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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로보월드는 산업통상자원부

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한국로

봇산업진흥원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 전시회는 10

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

텍스에서열린다

2016 로보월드는 지난해 10주년 행

사를성공적으로개최한경험을살려한

층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했다 협업 로

봇스마트카웨어러블 로봇 등 새로운

기술적인흐름을적극수용하고드론V

R3D프린팅 등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

을 끌고 있는 산업 분야를 독립관으로

만드는등최신기술동향을반영하는데

노력했다 올해로보월드는국제드론산

업전국제3D프린팅산업전국제VR산

업전과동시에열린다산업적으로성장

가능성이높은품목에별도전시회타이

틀을부여해장기적으로독립전시회로

육성하고 로보월드 규모를 확대하겠다

는의지를분명히했다

국내외183개기관업체참여

올해 로보월드에는 총 183개사가

480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155개사가 420부스 규모로 참여했다

전시회규모만놓고보더라도지난해보

다 커졌다 전시품목은 제조업용 로봇

공장자동화 전문서비스 로봇 의료재

활 로봇 무인기 및 드론 3D프린터 로

봇부품및SW가상현실(VR)등이다관

람객들이신기술흐름을쉽게이해할수

있도록스마트카특별관협업로봇특별

관 웨어러블 로봇특별관 로봇교과목

특별관 스마트팩토리특별관등도마련

됐다

참가업체를보면한화테크윈현대중

공업로보스타유진로봇고영테크놀로

지퓨처로봇등국내로봇산업을대표하

는 업체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으며 한

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

원 부천산업진흥재단인천경제산업정

보테크노파크경기산학융합본부전자

부품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그동안 추진해온 과제와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해와마찬가지로올해도시장창출형로

봇보급 사업 관련 홍보관을 90부스 규

모로마련해로봇사업홍보에집중적으

로나선다

IROS2016등학술대회다채

해외 업체들도 총 30개 업체가 84개

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가와사키 나치

로봇 유니버셜로봇 리싱크로보틱스

하이윈 알데바란 로보틱스 등 해외 업

체들이 새로 개발한 로봇 및 솔루션을

앞세워 관람객을 만난다 특히 리싱크

로보틱스는 협업 로봇인 소이어를 국

내 협력사인 TPC메카트로닉스를 통해

소개하는런칭쇼를개최해주목을끌고

있다

올해로보월드는해외로봇과학자들

과산업계에우리의로봇산업과기술력

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

인다행사기간을전후해로봇운영체제

(ROS) 관련 국제학술대회인 로스콘(R

OSCon) 2016을 비롯해 국제전기전자

기술자협회(IEEE)와 한국로봇학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로봇학술대회인 I

ROS 2016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주

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인 ICCAS 2016

등이 잇달아 열린다 특히 로보월드 주

최측은행사일정이겹치는 IROS 2016

과의연계차원에서대전과킨텍스간에

단체버스를운행하는등해외로봇인사

들이양쪽행사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

있도록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국제로봇관련

단체관계자들도참석해로보월드를빛

낸다 국제로봇연맹(IFR) 조젬마회장

중국로봇협회송샤오강회장프랑스서

비스로봇협회브르노보넬회장러시아

로봇협회네델스키회장 일본로봇공업

회후지와라전무등이개막식에참석하

고국내로봇산업관계자들과만남의시

간을 갖는다 특히 국제로봇연맹(IFR)

