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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피클, 상하차 전용 물류 로봇
'딜' 공개
참고ｌ‘Pickle Robot’s Dill wants to unload ‘messy trailers', PACE Engineering Recruiters, 2021. 6. 11. ;‘MIT
Startup Pickle Launches First Cobot : Dill', Control Automation, 2021. 5. 16.

개요
미국 피클社가 25㎏ 박스를 시간당 1,800개 처리하는 상하차 물류 로봇 '딜'을 공개
 상하차는 물류창고에서 노동 강도가 높은 반면 자동화는 더딘 대표적 분야로 현장에서는
로봇이 박스가 적재된 팔렛트를 통째 옮기는 경우가 일반적, 그러나 팔렛트나 트럭에서 박스
를 일일이 꺼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여전히 인간이 수행
 딜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도 예방, 물류창고 자동화를 가속화

주요 내용
미국 피클 로봇(Pickle Robot)社가 상하차 전용 로봇 '딜(dill)'을 공개 (이미지 참조)
 MIT대 출신들이 창업한 기술 스타트업 피클은 독일 쿠
카(KUKA)社의 산업용 로봇팔에 레이저 반사파로 거리
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카메라 2대를 장착한 뒤
AI 학습 기능까지 설정, 딜을 개발
 딜은 로봇팔 하나로 최대 25㎏ 무게 박스를 시간당
1,800개 하역하는 작업이 가능
 박스를 집다가 오류가 발생해도 인간이 바로 잡으면 AI
로 학습,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특징8)
 이는 물류창고에 별도의 자동화 인프라 없어도 인간과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의미

8) 앤드루 메이어(Andrew Meyer) 피클 로봇 CEO는 로봇을 도입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창고 공
정 자동화와 최적화에 드는 경비를 90%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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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트럭에 박스를 올리거나 내리는 상하차는 노동 강도가 높지만 자동화는 늦은 대표적 분야
로 딜이 주목받는 이유, 앞서 보스턴 다이내믹스社도 상하차 전용 로봇 '스트레치(Stretch)', 키
네마 시스템스社는 '키네마 픽(Kinema Pick)'을 개발
 창고 현장에서는 로봇이 박스가 적재된 팔렛트를 통째로 옮기나, 팔렛트나 트럭에서 박스를
하나하나 꺼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여전히 인간이 담당, 이에 따라 작업자들은
과도한 노동과 이로 인해 누적된 피로로 사직하는 경우가 빈번
 딜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도 예방, 아울러 물류창고 자동화를 가속화
 스트레치는 협소한 창고 내 박스를 이동시키는 베이스와 경량 팔 및 스마트 그리퍼(smart
gripper)로 제작, 최대 50파운드(약 23kg) 무게 박스와 수축포장 케이스 등 이동
 또한 비전 기술(Vision Technology)이 접목, 다양한 종류의 박스를 정확하게 인식
 스스로 하역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물론, AI와 기계학습을 이용해 수시로 변화하는 시설 내부
구조에 적응, 전통적 창고 자동화 시스템이 고정형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기존 창고
공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로 자동화를 촉진
 키네마 픽은 최첨단 카메라로 다양한 크기의 박스와 사물 등 인식, 적당한 힘으로 다루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
 전 세계 물류창고의 80%에 자동화 설비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 딜·스트레치·키네마
픽은 자동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며 주저하는 업체들이 주요 타깃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류업체들은 기존 인력만으
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 상하차 등 로봇 분야에 적극적 투자, 물류 로봇시장은 앞으로도 고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시장조사 업체 미국 리서치 앤드 마켓스(Research and Markets)社에 따르면9), 무인운반차와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 시장은 2020년 25억 달러에서 연평균 35%
성장, 2026년에는 132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물류 로봇 급성장은 전자상거래 산업이 뒷받침, 동 업체에 의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매년 20%씩 성장해 2019년 3.5조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7.5조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이와 함께 소매 부문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2%에서 13%로 확대,
오는 2026년에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

9) Research and Markets, 'AGV and AMR Market for Logistics, Manufacturing, Healthcare,
Disinfection, Retail, Security, Agriculture, Hospital, Indoor and Outdoor Delivery, Cleaning,
Tele-operation - Forecast to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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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DJI, 하이브리드 멀티 센서
올인원 드론 솔루션 개발
참고ｌ‘DJI MATRICE 300 RTK PHOTOGRAMMETRY COMBO', Ferntech, 2021. 6. ;‘Are you ready to add the
Matrice 300 RTK to your fleet?', COPTRZ, 2021. 6.

개요
중국 DJI社가 하이브리드 멀티 센서 카메라가 탑재된 올인원 드론 솔루션을 개발
 이 솔루션은 정밀 항공 점검 작업과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된 기업용 스마트 드론 플랫폼
 솔루션은 '매트리스 300 RTK' 드론과 하이브리드 카메라 '젠뮤즈 H20' 시리즈로 구성, 산간
등 격오지 물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전망

주요 내용
중국 기술업체 DJI(Da Jiang Innovation, 大疆创新科技有限公司)社가 최첨단 '매트리스 300
RTK(M300 RTK)' 드론에 하이브리드 멀티 센서 카메라 '젠뮤즈 H20(Zenmuse H20)'가 결합된
올인원 드론 솔루션을 개발 (이미지 참조)
 이 솔루션은 기업 전용 스마트 드론 플랫폼
 솔루션은 '스마트 핀 앤드 트랙(Smart Pin & Track)'
및 '스마트 점검(Smart Inspection)' 기능을 제공, 정밀
항공 점검 작업과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
 (스마트 핀 앤드 트랙) 먼 거리에 있는 대상의 움직임을
동기화하면서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추적
 'DJI 플라이트허브(FlightHub)' 앱을 통해 지상 팀에게
정확한 위치 등 데이터를 전송
 (스마트 점검) 송전선, 철도, 석유와 가스 점검 등 일상적 데이터 수집 업무를 최적화하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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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동화 정확도 개선을 위해 AI로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취합
 '고해상도 격자선 사진' 모드에서는 대상을 맞춤형 그리드로 지정, 상세한 이미지를 한 컷으로
촬영한 뒤. 보다 세부적으로 이미지를 점검

