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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개요

회사명 (주)클로봇
설립일 2017.05.08
대표이사 김창구
구성원 38명
주요사업 지능형모빌리티로봇서비스프로바이더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239, 701호
홈페이지 www.clobot.co.kr

투자유치

Clobot은지능화기술을개발하는로봇토탈솔루션프로바이더가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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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영역

|  로봇기획및컨설팅 |  로봇플랫폼디자인및설계

|  로봇응용서비스개발 |  로봇관리솔루션제공

로봇비즈니스의구현에대한컨설팅진행 로봇제어및동작을위한소프트웨어및제품개발

로봇이수행하는기능의응용소프트웨어개발 다수로봇통합관리및모니터링을위한솔루션(CROMS) 제공

로봇기반서비스기획
로봇제품기획
고객 needs에맞는제품소싱
로봇도입효과성분석

ROS 기반, 시스템제어 S/W 개발
실내자율주행솔루션(카멜레온) 제공
로봇디자인및 Mock-up, 시제품설계및제작

STT / TTS / Chatbot 기반음성응용서비스개발
이미지인식 / 인물인식기반응용서비스개발
모바일로봇기반서비스개발
컨시어지서비스 / 도슨트서비스 / 상품추천

멀티로봇협업솔루션
이기종로봇관리및모니터링
로봇서비스이용내용분석
응용서비스소프트웨어관리

기획및컨설팅, 플랫폼디자인및설계, 응용서비스개발, 관리에이르는전체로봇서비스

Lifecycle을지원하는 Service Provid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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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역량

Value Chain 전반에걸친로봇관련역량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가장중요한 Integration 역량은국내최고수준

기계전자부품제조

HW 설계

HW 제조

Robotics 구현

서비스기획및 SW 개발

System Integration

서비스제공

관리지원

HW

SW

Service

지능형로봇(자율주행) 플랫폼설계및 SW Framework 구성 (ROS 기반)
지능형로봇센서및액추에이터구성(센서및액추에이터사양 (모델)선정및위치지정)
지능형로봇을위한센싱, 구동및실시간행동을포함한리액티브층소프트웨어의구조 설계및구현
지능형로봇의지능적작업관리를위한컴포넌트기반의작업관리시스템구현
지능형로봇을위한컴포넌트기반시퀀싱층소프트웨어구조 및 Interface 설계
다수의로봇제어및모니터링이가능한구조설계

CROMS 기반 로봇관리및관제시스템
로봇관제시스템 (지도기반관제시스템 )
로봇이동관리/ 로봇관리 / 업무관리 / 지도관제
자율주행로봇 MAP Building

지능로봇과사용자의상호작용을위한시스템및지능로봇과사용자의상호작용구현
사람/성별인식및대화처리모듈을활용한인터렉션
사용자추적
호출어인식

서비스시나리오(컨텐츠) 구현 ( Task Manager 구현 , Task/goal Framework)
배달서비스, 안내서비스 등
스마트기기(안드로이드기반)에중립적인미들웨어기반의서비스구현
다수로봇또는이기종로봇연결되는서비스구현
원격제어로봇을활용한로봇서비스구현 (국제특허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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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CROMS

CROMS는로봇운영체제(OS)에의존성을가지지않으며, 다수의로봇통합관리및모니터링이가능한

클라우드기반로봇관리솔루션입니다.

CLOBOT Cloud

Analytics

Service-App 관리

Account 관리

Robot 관리

Service-App Browsing

CROMS
Middleware

CROMS
Middleware

CROMS
Middleware

naoqi android ROS

CROMS
Middleware

…

로봇관리및사용성분석

Service Browsing

System Data Usage/Status
Access Web Console

■로봇서비스이용내용분석

- 로봇등록현황, 서비스등록현황

- 로봇운영정보, 서비스로그

■이기종로봇관리및모니터링
- 로봇의 health check, 카메라센서정보모니터링및이슈알람

- 음성, 표현등로봇서비스제어

■ Service Browsing
서비스어플리케이션을로봇에직접설치하지않고클라우드를통해

제공

- 어플리케이션자동업데이트

- 다수의로봇서비스일괄관리

■맵기반자율주행로봇관리
- 로봇별패트롤경로및 Task 관리

- SLAM 지도편집, Multi 로봇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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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카멜레온

카멜레온은자율주행솔루션으로써, 다양한로봇동작을위한 ROS 기반의

Autonomous Navigation Stack을제공합니다.