은 이 기간에 맞춰 이사회를 개최한다

올해초한국이 IFR 이사회에정식으로

가입한이후처음으로한국에서이사회

가 열리는 것이다 이사회에는 조 젬마

회장(쿠카로보틱스 미국법인 최고경영

자) 네델스키 러시아로봇협회장 송샤

오강 중국 로봇협회장 브로노 보넬 프

랑스로봇협회장등이참여한다이사회

가끝난후에는한국로봇산업협회와러

시아로봇협회 미국로봇협회간에 양해

각서교환행사가열린다

에스벤 오스터가드 유니버설로봇 공

동 창립자 톰 마티어스 오므론 어댑트

회장 로드니 브룩스 리싱크 로보틱스

회장 에이아이브레인 신홍식 대표 등

해외유명로봇기업CEO들이주제강연

자로나서로봇산업과로봇기술의현재

와미래에관해소개할예정이다

해외바이어14개국160명내한

로보월드는올해행사를계기로국제

비즈니스 중심 전시회로 탈바꿈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주최측은 전

시회기간동안비즈니스존을구성하고

수출상담회를 열어 국내외 로봇업체들

간협력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를위해한국로봇산업협회측은전국산

업단지공단및테크노파크입주사구매

담당자를초청해해외바이어와연결해

주는수출상담회에크게신경을쓰고있

다 초청 바이어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이번전시회에초청된바이어는

14개국에서160여명에달한다중국프

랑스 싱가포르 인도 러시아 영국 베

트남 대만 이스라엘 이란등에서로봇

업계관계자들이찾아와우리기업들과

협력및거래에관해논의할예정이다

로보월드 행사 기간에는 부대행사와

컨퍼런스도다채롭게마련된다 신제품

런칭쇼 비즈니스 네트워킹 파티 등이

준비되어있으며제2회한중로봇포럼

제3회 글로벌 로봇비즈니스포럼 한프

랑스 교육용 로봇 세미나 3D프린팅 융

합산업컨퍼런스 한중일이참가하는한

국 무인기 콩그레스 등이 열린다 제어

로봇시스템학회가 주최하는 국제로봇

기술포럼도새로운기술흐름을파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있다전시회기간동안에는국제

로봇경진대회도열린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전세계에서온학생들과로봇

공학도들이자체제작한로봇을이용해

다양한분야에서기량을겨룬다

2016 로보월드는국내로봇산업계와

학계가힘을합쳐유치한국제로봇학술

대회와 연계되면서 전세계 로봇인들의

조명을받는국제행사로확실하게자리

매김할것으로보인다

AI드론스마트카일상으로 다가온로봇시대

세계3대로봇축제중하나인 2016로보월드가10월12일부터나흘간일산KINTEX에서열린다사진은작년열린 로보월드2015행사장전경

국내최대로봇축제 2016 로보월드

1215일 킨텍스서화려한팡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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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신경철입

니다

2016 로보월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지면을통해참여해주

신 산학연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의말씀을드립니다

로보월드의첫개최는서울코엑스

에서 2006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

지 전시회 경진대회 학술대회로 구

성되어 정부의 10대 신성장동력기술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입

니다

당시산업자원부가관련주최기관과

의 협의를 통해 전국에 산재되었던 각

종로봇행사를통합하여개최하기로하

여공동주관기관으로당시로보틱스연

구조합(현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종

합지원센터(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현 제어․로

봇․시스템학회)가참여한이래매년개

최되어 올해로 11회를 맞이하게 되었

습니다

로보월드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도매년발전된

모습을거듭하여산학연의대표로봇행

사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동안의경험을발판삼아미래로봇산업

의 발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기술혁

신을지원하면서다양한정책적노력들

을기울여나가야할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로보월드가 발전할 수

있도록적극지원하면서세계적수준에

이른우리과학과ICT기술을새로운프

론티어를개척해나가는데최선의노력

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모쪼록 로보월

드가우리나라의산업발전과과학기술

선진화를위한소중한밑바탕이되기를

기원합니다

창조와 융합을 통하여 로보월드도

자유롭고역동적인환경을조성하여국

내를 비롯한 세계무대에서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 학회를 비롯한

로보월드에참여하신분들도큰역할을

해주실것을믿어의심치않습니다

2016 로보월드가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합니다

10주년을 넘어 20주년을 향한 힘찬

첫걸음 2016 로보월드개최를축하합

니다

지난 10년 동안로보월드는국내최

대의 로봇 행사로서 로봇산업 발전과

함께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11회

째를 맞는 로보월드는 20주년을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해인만큼 더욱

역동적인모습을보여줄것으로기대합

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 드론 등 로봇기

술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우리의

삶에한층가까이왔다는것을느낄수

있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로보월드에서는이와관련된다양한

로봇융합기술을만나볼수있을것입니

다 특히 세계적인로봇학술대회인세

계지능형로봇시스템총회(IROS) 행사

도대전에서함께개최되어로보월드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이는 로봇산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시너지창출효과를가져올수있

