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드론 기술과 
로봇 공학의 글로벌 허브

소개
스위스는 새 기술 부문 개발로 발생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익을 창출할 때 가장 유리
한 입장에 있다. 스위스는 기계 공학과 정밀 제조 분야의 전통적인 강점 덕분에 많은 전
문가와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구글, 페이스북, 산업 플레이어 같은 테크 자이언트의 관
심을 끌면서 로봇공학 분야 연구에 최고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스위스의 우수한 공과대
학교, 역동적인 인적자원과 숙련된 생태계 덕분에 스위스는 “로봇 공학에서의 실리콘밸
리”라는 명성을 구축하였다.

혁신을 장려하고 실용적 접근이 가능한 스위스의 규제 기관 덕분에 스위스는 무인 교
통관리(UTM: Unmanned Traffic Management) 규정을 정의하는 데 선두 역할을 하
고 있다. 스위스는 제네바에서 2017년에 라이브로 테스트했던 전역적인 유-스페이스
(U-space)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다. 스위스는 또한 위험에 근거한 비관행적 드론 규
정인 특정 운영 위험평가(SORA: Specific Operation Risk Assessment)의 발상지로 현
재 세계 표준으로 만드는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산업과 규제 기관 간의 특별한 협
업이기 때문에 스위스는 기업이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혁신하고, 테스트하며,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FFICIAL PROGRAM

1st
세계 지식 재산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 1위

주요사항

출처: WIPO; INSEAD; 2020;  
BAK Economics, 2018 

1st
인시아드(INSEAD)

글로벌 경쟁력지수 1위

1st

인시아드(INSEAD)
글로벌 인적자원 경쟁력지수 1위

3rd

글로벌 로봇공학 특허 보유 3위 
(인구 대비)

enabling new business



스위스의 장점

1. 막강한 연구와 혁신적 결과물
시계 제조와 기계공학 분야에서의 오랜 전통으로 스위스는 로
봇 공학, 정밀 제조,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같은 관련 분야에
서 독특한 노하우를 개발하였다. 업계를 선도하는 연구와 막강
한 혁신적 역량으로 스위스는 종종 “로봇 공학의 실리콘밸리”라
고 불린다.

왜 스위스인가?
• 스위스는 드론 및 그 상업적 적용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세

계적인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공과 대학교 
대열에 들어 있는 로잔 연방 공과 대학교(EPFL), 취리히 연방 
공과 대학교(ETH Zurich), 취리히대학교는 비행 로봇 공학 및 
무인 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신제품이 신속
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발업체와 긴
밀히 협력하고 있다.

• ETH 취리히(ETH Zurich)에 있는 자율 시스템 연구소(ASL: 
Autonomous Systems Lab)는 지난 20년간 아클란틱솔라
(AtlantikSolar), 윙크라(Wingtra), 오터리온(Auterion)처럼 다
양한 성공적인 스핀-오프를 생성하였다.

• EPFL에 있는 지능형 시스템 연구소(LIS: Laboratory of 
Intelligent System)는 센스플라이(Sensefly), 플라이어빌러티
(Flyability), 드로니스틱스(Dronistics)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드론 회사가 탄생된 곳이다.

• 루가노에 기반을 둔 IDSIA는 1988년에 설립되었고 구글의 음
성 인식 기반인 장단기 메모리(LSTM: Long-Short-Term-
Memory) 개발 덕분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회사는 머
신 러닝, 오퍼레이션리서치, 데이터 마이닝, 로봇 공학에 주력
하고 있다.

• 발레 캔톤 마티니(Martigny) 소재의 IDIAP는 1991년부터 인
공과 인지 지능 분야를 이끌어가는 연구기관으로, 음성과 영상 
인식, 머신 러닝,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 작용, 로봇 공학, 언어 
분석 또는 바이오 이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 2010년부터 로봇 공학이 스위스 국가연구기금(Swiss Na-
tional Research Fund)의 국가 주요 연구가 되었다. 로봇 공
학 국가연구역량센터(National Centre of Competence in 
Research(NCCR) Robotics)는 EPFL, ETH 취리히(ETH Zu-
rich), 취리히대학교, 달레 몰레 인공 지능 연구소(Dalle Molle 
Institute for Artifical Intelligence Research), 베른대학교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를 초빙하고, 로봇 공학 부분에서 스타트업, 스
핀 오프, SME를 지원하고 있다. 