안내, 실외, 실내이/배송등
다양한로봇에쉽게적용가능

실외, 공공장소, 공장환경등
다양한환경에서동작가능

2D/3D Lidar, Depth Cam,
IMU 등다양한센서사용가능

이동속도 1.0m/sec, 
위치정밀도 < 5cm의고성능

응용분야에따른
모듈구성최적화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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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현재

국내로봇서비스및관리시스템점유율 1위!

국내지능형로봇을도입한대부분의프로젝트는 Clobot을통해수행! 

2018년발주된대기업발주사업대다수독점적수행으로 Platform 사업의핵심인서비스구현/관리영역에서독보적위치점유!

ͣ ̜ ̹ ͩ ͣ ̜ ̹ ͪ
암웨이안내로봇 ‘드리미’
롯데백화점쇼핑도우미 ‘페퍼’
롯데월드타워안내로봇 ‘로타’
국립중앙박물관큐레이팅로봇 ‘큐아이’

기아자동차안내로봇 ‘BEATI’
NU SKIN 안내로봇 ‘뉴리’
판교어린이도서관
KT AI로봇관리프레임워크

우아한형제들로봇클라우드시스템
LG전자 Map Editor SW
SKT 5G 로봇 + 관제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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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과거

GST 투자

2016

DemoDay

2017
세계최초 2족보행

감성로봇개발

2008

MERO 1.0

KIBO 1.0

KIST Frontier
사업단출범

2003

Robhaz

2009

MERO 2.0

ENGKEY 1.0

지능형로봇

실벗출시

2011

MERO 02/ KIBO 3

SILBOT 2.0

로보케어설립
2012

KIBO Show

CIROS 3.0

2013

RoboZzang

2007

CIROS 2.0

2010

ENGKEY 2.0

50world Best
Inventions

2014

SDK

SILBOT 3/
MERO S

MERO 3

2015
국내최초

지능형로봇개발
Clobot설립

얼굴형로봇플랫폼 ‘메로(MERO)’ 2010년
TIME지선정 <세계 50대발명품>으로소개

KIST 21세기프런티어지능로봇사업단
TIME지 <세계 50대발명품> 선정등 2003년 KIST 21세기프런티어지능로봇
사업단에서부터시작한로봇연구경력

국내로봇서비스개발 1위기업
B2B향맞춤형로봇서비스 , 서비스로봇컨텐츠, 이기종로봇연결
Platform 사업의핵심인서비스구현/관리영역에서독보적위치점유

Clobot설립
로봇대중화및사업화선도를창업이념으로, 
보다편리하고,  빠르게,  폭넓게로봇을사용할수있는
Platform 기반의로봇서비스와 Data 기반서비스제공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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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현재

국내로봇서비스및관리시스템점유율 1위!

국내지능형로봇을도입한대부분의프로젝트는 Clobot을통해수행! 

2018년발주된대기업발주사업대다수독점적수행으로 Platform 사업의핵심인서비스구현/관리영역에서독보적위치점유!

2018, Korea

기아자동차안내로봇롯데타워안내로봇암웨이안내로봇 롯데백화점쇼핑도우미 박물관큐레이팅봇 판교어린이도서관NU SKIN

2019 2020

CROMS

국내로봇서비스및관리시스템점유율 1위!

국내지능형로봇을도입한대부분의프로젝트는 Clobot을통해수행! 

2018년발주된대기업발주사업대다수독점적수행으로 Platform 사업의핵심인서비스구현/관리영역에서독보적위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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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현황
(1)

사업기간

2017년 10월 ~ 2017년 12월

추진목적

4차산업혁명의근간이되는AI 기술을암웨이비즈니스에적용하기위해
분당Amway Plaza에AI 기반의로봇을도입하여비즈니스몰입도를고도화하고
젊은세대의유입을가속화하고자사업을추진함

주요서비스내용

대형디스플레이연동안내서비스
콘텐츠변경을위한 Back-Office
자율주행을통한상품위치안내서비스
음성인식을통한Q&A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댄스)

발주처

적용장소

적용기술

SK C&C 인공지능플랫폼Aibril연동
음성인식기능
자율주행
사용자접근인식
바코드인식
ROS 기반의 Software Framework

Amway

암웨이분당브랜드센터
안내로봇
드리미

분당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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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현황
(2)

사업기간

2017년 10월 ~ 2017년 12월

추진목적

백화점을방문한고객에게쇼핑의즐거움을제공하고,
소비자가서비스를편리하게제공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사업추진

주요서비스내용

백화점층별안내
얼굴인식기반의맞춤상품추천
음성인식기반의 FAQ
엔터테인먼트(댄스, 사진찍기, 룰렛게임)
이벤트및행사안내
개점인사
콘텐츠변경을위한 Back-Office

