둔다. TMR 급이로

봇은 TMR 사료를 사료배합기에서 자동으로 보충 후 자율 주행하여 축사로 이동,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양에 맞추

어 TMR 사료를 축사에 급이한다. 급이를 완료한 후에는 충전장소로 자동 복귀하여 충전장치에 도킹하는 무인 로봇

이다. 

또 다른 축산 농가 로봇 업체로는 ㈜애그리로보텍(agri+robotech)으로 현재 ㈜선진의 협력사이다(그림 11). ㈜애

그리로보텍은 무인 로봇의 일종인 TMR 푸셔 유노(Juno)를 통하여 소들의 TMR 사료 급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

이 잔여량을 감소시키며,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로봇 착유기를 개발하여 유생산량 증대를 통한 

낙농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낙농 농가는 하루 두 번 착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로봇 착유기가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다. 로봇착유기를 활용하면 젖소별 생체 데이터와 행동 패턴, 우유 

정보(유당, 유단백, 유속, 유방염, 혈유 등)을 수집 및 관리하여 착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미리 대처할 수 있

그림 9. 조리법이 저장된 로봇의 음식 제조 모습

출처: Moley Robotics.



용해인·김태경·차지윤·강민철·김미란·최윤상

2021, 10 (Vol.10, No.2) 61

다는 장점이 있다. 이세연(2006)에 따르면, 로봇착유기는 낙농인들의 착유 노동력을 대폭 절감시키며, 하루 2회 착유

에서 3회 착유로 두당 약 10%의 유량 증가가 발생되며, 착유 대기시간 감소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국내 최초로 로봇착유기를 설치한 또나따 목장의 목장주는 로봇착유기를 활용함으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

여 국민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터뷰하였다(이세연, 2006). 로봇은 위와 같은 우사 외

에도 계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인 타이슨(Tyson)은 일부 양계장에서 로봇 카메라를 설치하여 

닭을 쫓게 하여 닭을 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최근 도축장에서도 다양한 로봇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도축장은 덴마크의 Daish 

그림 10. (a)송아지 로봇 포유기 (b)TMR 급이로봇

출처: DAWON.

(a) (b)

그림 11. (a)TMR 푸셔 로봇 ‘유노, Juno’ (b)로봇착유기

출처: 애그리로보텍.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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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의 호센스(Hosens) 도축장으로서, 이는 2004년에 완공된 유럽 최대규모의 최신식 돼지 도축장이다(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Daish Crown 도축장에는 15두씩 한 로트로 로봇에 의한 몰이, 투입 등 자동화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다. 도축 이후에는 자동화에 의해 부분육 생산을 하는데, 부분육 작업 또한 자동화된 기계와 로봇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의 관리자가 컴퓨터 관리 및 기계의 에러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그림 12). 

국내에서는 도드람 도축장에 다양한 로봇들을 설비하고 있다(그림 13). 도드람 김제FMC에는 도축 후 개복작업과 

이분체 라인에 최첨단 로봇을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정확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도드람 김제FMC는 로봇을 이용

그림 12. 덴마크의 Daish Crown의 자동화 로봇

출처: 중부매일.

그림 13. 개복작업과 이분체 라인에 설치한 로봇

출처: 도드람김제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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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축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인력난을 해결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직 산업화는 

되지 않았으나, 미국 조지아공대의 개리 맥머리 박사 연구팀은 닭을 발골하는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그림 14). 공개

된 로봇은 3차원 스캐닝 방법으로 도축된 생닭의 크기와 형태를 인식한 후 팔 한쪽에 장착된 외과용 칼로 뼈와 살코

기를 분리한다. 해당 연구팀은 로봇이 발골하는 시간과 숙련된 사람이 발골하는 시간이 유사하다고 인터뷰하였다(최

인환, 2012). 이와 같은 로봇 시스템들을 도축, 분할, 발골 등의 작업에 활용할 경우 오차 없이 작업을 이행하며, 칼

날의 자동 세척 및 소독으로 더욱 강화된 위생관리가 가능하여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육가공업체 타이슨(Tyson) 역시 식육가공시설을 로봇공학 설비들로 바꾸려는 시도 중에 있다. 현재는 타이슨

(Tyson) 공장 내에는 제조자동화센터 내에 엔지니어들이 제품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카메라를, 그리

고 축산식품의 포장 라인에 포장 로봇을 설치하였다(그림 15). 포장 로봇은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인간의 작업과

그림 15. 타이슨 자동화센터에 설치된 박스 포장 로봇

출처: Tyson.

그림 14. 미국 조지아공대의 닭 발골 로봇

출처: 최인환, 2012.



축산식품과학과 산업64

Editor's Choice 축산식품의 스마트 로봇 활용 전략기술

는 비교되지 않는 완성도를 보인다. 수작업으로 수행되던 전처리 및 포장공정에 대한 기술적 주관성을 배제시킴으로

써 작업자 의존도 완화 및 품질의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로봇 기술이 축산 식품을 조리하는 곳에도 이용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롸버트치킨'에서, 대구에서는 '디

떽'에 치킨 로봇이 설치되어 치킨을 조리하는 로봇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b)을 보면 치킨 로봇에 재료를 넣고 직

원이 조리 과정을 입력하면 로봇이 스스로 반죽을 시작하며, 이후 튀김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

즈 교촌 매장 역시 협동 로봇을 도입하여 작업자의 환경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소로보틱

스(Miso Robotics)에서 로봇 플리피(flippy)를 출시하며 식품 산업 내 로봇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그림 17). 플

그림 16. (a)롸버트 치킨 강지영 대표 (b)반죽 및 튀김 로봇

출처: 매경프리미엄.