• 스위스는 오픈 소스 솔루션 PX4(픽스호크(Pixhawk))가 탄생
된 곳이다. PX4는 ETH 취리히(ETH Zurich)에서 개발되었고 
이제 드론 경영을 위한 최적의 표준(gold standard)으로 여겨
지고 있다. 

2. 드론 비행의 선구적 규정
스위스 규제 기관은 혁신 친화적이고 진보적이며 실용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 스위스는 드론을 영공에서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미래 규정 정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왜 스위스인가? 
• 스위스 연방 민간 항공청(FOCA: Swiss Federal Office of 

Civil Aviation)은 실용적이고 위험에 기반을 둔 비권위적인 방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안전만 보장된다면 스타트업도 저비용
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SORA(Specific Operation Risk 
Assessment)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스위스식 방식은 고공 날씨 
드론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과 연구소 간에 혈액 샘플을 전
달하는데 상업 드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세계 최초로 복
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SORA는 드론 규정
의 세계 표준이 되었다.  

• 스위스는 2017년 제네바에서 시범을 보였던 전역적인 유(U)-
스페이스의 역량을 첫 라이브 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구현하
였다. 스위스 유-스페이스 구현(SUSI: Swiss U-Space Imple-
mentation)은 FOCA, 즉 스위스 항공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스카이 가이드(Swiss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 
skyguide)와 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쉽이다. 
이 획기적인 첫걸음은 2021년을 기점으로 유럽과 스위스에 영
향을 미치게 될 유럽 드론 규정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 2017년 3월에 스위스 포스트(Swiss Post)는 드론 제조사인 매
터넷(Matternet)과 협업을 통해 루가노에 있는 두 병원 간의 실
험실 샘플을 운반 드론으로 수송한 세계의 몇 안 되는 기업이
었다. 도시와 통제된 영공에서 가시거리를 넘은 비행(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을 위한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았
다. 이 실제 테스트는 스위스에서 유일무이하게 구현되었고, 다
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운영 구현 체제가 승인되기도 했다. 

스위스 에어로폴(SWISS AEROPOLE)

스위스 에어로폴은 보(Vaud)에 위치한 뻬이예른 공항(Payerne 
Airport)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스위스 에어로폴은 개척자, 사
업가, 인정받는 산업 플레이어로 구성된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면서 항공 우주 관련 산업을 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위
하여 스위스에 첫 비즈니스 및 테크놀로지 파크(business and 
technology park)를 개발하고 있다. 태양열로 움직이는 항공기 
솔라 임펄스(Solar Impulse)의 탄생지이고 자율비행 드론이나 
전기 비행기 같은 미래의 비행 운송 수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
는 이상적인 장소이다. swissaeropole.com

“스위스의 사업환경이 용이하고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 대한 특화
된 지식 덕분에, 루체른에 당사 유
럽 엔지니어링 사무실을 마련하
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팀 다손 타운샌드
아우로라 스위스 에어로스페이스 GmbH 최고경영자

http://swissaeropole.com


왜 스위스인가?
• ETH 취리히(ETH Zurich)와 EPFL에 있는 두 개의 연방 공

과 대학 간에 백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드론밸리
(Drone Valley)”라고 알려진 활성화된 생태계가 출현했다. 지
역 생태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과 진보적 규제 기관 간의 
협업은 세계의 본보기가 되었고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새로운 기업이 기반을 다지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데 좋은 자양분을 제공한다. 

• 로봇 공학과 드론 분야에 포진된 세계적 연구기관 덕분에 다국
적 기업, SME와 스타트업은 경험이 많고 자격을 갖춘 많은 인
재들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은 실무 오리엔테이션과 엔
지니어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응용과학 졸업생들로부터 성과
를 얻고 있다.  

• 스위스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리더로, 사업을 수행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혁신력(세
계 지식 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 2020)과 인재를 채용하고 
보유하는 능력(인시아드 글로벌 인적자원 경쟁력지수 2020)은 
물론 전반적인 경쟁력(인시아드 글로벌 경쟁력지수 2020)에 관
한 순위에서도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수년간 인프라는 혁신적 프로젝트를 독려하고 창립자를 지원
하도록 발전해 왔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벤처 기업
(VC) 중 두 곳인 레이크스타(Lakestar)와 인덱스 벤처스(Index 
Ventures)의 본거지이다. 다른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는 스위
스 국립 로봇 연구 센터(NCCR Robotics Spin Fund Gran), 이
노스위스(Innosuisse), 스위스 에어로폴(aeropole) 등이 있다. 