발주처

적용장소

적용기술

얼굴인식기능
음성인식기능
사용자접근인식
NAOQi기반의 Software Framework
Cloud 기반의서비스브라우징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본점
쇼핑도우미
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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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현황
(3)

KT x 롯데

롯데월드타워
안내로봇
로타

사업기간

2018년 1월 ~ 2018년 4월

추진목적

KT GiGA Genie 및 5G 기술의핵심기술역량을융합한컨시어지서비스제공
지능형로봇서비스고도화를위한기술기반구축

주요서비스내용

5G/AI 플랫폼활용서비스
음성및터치기반의시설안내및이벤트안내서비스 (다국어서비스지원)
시설및이벤트관련콘텐츠변경을위한 Back-Office
미아찾기
로타토크 (어린이유저대상)
엔터테인먼트(사진찍기)
이벤트및행사안내
날씨정보제공

발주처

적용장소

적용기술

인공지능AI도우미 (KT 기가지니) 연동
음성인식기능
자율주행
거리에따른이용자인식
반응형상호작용기능
ROS 기반의 Software Framework
외부서비스연동 (날씨등AI 플랫폼에서제공되는서비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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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현황
(4)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큐레이팅
도슨트로봇
큐아이

사업기간

2018년 8월 ~ 2019년 12월

추진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추진하는 2018년 ICT 기반공공서비스촉진사업의일환으로써, 
박물관등국민생활과밀접한공공문화장소에AI 및로보틱스기술을활용하여
다국어안내가가능한큐레이팅봇서비스를통해
국민생활지원및외국어관광객의만족도를개선하고자추진

주요서비스내용

박물관주요시설안내서비스
박물관대표소장품안내서비스
자율주행을통한전시해설(도슨트) 서비스
음성인식을통한박물관관련Q&A 서비스
외국인관광객을위해전체서비스다국어지원 (한/영/중/일)

주관기관

적용장소

적용기술

사용자접근인식
자율주행
자율충전
음성인식(STT)
음성발화(TTS)

지식DB 연동
Robot Expression Handler
Service Scheduler
Remote Control
Web-Application (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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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현황
(5)

사업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추진목적

밀레니얼세대의 '직원개입에대한부담'과 '정보에대한욕구'딜레마를해소함으로써
언택트고객니즈를충족하고, 미래의인간/로봇공존사회에대응하기위해사업추진

주요서비스내용

고객방문목적을파악하여안내
차량관심고객대상정보제공
얼굴인식으로성별/연령대파악후맞춤형차량추천
추가차량설명요청을할수있는도슨트호출기능
행사진행및음성/모션표출
로봇을실시간제어할수있는관리자앱
한국어, 영어서비스지원
RMS/CMS

발주처

적용장소

적용기술

얼굴인식기능
음성인식기능
android 기반의서비스앱
Cloud 기반의실시간제어
STT/TTS
사용자접근인식

기아자동차

BEAT360
안내로봇
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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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현황
(6)

사업기간

2019년 01월 ~ 2019년 03월

추진목적

아동들의연령대에적합한소형플랫폼을이용하여로봇을가까이에서
만지고느끼며체험할수있으며, 음성인식기능으로로봇과의자유로운
대화가가능한전시콘텐츠제작

주요서비스내용

판교어린이도서관 '로봇관' 전체소개콘텐츠
음성인식을통한 '아이로와대화하기' 콘텐츠
로봇의터치센서를활용한상호작용
스케줄에따른자율주행

발주처

적용장소

적용기술

자율주행및자율충전
음성인식및 TTS 발화
사람접근인식

판교어린이도서관

로봇관전시콘텐츠
길위의안내자
'아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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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현황
(7)

사업기간

2019년 02월 ~ 2019년 08월

추진목적

미래지향적인브랜드이미지를고도화
AI 기반의로봇을도입하여브랜드에대한전반적인안내 / 엔터테인먼트 /
제품구매까지의연동을통해매장에서실질적으로유용한도우미로봇도입

주요서비스내용

챗봇연동을통해전반적인브랜드안내
대화형UI를통해상호커뮤니케이션인터랙션사용자경험제공
자율주행을통한상품위치안내서비스
뉴스킨몰& App Pose 결제연동을통해직접결제
결제및모바일구매데이터à픽업안내
음성인식을통한Q&A 서비스
브랜드& 재미있는상식퀴즈게임 / 랭킹등재
엔터테인먼트(댄스, 사진찍기)