고 결과적으로 로봇산업의 발전 가능

성을더욱키울수있는계기가될것입

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보월드의

주관기관으로서 로보월드가 성공적으

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흥원에서운영하는홍보관에서는우

리나라 로봇 정책의 성과를 직접 경험

해볼수있으며 경진대회에서는미래

로봇산업을이끌어나갈주역들을만나

볼수있을것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로봇 관련 부대행사 진행

을 통해 대국민 로봇마인드 확산에 앞

장서고자합니다

로봇산업은미래를이끌어나갈신산

업으로 앞으로도 많은 투자와 국민적

관심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저희진

흥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로봇산업

에대한많은분들의관심과격려를부

탁드립니다

이처럼 2016 로보월드를 통해 우리

나라 로봇산업이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한발짝더나아가길바랍니다 다

시한번힘찬걸음을시작하는2016로

보월드에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

며 비즈니스 참관객부터 일반 관람객

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참여하여 다

함께경험하고즐길수있는로봇축제

가되기를기원합니다

지난 2006년 로보월드는로봇산업을

육성발전시키려는 정부전략의 하나로

로봇전시회의전문화 대형화 국제화를

목표로COEX에서3개국80개기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금년에는미국

일본독일중국등12개국183개사480

부스규모로성장하여국내최대 세계 3

대로봇전시회로자리잡고있습니다

금년로보월드는전문화의일환으로제

조용로봇존과서비스용로봇존으로분리

하여분야별로집중할수있도록하였고

특히제조용로봇존안에는부품 SW 관

련기업들을배치하여관련산업간의생태

계조성을모색하였습니다아울러스마트

카웨어러블체험관 협업로봇 스마트팩

토리특별관을운영하여다양한이벤트와

함께운영되도록준비하였습니다

로보월드대형화를위해서는전시품목

중산업적으로성장가능성이높은품목

인드론 3D프린터를독립적인존으로구

분하여별도의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가상현실 협업로봇까지 추가하

여그규모를지속확대할계획입니다

또한로보월드국제화를위해금년에는

나치로봇 유니버설로봇 리싱크로보틱

스 가와사키중공업 하이윈 알데바란로

보틱스등해외주요로봇기업이신기술

신제품을전시하여이를통해세계적인로

봇산업트랜드를확인할수있습니다

한편대전에서는로보월드기간중동시

개최하고있는IROS 2016행사와국제로

봇컨퍼런스가개최되어 IROS에 참가한

세계로봇전문가를대상으로대한민국로

봇산업의현황도알리고국제간의공동연

구및개발을촉진하는계기도마련합니다

이번로보월드에는중국 인도 영국

등14개국160여명의해외빅바이어들

을 대거 초청하여 출품업체의 이머징

비지니스도활성화되도록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공동으

로 제3회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

제2회 한중 로봇포럼 제1회 한불교육

용로봇세미나등다양한부대행사를준

비하여국내외산학연과의로봇제품

기술교류의확대를모색합니다

이제제4차산업혁명의시대가도래

했고 인공지능 IoT를 근간으로 하는

네트워크시대와함께로봇이미래산업

혁신의새로운주역이될것을믿어의

심치않습니다

로보월드는국내최대규모의국제로봇전시회

로 산업통상자원부주최로지난 2006년처음개

최됐다

로보월드가시작되기전국내로봇산업은매우

열악한수준이었다 지난 1978년 현대자동차 울

산공장에일본토요타의다용접로봇이처음으로

도입됐다 1980~90년대에는정부지원없이산

학 자체적으로 국산 로봇의 연구개발이 이뤄졌

다 1997년 IMF 위기로 LS산전 대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로봇 연구개발을 중단해 한때 큰 위

기를맞기도했다하지만이위기는국내로봇산

업을풍성하게만드는원동력이됐다

한국로봇산업협회에 따르면 1997~2001년 5

년간등장한로봇전문기업은121곳에달한다국

내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업체중 하나인 로보스

타를비롯해스마트액추에이터로유명한 로보

티즈등이이무렵설립됐다

국내로봇산업은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에

힘입어도약의 발판을마련했다 지난 2001년부

터정통부과기부등여러부처가로봇활용 R&D

및 지능형 로봇지원을 시작했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퍼스널로봇기반기술개발

과제도추진됐다 특히 2003년정부가로봇산업

을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정부지원정책이 체계화됐다 2005년에는 지능

형 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이 수립되고R&D

수요창출 기반조성 등을 담당할 산자부 로봇팀

이발족했다 당시정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

지6년간총 4865억원의정부출연금을투자해기

술개발과시장창출에힘을쏟았다

2006년 드디어 산업자원부 지원아래 로보월

드가처음으로열렸다이후 2008년 지능형로봇

개발및보급촉진법(로봇특별법)이제정됐고지

능형로봇기본계획(1차 2009년 2차 2014년)이

수립됐다

또 2010년 6월로봇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

기위해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설립하고각부처

(국토부 문체부 국방부 등)의 협력아래 2011년

부터 대규모 로봇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장창출형 로봇 보급사업은 기술은 있지만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로봇업체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

고있는사업이다

지난 6년간로봇보급사업은 1090억원의예산

을투입해총 107개과제를지원 2282억원을넘

는매출을달성하는실적을거뒀다 이같은정부

로봇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최한 D

RC(다르파로보틱스챌린지)대회에서카이스트

의휴머노이드 휴보가우승을차지하는쾌거도

이룩했다 올해 11번째인 로보월드는 작년 10주

년 행사를 기반으로 국제화에 노력한 결과 올해

한층더국제화된면모를보이고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주역

김철교
한국로봇산업협회장

로봇융합시너지만들것

정경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산업기술선진화밑바탕

1997년부터 6년간 120여 전문기업탄생러시
정부적극지원힘입어최근 5년 2282억 매출달성

지난해미국방부산하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주최한DRC대회에서우승을차지한카이스트의휴머노이드 휴보

신경철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2016 로보월드 계기로 돌아본 국내 로봇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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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부품장비 및 3D프린터