M300 RTK에는 DJI 제품 최초로 첨단 항공 및 AI 기능, 6방향 감지 및 포지셔닝 시스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상태 관리 시스템, 55분 비행시간이 모두 적용,
또한 외관은 AES-256 암호화 및 생활방수 IP45 등급10)을 취득
 M300 RTK에는 신형 '오큐싱크 엔터프라이즈(OcuSync Enterprise)' 전송 시스템이 도입,
15km 내에서 트리플 채널로 1080p 영상 전송이 가능
 최대 3개 페이로드를 동시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2.7kg 물품도 이동
 M300 RTK에는 일반 항공기에 장착되는 '주비행 표시 계기(Primary Flight Display, PFD)'가
탑재, '고급 이중 조정 모드(Advanced Dual Pilot Mode, ADPD)'가 적용
 PFD는 고도와 속도 등 기존의 원격 측정 데이터 외에도 장애물 데이터를 제공해 비행 중
주변 장애물을 시각화, 이에 따라 드론 운영자는 기체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향상된 상황
인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비행 궤도 조정 가능
 ADPD는 다중 조정 제어 프로토콜로, 비행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유연한 업무 수행을 지원

젠뮤즈 H20 시리즈는 DJI의 첫 하이브리드 멀티 센서 솔루션으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효율적 시간 관리가 요구되고 여러 유형의 시각 자료를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공공 안전 분야
사용자 필요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전송
 젠뮤즈 H20 시리즈는 H20과 H20T 두 가지로 출시
 (H20) 20MP, 23배 하이브리드 광학 줌 카메라, 12MP 광각 카메라, 1200m 범위 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포함한 트리플 센서 장착
 (H20T) H20 트리플 센서에 640 x 512 무선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한 쿼드 센서로, 30fps
동영상 해상도의 열감지 기능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물체도 확인 가능
 DJI의 첨단 올인원 드론 솔루션은 산간 등 격오지 물류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인 가운데,
DJI 측은 공공 안전·법 집행·측량 및 매핑·중요 기반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작업 데이터를 분석, 산업용 UAV 솔루션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10) 어떠한 방향에서 물이 튀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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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일본통운 · NEC, 물류 DX
협업
참고ｌ '日通／NECとDXによる価値共創に向けた業務提携契約を締結', LNEWS, 2021. 6. 21. ; '日本通運とNEC、DX
による価値共創に向けた業務提携契約を締結 : 事業を通した社会課題解決への新たな取り組みを開始',
NEC, 2021. 6. 21.

개요

일본통운과 NEC가 물류 디지털 전환에 협업하기로 합의
 양사는 일본통운의 글로벌 물류망과 물류 노하우, NEC의 IoT·AI·로봇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물류 고도화·효율화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단기 목표로 IoT·AI를 활용한 창고 운영의 효율화·생력화·무인화, 중장기 목표
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안전성 제고 및 신사업 추진을 설정

주요 내용
일본통운과 NEC(일본전기)가 한층 강화되는 물류 고도화·효율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물류
디지털 전환(DX)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 (아래 <표> 참조)
 물류업계는 저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 일하는 방식 개선과 공급사슬
다각화·디지털화 등 문제 해결이 시급
 환경 측면에서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 탈탄소 사회 실현을 내세움에 따라 기업은
CO2 배출 감축 대책 마련에 큰 압박감
 일본통운과 NEC는 지난 2013년 글로벌 물류 서비스 사업 강화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 닛츠
NEC 로지스틱스를 운영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구축, 이번에 경제적·사회적으로 한층 강화된
물류 고도화 및 효율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
 양사는 일본통운의 글로벌 물류망과 물류 노하우, NEC의 IoT·AI·로봇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물류 고도화·효율화 요구에 부응,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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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X 업무 제휴 개요

출처 : NEC, '日本通運とNEC、DXによる価値共創に向けた業務提携契約を締結'

양사는 단기적으로는 IoT·AI를 활용한 창고 운영의 효율화와 생력화 및 무인화, 중장기적으로
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제고 및 신사업 추진을 목표로 설정
 (단기 목표) IoT·AI를 활용한 창고 운영의 효율화, 생력화, 무인화
 IoT로 창고 현장의 물류 흐름을 데이터화한 뒤 AI로 작업자의 노하우·암묵지를 디지털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물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 뒤 인원 배치를 최적화, 중점 산업 영역인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공급사슬로의 전개도 검토
 (중장기 목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제고 및 신사업 추진
 AI와 원격조작 로봇을 활용, '작업자가 거리에 제한받지 않는 업무 환경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
는 등 신사업을 구상, 진행
 인력이 부족한 산업,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험한 지역과 원격지 등 인력에 의한 작업이
여의치 않은 장소에는 AI와 원격조작 로봇을 도입해 작업 안전성을 제고
 이를 위해 양사는 창고 작업의 원격조작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로봇 인재 육성, 동작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창고 운영 노하우를 지속 축적할 계획
 아울러 '물류에서의 CO2 배출 가시화·감축'도 자사뿐 아니라 파트너와 고객 기업 등 공급사슬
전체로 확대, 사회의 환경부하 저감 활동으로 연계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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