(a) (b)

그림 17. (a)햄버거용 패티 조리하는 플리피 (b)ROAR(Robot on Rail) 설치 예상도

(a) (b)

출처: Miso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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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는 시간당 80 바구니의 햄버거 패티를 뒤집거나 튀김류를 조리하고, 요리를 모니터링하는 등 주방의 다양한 업

무 수행 가능하다. ㈜미소로보틱스에서는 이러한 플리피를 레일 시스템 방식 로봇 ROAR(Robot on Rail)설치 시 공

간 활용도가 높아져 노동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플리피는 칼리버거(Caliburger) 매장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미국의 크리에이터(Creater) 역시 햄버거 매장으로 로봇을 이용한 햄버거 제조를 하고 있다(그림 

18). 햄버거가 아닌 소시지를 굽는 로봇도 있다. FZI리서치센터(FZI Research Center)가 선보인 브라트부르스트봇

(BratWurst Bot)은 소시지를 굽는 로봇으로서, 유니버설로봇의 UR-10 로봇팔과 셩크(Shunk)의 PG-70 그리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카메라 2대를 이용해 트레이와 그릴에 있는 소시지를 인식, 구운 다음 접시에 올리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 로봇은 독일 베를린에서 공개되었으며, 공개 당일 소시지를 200개 이상 구워냈다(그림 19).

그림 18. (a)크리에이터의 햄버거 자동화 로봇 (b) 크리에이터 버거

출처: Creater.

(a) (b)

그림 19. 소시지를 굽는 로브라트부르스트봇(BratWurst Bot)

출처: 테크홀릭.

(a) (b)



축산식품과학과 산업66

Editor's Choice 축산식품의 스마트 로봇 활용 전략기술

4. 축산식품 산업의 로봇화에 따른 기대효과 및 발전 방향 

축산 농가부터 축산식품 제조까지의 모든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축산 농가 노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 청년세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산업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빠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추

진 전략 수립을 토대로 로봇 관련 기반 기술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축산식품 분야의 현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

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권경석, 2017). 축산식품 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로봇, 자동화 및 비전 기술을 접

목한다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공정을 대체하여 생산비용 절감 및 품질관리 비용 저감을 통한 단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축산식품 산업의 로봇 자동화 공정 도입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자의 접근을 최소화하

여 근로 강도를 완화하고, 산재율을 낮추는 등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유도하며,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협동 로봇제조기술은 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술 선점을 통한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 로봇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일반적인 식품산업과는 다른 축산식품산업에 특화된 로봇 개

발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의 로봇 기술은 축사, 도축장, 축산식품 포장과 최종 조리 과정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

하나, 축산식품 제조와 같은 세밀한 작업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포장과 조리를 넘어 소시지나 베이컨 제

조와 같은 식품 제조 공정을 분석하고, 운영 매뉴얼을 구축한 제조 로봇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현

재 사용되는 로봇의 대부분은 자동화 및 협동 로봇으로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노동자와 물리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로봇이다. 고난도 작업에 대한 직접교시용 지능형 로봇이 개발되어 적재적소에 이용된다면 산업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산식품 전주기에 단순한 로봇 공학 적용을 넘어 사물인터

넷, 3D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축산 농가 관리, 축산식품 생산, 

물류 유통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기능이 통합 시스템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모든 단계가 자동화, 정보화, 지능

화되고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로 연동되는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면 미래 축산식품 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위와 같은 발전을 위하여, 로봇 이용에 따른 대규모 스마트 제조 신산업 육성 산업이나 금융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으로 로봇 이용과 관련된 관리 및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식품 산업에 스마트제조 기술의 도

입이 더딘 원인으로 식품 분야의 연구자들과 로봇 기술의 전문가 사이의 괴리에 의한 것이 있다. 두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전문가 양성을 추진하여 식품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1).  

III. 결론

스마트 로봇산업은 차세대 국책 전략산업으로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판매량이 늘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로봇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단축, 산업안전 규제 등을 피하면

서 공장 증설 없이 수요에 따라 생산성을 탄력적으로 높일 수 있다. 스마트 로봇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공간을 활

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 의료, 소매, 서비스업 등으로 활용 범위도 광

범위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 인

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위험한 환경에서의 고강도 작업 등을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식품산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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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와 정교함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는 식품산업에서 바리스타 로봇, 국

수를 제조하는 로봇, 치킨을 제조하는 로봇 등의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토대로 식품산업

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에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로봇들이 출시될 것으

로 보여진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축산식품 산업에서도 인건비 부담 및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스마

트 로봇들이 개발될 수 있으며,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진다면 축산업에서 위험한 작업인 도축작업, 발골작업, 분할육 

정형작업 등에 스마트 로봇을 적용하여 생산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열악한 생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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