전문회사TPC메카트로닉스가 2016 로

보월드에서출품할제품은고성능협업

로봇 소이어(Sawyer)이다

미국의리싱크로보틱스에서개발한

소이어는사람과상호작용을통해정밀

한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

트 협업 로봇이다 로봇에 부착된 디스

플레이를통해작업자와상호대화가가

능하며작업변화에따라프로그램을신

속하게설정할수있다

19의 무게와 7축의 자유도 01

의 반복 정밀도와 최대 1260의 넓은

작업반경을가지고있다

또 전용 받침대를 통해 이동이 자유

로우며작업에따라전용전동그리퍼와

진공그리퍼를선택적으로적용하여사

용할수있다

안전성도 뛰어나다 산업용 로봇 설

치에필수적인안전펜스와별도의안전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같은 공간

내에작업자와충돌이발생하더라도관

절에내장된토크센서를통해자동으로

정지한다각관절부위는우레탄폼으로

덮여있어 충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

할수있다

사람과대화하며정밀작업수행

TPC메카트로닉스의스마트협업로봇소이어

티이에스(TES)는반도체웨이퍼나L

CD디스플레이를핸들링하는데필요한

이송로봇을전문적으로개발및공급하

는업체다최근플렉시블유기발광다이

오드(OLED)용 진공 이송로봇 양산에

성공할정도로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

티이에스는산업용로봇에서타산업

으로로봇의도입이확산되는추세를반

영해세계적인협업로봇업체인덴마크

의 유니버설로봇과 협력계약을체결

해이회사의협업로봇공급에본격나

서고 있다 유니버설 로봇은 UR3UR5

UR10 등 협업로봇을공급하고있는데

이들로봇은인간과의협업을위해국제

안전규격을준수하고있다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발표한협동로봇가이드

라인 ISO 12100 ISO 102182를 비롯

해가장최근에나온ISO TS 15066문서

까지준수하는뛰어난안전성을갖추고

있다

3개의로봇가운데가장최근에선보

인소형제품생산환경에적합한경량의

UR3는 과학 제약 농업 전자 및 기술

시설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품

을집어올려설치조립접착나사체결

등을할수있는테이블설치용6축로봇

팔이다 로봇이 나사를 집어 올려 나사

구멍에끼워적절한토크를가하면서조

립할수있다고한다

로보로보

안정성뛰어난 로봇팔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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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모터는1963년LG전자의모터

사업부로출범해 2008년 독립 기업으로

분사한모터전문기업이다 3상유도전동

기서보드라이브서보모터를동시에생

산하는기업으로는국내에서유일하다

서보부문은서보드라이브서보모터

및엔코더모션제어기를부품형태의공

급방식에서 제어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발전시켰다

모션 컨트롤러는 PLCopen의 국제

표준 규격에 따른 다양한 PLC 언어에

대한지원은물론모션제어에필요한라

이브러리를 탑재한 uPLC GMC 및 다

관절로봇을 포함해 비정형화된 로봇도

지원할 수있는 Robocon 등 다양한 제

어시스템을선보이고있다

특히이번 2016로보월드에서는첨단

기술의델타로봇을출품한다표준제품

의 경우 페이로드 기준으로는 05~

20까지 동작반경기준으로는 200

~2000까지의 제품이 가능하며 주문

제작형은페이로드 3~40 범위까지

가능하다

하이젠모터

첨단기술 델타로봇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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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모터가출품하는 델타로봇

티이에스가선보이는협업로봇 UR3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을 통해 축적

한기술로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로봇

전기전자시스템 그린에너지 건설장비

사업에도 진출한 세계적인 종합 중공업

회사이다 이가운데현대중공업로봇사

업부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산업용 로

봇을개발양산하고있다이번로보월드

전시회에서는 산업용 로봇(HH020)을

이용한 골프퍼팅 동작과 양팔형 로봇을

활용한 음료서빙 도장로봇(YP01528)

의도장작업시연을선보일예정이다

골프퍼팅로봇에사용된산업용로봇

은최적화된외형과슬림한구조의손목

으로좁은공간에서도작업성이우수하

다 008mm의반복정도를갖추고있어

다양한고정도작업에최적의솔루션을

제공한다특히 175m의작업영역을가

지면서도로봇의무게가 220kg로다양

한 응용에 사용 가능하다 음료서빙 로

봇은부스앞의버튼으로음료를선택하

면주문한음료수를양팔형로봇이컵에

받아제공하는동작을시연한다

현대중공업은이번도장로봇개발로

자동차제조공정의모든공정에로봇을

공급할수있게됐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산업용로봇을이용한골프퍼팅시

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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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한골프퍼팅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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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에스 TPC메카트로닉스

로보스타는 인간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

한원스톱솔루션제공기업을미션으로하는제

조용로봇전문업체이다

모바일디스플레이자동차 반도체전기전자

2차전지등다양한산업에적용되는제조용로봇

을중심으로 FPD장비 IT부품제조장비 반도체

장비 등 자동화 장비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

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등세계주요국가에유

통망을갖추고해외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향후

동남아시장진출도추진하고있다

2016 로보월드에서 선보일 로보스타의 주력

제품은 양팔로봇이다 이 로봇은 자동차 카오디

오를 조립하는 시스템으로 양팔로봇과 비전 시

스템이 융합된 기술 집약체이다 기존 양팔로봇

이단순기능에의한반복작업중심이라면로보

스타의양팔로봇은작업모션이동시6개까지가

능한 구조로 돼있어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의 솔

루션을제공한다

이와함께픽커로봇과고속형장축직각좌표

로봇도 함께 출품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용 로봇

시장에서는델타로봇혹은거미로봇으로불리며

식료품제약자동차 반도체등응용분야가폭넓

다

로보스타의 피커로봇 RPK 시리즈는 다양한

사이즈의제품을후반작업을위하여정렬화시키

는작업다양한형태의제품중선택한제품을패

턴화시키는작업이가능하다

움직임이있는대상물을정렬화시키는패턴화

가가능해공정의유연화를이룰수있으며비전

시스템을 통한 응용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쓰일수있다

또로보스타의관계사인로보메디의전동보장

구인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각 2종도선보

인다 이는 로보스타가 헬스케어 분야 사업진출

을 위해 설립한 로보메디의 연구개발 결과물로

그간수입에의존해온이분야제품의국산대체

효과를기대하고있다

로보스타

로보스타의주력제품양팔로봇을적용한생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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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집약 양팔로봇 눈길

한국오므론제어기기는 올해 4월부터 오므론

어댑트테크놀로지의산업용로봇카테고리 49모

델을공급하고있다 산업용로봇라인업을통해

오므론은 로봇과 시각 센서 및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X/NJ시리즈 등 다양한제어기기는

