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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이 지능로봇연구소 VARRAM System 설립 

VARRAM 

3D Lidar (LG Innotek) 

Army ( Inteligent Vision, Gyro) 

Motion Controller (SAMCHULY) 

Entertainment Education 

Guide robot Quad Copter 

Steam Robot 

Appbot LINK 

Appbot Riley 

VARRAM 설립 배경 및 개요 



VARRAM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VARRAM  

2017.06 일본 6천대 수출 달성  
2017.04 홍콩 춘계 전자전 참가  
2017.02 스페인 MWC 전시회 참가 
2017.02 미국 법인 설립  
2017.02 유럽 및 일본 지사 설립 
2016.12 서병조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2016.12 미국 2천대, 독일 1천대 등 총 100만달러 수출 달성  
2016.10 홍콩 추계 전자전 참가 및 로봇 분과 금상 수상  
2016.08 미국 3천대 수출 달성  
2016.07 appbor Riley CE, JPMIC 인증 획득 
2016.06 크라우드 펀딩 고고 17만달러 달성 
2016.05 appbor Riley KC, FCC 인증 획득  
2016.05 한국로봇산업진흥원-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선정 
2016.03 회전 스테이션 국내 특허 등록  
2016.01 본사 및 공장 확장 이전(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2015.12 appbot LINK 해외 수출 37만 달러 성과 달성 
2015.12 appbot 해외 규격 인증 : CE, FCC, JPMIC, SRRC 획득 
2015.09 대전시 고용우수 기업 인증(제2015-18호) 
2015.08 공장 등록 완료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015.07 appbot 국내 규격 인증 : KC 인증 획득  
2015.07 회전스테이션 해외 특허 출원 PCT 출원, 중국 출원 
2015.05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  
2011.03 대전시로 본사 이전 “대전테크노파크 IT 전용벤처타운” 
2010.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제 2010111996호) 
2009.02 벤처 기업 인증 
2008.08 ㈜바램시스템 설립 

•스마트 홈 로봇 사업부 

-세계 최초 홈 모니터링 

로봇 상용화 완료 

-이동형 홈 모니터링 

로봇으로 200만불 수출  

-회전형 충전 스테이션 등 

다수 특허 등록 완료  

•주요 사업 분야 •주요 연혁 

•산업용 컨트롤러 사업부 

-산업용 모션 컨트롤러 

국산화 개발 및 공급 

-정밀 모션 컨트롤러 및 

제어 모듈 개발 및 생산 

•국방 핵심 모듈 사업부 

-무인 항공기 및 기타 항공 

제어 모듈 개발 및 공급  

-㈜한화와 연계된 방산용 

모듈 개발 납품 진행  



VARRAM 회사 성장 히스토리  

VARRAM  

•본사/생산 공장 •연구소 



VARRAM 회사 인증서 

VARRAM  

[대통령상 표창]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ISO9001] [고용우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 스타기업] 

[앱봇 링크 인증 : 총 5건] [앱봇 라일리 인증 : KC, FCC(미국), CE(유럽), JPMIC(일본), SRRC(중국)] 

[특허 등록 : 총 9건] [상표 등록 : 총 5건] [디자인 등록 : 총 2건] 



VARRAM 주요 제품 

VARRAM  

•세계최초 홈 모니터링 로봇 상용화 

: 점차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물리 보안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움직이는 홈 모니터링 로봇 출시 
: 100% 자체 기술 개발 및 ISO9001 시스템을 적용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제품 판매 



VARRAM 수출 전략 

VARRAM  

•해외 전시회 위주의 마케팅 

: 본사는 ’12년도부터 중국, 홍콩을 시작으로 미국 CES, 스페인 MWC 등 IT 전시회 위주로 참가 
: 문제점-제품 개발, 생산, 바이어 판매만 집중하다 보니 수출입통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Cebit 전시] 

[춘계 전자전] 

[실리콘밸리] 

[홍콩 추계 전자전] [도쿄 수출 상담회] 



VARRAM FTA 활용 수출지원 

VARRAM  

•기업 사전 진단 
: 전문 해외 마케팅/수출 전문가의 부재로 제품 품목분류와 FTA 활용의 중요성 간과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FTA 활용 지원 요청하였으며,  FTA 기동대의 방문 미팅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 진단 →  YES FTA 컨설팅 사업 참여  
: 컨설팅을 통해 제조공정과 원재료명세서 등 관련자료 컨설팅 후 세번변경기준은  물론 부가가치기준도        
  충족함을 확인 
: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기존 8525.60호(기타의 송신기기) 를 8525.80호(모니터링 카메라)로 변경 확인 