발주처

적용장소

적용기술

구글 STT / 셀바스AI TTS 연동
음성인식기능
자율주행
사용자접근인식
APP Pose 카드리더기연결
챗봇 / 쇼핑몰데이터연동
엔터테인먼트 ( 댄스, 사진찍기, 뉴스킨퀴즈)
음성을통한로봇하드웨어제어 (충전/댄스)

Nuskin

뉴스킨코리아
매장안내 & 결제
도우미뉴리

라이브대구경북센터

사진출처 : https://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1

https://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1


Clobot회사소개서16

Clobot
사업현황
(8)

사업기간

2019년 08월 ~ 2019년 12월

추진목적

4차산업혁명에따른지능정보사회패러다임변화에따라새로운
정보기술도입을통한민원행정서비스변화필요
지능형민원상담뚜봇과연계활용을통한민원안내도우미휴머노
이드로봇서비스제공

주요서비스내용

음성인식을통한대화형챗봇서비스
지능형민원상담뚜봇과연계를통한민원안내서비스
대구문화행사및시정홍보서비스
대구청사시설안내
여권발급관련민원안내서비스
비대면주차할인서비스
콜센터연결을통한화상통화서비스
로봇서비스이용현황및통계정보
실시간로봇상태모니터링및로봇제어

발주처

적용장소

적용기술

자율주행및자동충전
사용자접근및음성인식
구글 STT / TTS / Translation 연동
대화형챗봇연동
화상통화
실시간로봇모니터링및제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공지능및빅데이
터기반의지능형
상담시스템확대구
축

행복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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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사업현황
(9)

사업기간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추진목적

한국조선해양울산공장에서지능형서비스로봇의개발을위해
오픈소스플랫폼인 ROS 표준환경기반의로봇자율주행환경을
구축

주요서비스내용

실시간로봇상태모니터링및로봇제어
로봇자율주행네비게이션서비스제공 (경로,장애물회피,위치추적등)
사용자로그인 /시스템실행및관리를위한자동화GUI제공
로봇사용자인식및로봇사용자추종서비스

발주처

적용장소

적용기술

ROS 개발환경구축
ROS 제어노드개발
자율주행 (목적지이동)
로봇사용자 추종 (Human 객체인식)
지도 (SLAM, LiDAR 기반)

한국조선해양

지능형서비스로봇
개발환경구축

울산공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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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연구용역
(1)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18년 8월

추진목적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보유한 2종의로봇플랫폼을대상으로초연결네트워크환경
에서의자율주행및다자유도로봇팔을활용한조작작업을수행하기위한로봇의
응용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 로봇통합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하드웨어연동기
능의개발과통합개발환경을구축한다

연구내용

- 초연결네트워크환경에서다중사용자의로봇소프트웨어개발및빌드/테스트/
배포와모니터링을위한개발환경구축

- 자율주행, 물체조작, 사용자인식등다양한요소기술에대한연동기능개발
- 각로봇플랫폼의하드웨어제어및응용을위한 ROS API 기반의소프트웨어운영
기능 (라이브러리) 개발

- 시나리오기반로봇서비스통합소프트웨어개발

발주처

적용기술

자율주행
분산환경구성
다자유도팔운영기능개발
RVIZ 플러그인활용
Python API 호출을통한모션생성및실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연결로봇
네트워크



Clobot회사소개서19

Clobot
연구용역
(2)

사업기간

2018년 10월 ~ 2018년 12월

추진목적

㈜두산인프라코어에서진행하는무인장비의자동화환경구축프로젝트 (X-Center 
System)를위해오픈소스플랫폼인 ROS 표준환경으로시스템을설계하고구축할수
있도록개발환경을제안

연구내용

- 무인장비를 ROS 개발환경에적용하기위해 Robot Description 파일작성및모델링
URDF 파일작성

- 무인장비를 ROS에서제공하는표준시각화도구들을통해모니터링가능하도록지
원

- 작업명령송/수신, 장비제어, 장비상태모니터링, 장비의센서정보모니터링관련프
로토콜 ROS 표준메시지모델적용

- CCS를통해수집되는제어및컨트롤데이터들을외부서버로전달할수있도록구현

발주처

적용기술

ROS 개발환경구축
장비모델링
시각화지원
ROS 제어노드개발
ROS 서버노드구현

두산인프라코어

무인장비의
자동화환경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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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파트너

국내외다수의기업에서로봇사업을시도하였고, Clobot을통해사업화를이룸

|  사업개발 |  주요고객 |  로봇기업컨설팅/솔루션제공

|  투자사 |  공동연구 |  인공지능/빅데이터

|  이기종 Device |  로봇 HW 개발/공급 |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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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선택이유