물론기술지원및유지보수서비스까지토털솔

루션을제공하고있다

오므론이 공급하는 산업용 로봇은 스칼라 로

봇코브라(Cobra) 패러럴로봇콰트로/호넷(Q

uattro/Hornet) 수직다관절로봇바이퍼(Vipe

r) 등이다이들로봇시리즈는 NX/NJ시리즈와

간단하게 접속하고 기계 제어와 로봇 제어의 연

동에의한생산공정전체의처리능력을향상시

켜준다

현재자동차나식 음료품등의생산현장에서

는변종변량생산에따라빈번한작업교체가용

이한 유연한 공정이 요구되는데 로봇 기술은 이

러한유연한공정을실현하는해결책으로손꼽힌

다

오므론은 다양한 제어 기기 라인업과 첨단 자

동화 기술에 로봇 기술을 융합함에 따라 자동차

나식 음료품 디지털기기등생산혁신의동반

자로자리매김하고있다

특히 로봇 활용은 도입에서 유지보수까지 쉽

고빠른적용이매우중요하다 오므론은 ACE 통

합SW제공으로고속고신뢰성을제공하는로봇

과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등제

어기기를쉽게융합작업이가능하다

즉기존로봇도입의장벽이되고있던 PLC나

시각센서안전장치등의제어기술과의융합작

업이 간단해져 신속한 로봇 현장 투입이나 생산

품목의변경에따른순서및생산라인변경을용

이하게한다

한국오므론제어기기

한국오므론제어기기의산업용로봇

�������	�

자동차등생산혁신동반자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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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로보틱스는 로봇과 IT 가전 기술의 융합

및 상용화를 실현하는 로봇 생활가전 전문 업체

로가정용청소로봇 공기청정기로봇등홈서비

스로봇을개발하고있다

이번로보월드전시회에서는물탱크내장물걸

레 로봇청소기 티웨이 아이센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선보인다

티웨이 아이센스는 본체와 물통 걸레가 회전

하며 주행과 청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실속형 물

걸레청소로봇으로빠르게회전하면서내장된물

탱크에서 물이 걸레에 자동 공급돼 청소가 끝날

때까지걸레가마르지않는것이특징이다 거리

센서를탑재 장애물에대한거리를판별하여충

돌을피해청소할수있도록하여안전성을강화

했다

또침대나의자밑등청소하기까다로운공간

에도들어가깨끗이닦아낼수있도록제품크기

를 최소화했고 중금속 등 인체 유해성분을 배제

한 리튬 인산철 친환경 배터리를 사용해 소비자

안전성과효율성을높였다

이 외에도 물걸레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먼지 포집 능력이 우수한 분섬사와 물걸레질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극세사 두 종류의 걸레

패드를 제공한다 지름이 제품보다 크게 제작돼

구석진 공간과 벽면도 효율적인 청소가 이뤄질

수있게특수설계됐다

이와함께걸레를손세탁하는수고스러움을덜

어줄수있는일회용걸레키트와대중적으로사

용하는캐치맙걸레도별도구매해사용할수있

도록함으로써사용자선택폭을넓혔다

파인로보틱스는미세먼지의기승으로물걸레

질 청소가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티웨이 아

이센스가 주부의 청소 도우미 역할은 물론 청소

시간이 부족한 싱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라고강조했다

자율주행로봇업체와이에스썸텍은

오므론어댑트 테크놀로지의 한국내 독

점대리점으로자율주행로봇플랫폼서

비스를제공하면서솔루션개발에도나

서고있다

Lynx는다양한실내공간에서별도의

랜드마크나주변기기의도움없이사람또

는장애물을피하면서최적의경로로정해

진장소에물건을전달해주는100%자율

주행로봇이다 SLAM기술을 활용하여

이동가능한범위의지도를자동으로생성

하며최대130kg의물건을옮길수있다

하드웨어또한기능별로모듈화되어있어

구성이심플하며문제발생시해당모듈만

교체해유지보수가편리하다

Lynx의 스마트한 이동성에 다관절

로봇과같은산업용로봇을결합할경우

물류외에도최소비용이나최대작업능

률이필요한제조사업장위험도가높은

화학분야 클린도 유지가 중요한 반도

체 환경및식품분야등에서도다양하

게활용할수있다

파인로보틱스

파인로보틱스물걸레로봇청소기 티웨이아이센스

장애물피해최적경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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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로봇키트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로

보티즈가초중학생들이사물인터넷의원리를배

우고쉽게만들며창의력을기를수있는키트인

로보티즈 IoT를올해출시했다로보티즈 IoT는

직접 다양한 구조의 하드웨어를 조립하고 프로

그램을코딩할때발생하는크고작은문제를해

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력을 기를 수

있게구성되었다

1단계는코딩의재미를맛보는단계로 PC에서

블록형프로그램언어인 스크래치로 간단한사

물인터넷이나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임의알고리즘을구현하게된다 2단계는실생활

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원리를 이해하

고 만들며 나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

현하는 단계로 PC에서 블록형 프로그램 언어인

엔트리로코딩하거나스마트폰에서텍스트형자

체프로그램언어(R+Task)로코딩한다

로보티즈가출시한 IoT솔루션은화분물주기

약통받침대스마트블라인드스마트휴지통침

입감지장치 등이다 화분물주기는 화분에 꽂힌

온습도센서가수분부족을감지하면자동으로화

분에물을주고 이사실을스마트폰에알려준다

사용자는 알림을 확인하고 물통에 물을 채우게

된다약통받침대는약먹을시간이되면알람이

울리고약을먹지않으면스마트폰에도이사실

을알려준다약먹을시간은스마트폰에서직접

설정할수있다스마트블라인드는스마트폰으로

블라인드를직접여닫거나밝기에따라자동으로

조절되게설정할수있는블라인드이다빛이세

면블라인드를닫고빛이약하면블라인드를열

어실내밝기를조절한다 스마트휴지통은손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뚜껑을 여닫고 휴지통이 가