• 안정적이고 진보적인 스위스 법률 제도는 지적 재산권 보호 방
안이 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
한다. 
 

• 스위스는 전 세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SORA 같은 글로
벌 정책과 규제를 확립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FOCA는 미국 연방 항공국(US FAA: Federal Aviation Ad-
ministration)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원격 확인(remote identi-
fication) 구현과 같은 상당한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 로잔에 있는 EPEL 스위스 혁신센터 (EPEL Innovation Park)에는 
글로벌 UTM 협회(GUTMA: Global UTM Association)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협회는 비행과 규제 표준에 관한 논의거리를 
포함해 전 세계의 드론 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 기업은 변두리 지역, 혁신 센터, 군용 및 민간 비행장 등 실제 환
경에서 기술혁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보(Vaud) 캔톤에 있는 뻬
이예른, 취리히 스위스 혁신 센터(Switzerland Innovation Park 
Zurich), 티치노(Ticino) 캔톤에 있는 로드리노 군대 비행장
(Lodrino military airfield) 등이 드론 테스트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아르마스위스(armasuisse)의 스위스 드론과 로봇 공학 센터
(SDRZ: Swiss Drone and Robotics Center)는 또한 스위스 군대
와 협력하여 특히 보안과 방어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 시
스템과 로봇을 각각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특별한 전문 기술과 인
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3. 혁신적 기술 생태계
스위스는 인정받는 기업, 스타트업, 공급사, 연구소, 경험이 풍부한 
인재 자원과 실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활성화된 
자주적 기술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디지털 항공 산업 지도

출처: Drone Industry Association Switzerl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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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 스위스 글로벌 기업인 ABB는 2015년 4월, 유미(YuMI)라고 불

리는 새로운 양팔 로봇을 선보였다. 이 양팔 로봇은 작은 부품 
조립에 적합하게 특별히 설계되었다. 유미의 독특한 기능과 핵
심 속성은 “선천적 안전(inherently safe)” 등급으로, 사람의 안
전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미는 스위스에서 발명, 개발 및 설계되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 소스 드론 소프트웨어 회사인 미국 소재 
오터리온(Auterion)은 취리히에 유럽 연구개발 본사를 두었다. 
이 회사의 역사는 ETH 취리히(ETH Zurich)에서 개발된 혁명
적인 PX4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작한다. PX4는 오픈 소스 드론 
자동 조정 장치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개발자 400여 명 정도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의 
핵심이기도 하다. 

• 유닉(Yuneec)은 홍콩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드론 업체이다. 
2017년에는 드론의 첨단 기술 연구를 위하여 취리히 캔톤에 기
술 센터를 설립하였다. 유닉이 기술 센터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이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환경과 적극적인 개발자 커뮤니
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센스플라이(senseFly)는 스위스 드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
업이다. 2009년 로잔에 있는 스위스 연방 공과 대학(EPFL)에 
설립되어 백여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의 초
경량 드론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드론 기반 맵핑 프로젝트
(drone-driven mapping project)인 잔지바르 매핑 이니셔티
브(Zanzibar Mapping Initiative)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현재는 드론 산업에서 선도 유럽 그룹인 패럿 그룹(Parrot 
Group)의 상용 드론 자회사로 활약하고 있다.  

• 베스트마일(Bestmile)은 공동 창업자들이 유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첫 시연 업무를 맡았을 때 탄생되었다. 지능형 비행대
(intelligent fleet)로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베스트마일은 모든 
브랜드 또는 모든 유형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로잔
에서 설립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런던, 두바이에 지사를 갖추
고 있다. 

• 스카이풀(Skypull)은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자율 유선 충전 드
론(Autonomous tethered drone)이다. 높은 고도에 도달하고 
거추장스러운 시설물을 피해 갈 수 있어 현재 풍력 기술보다 적
은 비용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드론에 대한 
개발은 티치노 캔톤 루가노에서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코어
팀에서는 스카이풀을 성공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기 위하
여 다수의 회사 및 공급사와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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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유럽으로의 사업 확장이나 스위스에서의 비즈니스를 고려 중이십니까? 스위스 
무역 투자청에서는 무료 자문을 제공하며 스위스에서의 정착을 위한 모든 단
계를 지원합니다. 비관료적 방법으로 스위스 캔톤의 사업 홍보 기관과 연결해 
드리며 세금, 부동산 분야 등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연락처 : s-ge.com/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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