대전세관/공익관세사 

관세평가분류원 

광주세관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원재료 명세서 

고부가가치 상품 점검 

79개 부품조립 공정 

세번변경/MC50기준 

FTA 활용가능 기업판단 



VARRAM FTA 활용시작 

VARRAM  

•FTA 컨설팅 내용  

: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한 앱봇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    
  사항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진행  
: 이를 통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받아 FTA 활용 기반을 다짐  

USA 50% ASIA 20% 

EU 30% 

• Germany 

• France 

• Spain 

• UK 

• Italy 

• Netherland 

• Turkey 

• Korea 

• Japan 

• Singapore 

• India 

• USA 

• CANADA 

• Brazil 

• Colombia 

YES FTA 컨설팅 참여 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 체계적 원산지 관리 

품목별원산지인증 

수출자인증 

원산지증비서류 

제출간소화 

FTA 활용 기반 조성으로 “해외시장 수출다변화 초석마련”  



VARRAM  

VARRAM 수출 성과 

•해외 수출  성과 

프랑스 

1,00대 

독일 

4,000대 

미국  

8,000대 

일본 

6,000대 

기타 

2,000대 

[크라우드 펀딩 300% 달성] 

[미국/일본 총판 계약] 

: ’15년 앱봇 링크를 시작으로 37만달러 수출, ’16년 98만불 수출 달성 
: 신규 해외 바이어 미팅을 통하여 FTA 활용의 실익을 어필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 도출  
: ’17년 일본 1만 2천대 수출 계약 성사 , 중국 및 인도 등 신규 국가에 대형 계약 등 약 3만대 규모 계약 
 



VARRAM  

VARRAM FTA 활용 성과 

•해외 지사 설립 

: 주요 수출국인 미국(LA), 일본(도쿄), 네델란데드에 지사 설립 완료(2017년) 
: FTA 특혜로 간접 수출을 했던 유럽 시장에도 해외 지사로 직접 수출하는 등 큰 수혜를 받음   

유럽 지사 

일본 지사 

미국 지사 

FTA 활용  
극대화 



VARRAM  

VARRAM FTA 활용 성과 

•FTA 활용 효과 

MFN 4.9% 

협정세율 

FTA 2017년 “1억 5천만원” FTA 특혜 실익 예상 

MFN 2.1% 

협정세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상) 

매출액 37만달러 98만달러 500만달러 2,000만달러 

증가율 265% 500% 400% 

: FTA 활용 효과로 한-EU FTA를 활용하면 4.9%의 기본 세율을 0%의 특혜 세율로 적용받음 
: 한-미 FTA의 경우 2.1%의 기본 세율을 0%의 특혜 세율로 적용받음 
: 올해 수출 목표 금액인 500만달러를 달성하였을 경우 약 1억 5천만원의 특혜 실익이 발생함  



VARRAM  

VARRAM FTA 활용 성과 

•FTA 활용 효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국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 추징 사전 차단 

정확한 품목 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한 정확한 품목 분류를  통한 관세 추징 사전 차단 
: 미국으로 수출 시 물품취급수수료까지 면제되어 수출 경쟁력 제고 
: 준비된 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의 제품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 사례로 향후 200억 수출까지 목표함  



VARRAM 향후 개발 목표 

VARRAM  

•홈 모니터링 로봇 브랜드 확보 

: 현재 앱봇 링크 및 앱봇 라일리로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면, 향후 제품은 시장 폭발을 목표함 
: ’18년 2가지 신규 제품 출시(펫 전용, 보안 전용)로 세계적인 브랜드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 수출 목표 

’15년 출시 ’16년 출시 ’18년 출시 

: 기존 제품 출시 성공 및 마케팅 경험으로 신규 모델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  

[페이스북 등 디지털 마케팅] [유튜브 등 바이럴 마케팅] 



VARRAM 향후 매출 및 고용 목표  

VARRAM  

•향후 매출 목표 및 고용 목표 

: ’17년 60억원 매출을 목표로 ’19년 300억원 등 매출 신장과 함께 4년 이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함  
: ’17년 고용 인력 10명이 증가하였으며, ’18년 50명, ’19년 90명까지 확대를 목표함  

300억원 

60억원 

단위: 억원  
           명 

100 

0 

200 

300 

2017 2018 2019 

22억원 

2016 

30명 
46명 

86명 

240억원 

20명 



찾아서 지원하는 관세 행정 

찾아서 사가는 우수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