득 차면 휴지통을 비우라고 스마트폰에 알리는

장치다 침입감지장치는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있는부비트랩형태로 줄을건드리면침입을

감지하고스마트폰에이사실을알려준다

로보티즈

사물인터넷의원리콕콕짚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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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에스썸텍의자율주행로봇

아이피엘은스마트홈로봇의대중화

를꿈꾸는로봇스타트업기업이다 KT

가 서비스한 적이 있는 키봇1과 키봇2

를개발한핵심개발자들이모여설립한

아이피엘은현재로보틱스전분야에있

어모든기술을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

다 설립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중국의

비비드 에이스 리미티드로부터 220만

달러의투자를유치하는등주목받고있

다

아이피엘은이번로보월드에서스마

트홈 로봇 아이지니(iJINI)를 선보인

다아이지니는아이피엘의자체운영체

제(OS) 기반으로 개발 중인 로봇이다

개인비서가되어스케줄을알려주기도

하고 주인이 집에 없는 동안 집안을 순

찰하며 집을 지켜주기도 한다 집안의

가전기구들을연동해원격으로가전을

제어할수있으며아이들을모니터링하

거나동요 동화등교육콘텐츠로놀아

주기도한다로보월드전시회에서는아

이지니의이같은기능을생생하게체험

할수있다

2016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베스트위너로 선정되기도 한 아이지니

는외관상귀여움과세련됨을동시에구

현했다 내부에는장애물방지센서추

락방지센서온습도센서 조도센서등

이탑재되어있다

아이피엘

설립 1년만에 220만 달러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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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이 2016로보월드에출품할

제품은가정용서비스로봇부터전문서

비스로봇까지다양하다

이가운데환자의식사약품등을배

달하는자율주행로봇으로최근 IFA전

시회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고카트(GoCart) 상용화버전3종이눈

에 띈다 행사장에서 코카콜라 배달 서

비스를시연할 고카트미니는 이번로

보월드에서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제품

이다

스테레오카메라 3D센서초음파센

서등의기술로고성능자율주행기능은

물론 정확한 공간 분석을 통해 목표한

위치로정확하게배달을수행한다특히

필요시스스로엘리베이터를호출해층

간이동까지가능하다

고카트와함께 2016년형로봇청소기

신제품 아이클레보 오메가도 선보인

다

유진로봇

자율주행로봇 고카트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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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의고카트미니

아이피엘의스마트홈로봇 아이지니

로보티즈사물인터넷DIY교구 로보티즈 IoT

로봇과 IT가전융합기술의총아

퓨처로봇은서비스로봇전문기업으

로이번로보월드에서지능형홍보안내

용로봇을비롯해스마트홈및1인가정

의필수품이될소셜로봇 상용화가가

능한HRI 솔루션을선보일예정이다

퓨처로봇의 홍보안내 로봇은 전시관

홍보관관공서등대면환경에서로봇기

술(HRI 기술)과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

츠를활용해제품및서비스등을효과적

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이다 ICT

기술과 연동이 용이하고 현장에 필요한

콘텐츠를쉽고빠르게구성할수있어중

국은행글로벌공항등에서제품성을인

정받고있다 퓨처로봇은현지유통 AS

솔루션 파트너들과 협력모델을 구축해

이제품에대한수요확대를꾀하고있다

이 로봇은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얘

기할수있으며사람얼굴을인식하거나

시선을맞추는등의반응이가능하다

이와함께기존POS기기를연동한탁

상형로봇제품퓨로데스크도선보인다

스마트홈 1인가정은물론고령화시대

필수품이될감성기반소셜로봇제품이

라는것이퓨처로봇의설명이다

퓨처로봇

퓨처로봇의홍보안내용로봇 퓨로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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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얼굴인식 10개 국어대화

와이에스썸텍(YS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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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전문기업인 델타텍코리아 기

술거래단은한양대서일홍교수가개발한 지

능형로봇을위한작업솜씨학습방법��에

관한기술사업화추진기업을모집합니다

이 기술은 인간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솜씨학

습(skill learning) 방법으로 임무가 변화하

는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최소한의 사전

데이터(단위동작)를통해주어진임무이외

에 변형되고 확장된 작업 수행이 가능합니

다

학습엔진을통해학습데이터를입력받고

학습데이터를모델링하여로봇이기본작업

솜씨및변형된형태의작업솜씨를학습할수

있도록합니다

학습엔진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을 이용해 입력된 학습데이터를 확률정보로

모델링할수있습니다

확률기반동작기술은국내최초개발한것

으로상용화하면지능형로봇및신규제조분

야시장창출이가능합니다

지능형 로봇 서비스용 로봇 산업용 로봇

등에응용가능합니다

이기술에관심있는기업에는기술자산과

노하우를전수하고R&D지원맞춤형기술지

원을할예정입니다관심있는기업들의참여

바랍니다

상담 연락처:델타텍코리아 기술거래단

담당자:오현아연구원(전화 0232782734

이메일: oha137@dtk3com)