자체개발한로봇 HW와제한된기존개발서비스콘텐츠를판매하는경쟁사들과다르게

Clobot은파트너가원하는요구에맞춰로봇 HW를선정하고서비스를설계à개발à통합할수있는

플랫폼을구축하여가격및성능경쟁력을확보하였음

서비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

로봇
HW 서비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

로봇
HW

Integration

|  경쟁사 – 특정로봇사업영역에주력하여전문성확
보

|  Clobot – 지능형로봇개발에필요한요소기술의통합

LG 로봇관리시스템 '오롯' 청소로봇

안내서비스로봇 '애디' 스마트사이니지로봇 '퓨로'

Cloud 로봇서비스관리시스템 CROMS

고객별
서비스

빌딩 배달 백화점 호텔

로봇관리 모니터링 원격제어

서비스
배포

서비스앱 맵

로봇
HW

물류 안내 탁상 협업

Robotics 
기술구현

Task관리

ROS



Clobot이제시하는
클라우드기반의로봇관리시스템
CR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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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ot
파트너의
고민

로봇도입을준비하는파트너의주요고민

"로봇을도입하고나면관리가잘될수있을까?"

NEEDS SOLUTION

• 로봇서비스는지속적으로 Upgrade가되나요 ?
• 호텔에로봇 100대설치된다면관리가잘될수있나요 ?
• Event가추가되었는데로봇콘텐츠에추가하고자합니다. 
콘텐츠추가시비용을추가로지불해야하나요 ?

• 현장시간/상황에맞는서비스를선정하여로봇서비스를변경할수없나요 ?

• 이기종의로봇과 IOT 장치들을연결하는서비스가필요한데가능한가요 ? 
• 특정 AI Cloud Platform에 구속받지않고,
고객이 AI를선택하여서비스구현가능한가요 ?

• 이로봇서비스중가장많이사용하는것이무엇인가요 ?
• 고객들이로봇에게궁금해하는것이무엇인가요 ?
• 로봇을사용한고객수는몇명인가요 ?

서비스배포및관리

이기종디바이스의
유기적연결

사용통계이력관리



Clobot회사소개서24

CROMS
개념

CLOBOT Cloud

Analytics

Service-App 관리

Account 관리

Robot 관리

Service-App Browsing

CROMS
Middleware

CROMS
Middleware

CROMS
Middleware

naoqi android ROS

CROMS
Middleware

…

로봇관리및사용성분석

Service Browsing

System Data Usage/Status
Access Web Console

■로봇서비스이용내용분석

- 로봇등록현황, 서비스등록현황

- 로봇운영정보, 서비스로그

■로봇관리/모니터링시스템
- 로봇의 health check, 카메라센서정보모니터링및이슈알람

- 음성, 표현등로봇서비스제어

■ Service Browsing
서비스어플리케이션을로봇에직접설치하지않고클라우드를통해

제공

- 어플리케이션자동업데이트

- 다수의로봇서비스일괄관리

■맵기반자율주행로봇관리
- 목적지로이동및위치추적

- 설정된경로로주행및위치추적

기존지능형로봇관리시스템과다르게로봇운영체제(OS)에의존성을가지지않으며, 다수의

로봇을통합관리및모니터링이가능한클라우드기반로봇관리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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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MS
Feature

Map 기반로봇관제시스템을제공하여로봇의상태를모니터링하고, 다수의자율주행서비스로봇

대상으로 Task와스케쥴을관리함

■ Task / 스케쥴관리
- Task 생성관리 (자율주행기반)
- Task 유형 : 이동, 대기, 사용자입력, 사운드출력, 특정 Action 수행등

- 스케쥴링기능: Task 수행로봇, 횟수, 반복주기등

- Task 수행로그

■Map 기반모니터링및지도편집
- Map에서로봇을모니터링 (위치, 상태, Task 등)

- Multi Layer(층별) 연동, POI, 충전소, 금지구역설정등지도편집기능

- 클라우드에서지도를관리하며다수의로봇에지도배포가능

- Zoom In/Out 등지도사용편의성강화

■로봇 Traffic Control
- High/Normal Priority 경로설정 (지도편집기능)

■모니터링 / 제어
- Map에서 Multi 로봇 Health Check

(배터리, N/W 강도, CPU/메모리사용률, Task 처리건수/할당건수)
- 로봇카메라/센서모니터링

- 로봇수동제어



Thank You.

www.clobo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