모듈로는 2016 로보월드를 통해 원

거리 자율주행 근접거리 로컬 주행이

가능한신형모듈로7을 선보인다 모듈

로는자동차매장 전시장 유치원 키즈

카페등으로서비스로봇의응용분야를

지속적으로확대해온기업이다

이번에선보이는모듈로7은8개의모

듈로 구성돼 서비스 제공 상황 구매자

의 요구 가격 등에 따라 로봇의 구성을

변경할수있다 제품의크기는문손잡

이작업테이블커피테이블전원스위

치등인간의생활공간에서자유롭게작

동하도록 820mm~1200mm으로 구현

되었으며실용화접근이가능한로봇양

팔 메인컨트롤및디스플레이부분 모

바일 부분의 모듈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응용이가능하다

로봇의 구성 중 이동 베이스는 전방

20cm의낙하지역을확인하는것은물

론전방향으로로봇에접근하는물체와

이동 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을갖췄다특히얼굴추출음성인식위

치인식 자율 주행 등 최고의 기술력으

로만들어진제품이라는것이모듈로측

의설명이다

모듈로7은 자율이동 주행과 수동 이

동주행의선택적사용이가능하며 7개

이상의적외선센서가장착돼자율이동

주행 중 장애물을 감지해 상황에 맞는

대처를할수있다

서비스로봇최고기술집약

모듈로의신형서비스로봇 모듈로7

교육용 로봇기업인 로보로보는 2016

로보월드를통해총 3종의신제품을공개

한다코딩교육을위한유아용코딩로봇

유아로 초등용코딩교구 코딩스토리

고급라인휴머노이드로맨보등이다

유아로는 NFC 무선통신 기술과 물

리형 코딩 방식을 도입한 유아 코딩 교

육로봇으로로보로보에서직접개발해

특허 등록된 기술을 채택했다 편리한

조립 방식과 PC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

능한코딩방식을사용함으로써유아가

쉽고안전하게사용할수있다

초등용코딩교구 코딩스토리는교육

코딩프로그램인스크래치와 엔트리가

호환되는 제품으로 기존 로봇 제품보다

간소화한조립형태를띠고있다 코딩스

토리 출시에맞춰 모모C와코딩스토리

라는커리큘럼을함께펴냄에따라보다

손쉽게코딩을배울수있다

교육용휴머노이드로봇 로맨보는보

다높은수준의솔루션을제시한다 로보

로보의오랜기술력을집약해안정적인스

마트액추에이터(Smart Actuator) 및제

어보드를 직접 개발한 것으로 모션 제작

및동작이전부였던휴머노이드에GUI코

딩프로그램 로직(Rogic)과코딩교육을

도입한커리큘럼까지제공하고있다

로보로보

유아코딩교육신기원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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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표적인무인항공기전문업체

인 유콘시스템은 리모아이리모콥터

리모팜 등제품을선보인다

리모아이002B는지난 2013년방위

사업청과대한민국육군대대급에사용

될 소형무인정찰기로서 전력화 계약하

였으며2015년 9월초도생산및납품을

시작하여2017년까지약500여대가전

군에배치될예정이다

사용자를최대한고려하여제작된한

국형 소형무인항공기 이며 1~2명이 5

분 이내에 조립 및 임무수행이 가능하

다 산지및협소한지형이많은사용여

건을고려해서에어백을활용한수직착

륙방식을채택했다

운용시간은약 1시간 무게 34kg운

용거리는 10km이며주⋅야간감시장비

를통해감시 정찰임무를수행할수있

다 최근에는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토

록 VTOL (수직이착륙) 방식의 비행체

로개발완료하여다목적무인기로활용

할 예정이다 또 리모콥터는 수직 이착

륙 무인항공기로써 자동(수동) 비행이

가능하며 경찰 소방 또는 주요시설의

근접감시 중계용으로사용되며고층건

물및송전탑진단등여러분야에서사

용되는무인항공기다

리모팜은 국산 농업용 드론으로 농

업 방제 및 농약 살포용으로 개발된 제

품이다

유콘시스템

수직착륙무인정찰기공개

��������
유콘시스템의소형무인정찰기 리모아이

로보로보의유아용코딩로봇 유아로

누리로봇은 로봇 부품 및 로봇 플랫

폼을제조하고공급하는로봇전문기업

이다

로봇 부품의 원천기술 보유를 통해

보급형및저가형로봇플랫폼을제공하

고있다 특히로봇부품의모듈화를통

해유지보수가쉽고누구나쉽게로봇을

제작할수있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누리로봇의주력제품으로는모터의

속도및방향을조절하기위한 모터드

라이버와 감속기 모터 모터 컨트롤러

가 일체화된 회전형 스마트 액추에이

터등이있다

이가운데모터드라이버는DC/BLD

C모터의방향및속도조절을위한제품

으로 151000W의 출력을 지원한다

아날로그및디지털입력이모두가능하

다 DC/BLDC모터의위치및속도제어

를위한모터컨트롤러는 RS232 및 RS

485통신규격을지원한다

스마트모터는모터와모터드라이버

가 일체화된 제품으로 50300W의출

력과아날로그및디지털입력을지원한

다또Prop 스마트모터는드론용모터

로변속기(ESC)가일체화된제품이다

누리로봇

누리로봇의회전형스마트액추에이터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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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모듈화로대중화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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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로봇전문업체인이산솔루션은아이들이

보다 친숙하게 코딩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을내놓고있다

코딩은 별다른 재료없이 자신의 뇌가 가진 창

작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이이산솔루션의철학이다

게임을하더라도누구는단순히즐기지만누구

는만들고싶다는생각을하게되는데이때코딩

을 배우면서 결과물을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되

면 원하는것은무엇이든만들수있다는창조적

인관점을갖게된다는것이다

이산솔루션의 코블로는코딩블록으로 움직이

는 로봇이다 유아들에게 익숙한 나무블록을 꽂

아 블록에 그려진 그림대로 로봇이 움직이고 표

현하는단순한원리를통해유아들에게강렬하고

흥미로운코딩교육을제공한다

코블로와친숙해지는과정을거쳐친구인로봇

을코딩블록에의해전후좌우로움직여보는것이

코블로코딩교육의시작이다

다음단계에서는코블로와함께주어진미션들

을 코딩블럭을 조합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를통해코딩에대한습관을길러주고자연

스럽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코블로코딩교육을1년이상배운유아들은코

딩의 중요한 요소인 시퀀스(SEQUENCE) 루프

(LOOP) 이프(IF)랜덤(RANDOM)등을자연스

럽게 익히고 간단한 게임을 만들거나 다양한

미션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산솔루션의

설명이다

이산솔루션

이산솔루션의코딩교육로봇 코블로

������
��

블록쌓기원리로코딩가르쳐

지능형로봇을위한작업솜씨 학습방법

기술사업화추진기업공모

로보로보

모듈로

델타텍코리아기술거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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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개 과제 선정해 자금 지원 단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추진하고

있는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이

국내로봇산업의촉매제역할을

톡톡히하고있다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이란

현장적용이가능한사업화

직전단계의로봇을수요처에

시범적용해로봇기업의사업화

적용실적확보와제품의우수성

입증기회를제공해로봇제품의

보급확산을촉진하는사업을말한다

사업기반이취약한로봇분야를

중심으로로봇산업전반에

활기를불어넣고있다

특히자금력이부족한

중소로봇기업들에게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신시장을창출하고

글로벌사업화를추진하는데

마중물이되고있다

로봇보급사업은지난 6년간

1090억원의예산을투입해

총 107개 과제를지원

2282억원이넘는매출을달성하는

실적을거뒀다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은

과제유형에따라부처주도형과

아이디어발굴형으로구분된다

부처주도형은공공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높은과제에

부처및지자체 공공기관등이

직간접적으로참여해실질적인

수요처역할을담당한다

아이디어발굴형은시장창출

파급효과가크고수출이

유망한분야를중심으로

공모해선정한다

올해로봇보급사업은

과제선정결과총 21개

과제(82억4000만원)가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부처주도형은 8개

아이디어발굴형은 13개(국내 4개 해외 9개)

과제이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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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관련 부품 4종(소형 정밀 부품 제작검사

용 공정에 적용 가능한 4축 구동모듈 로봇 위치

제어용앱솔루트엔코더 포신청소로봇용구동

모듈 무인기 장착용 고출력ㆍ에너지 절감형 선

형작동기)을개발하는게목표다

소형정밀부품제작검사용공정에적용가능

한 4축구동모듈사업은국산 4축구동모듈을소

형정밀 비전 검사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개량하

는것으로 홍진엔지니어링의소형정밀부품제

조/검사설비에 5개 적용 기존과동일한환경에

서국산 4축 구동 모듈의성능및신뢰성을검증

및국산화대체를실시할계획이다

로봇 위치제어용앱솔루트엔코더보급사업은

동일한AC모터를이용하여외산제품과비교테스

트(정격출력정격토크정격전류등)하여비교열

위에있는항목에대한성능개선을목표로한다

㈜맥시스의AC서보모터드라이버에 10개적용

엔코더를최적화하여성능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포신 청소 로봇용 구동모듈사업은 국산 센서

리스 BLDC 유성기어드모터(모터 + 유성감속기

+ 드라이버)를 포신 청소로봇 구동부에 적합하

도록 개량하는 것으로 ㈜에코모터에 유성 기어

드모터 10개를 적용 모터 감속기 드라이버 등

IP44 방호등급을 만족하게 성능 개선을 추진한

다

무인기장착용고출력 에너지절감형선형작

동기 사업은 제어기의 온도 특성과 기구 구동계

부품의 내마모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성우

엔지니어링농약살포헬기SWAN에100개를적

용하여 내구성을 충족시키는 고사양 DC 모터의

확보신뢰성검증등을추진할계획이다

드론 기반 물품 배송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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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송용드론 골드이글을개발하는것으

로드론 드론탑재차량 자동착륙장비 관제시

스템등으로구성된다 도시산간에긴급상황이

발생할때드론을활용하여적시에해당의약품

생필품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기존의 드론시스

템을 물품 배송서비스 용도로 개조하는 것이 목

표다 배송거리및시간은왕복 40분내(편도 20

분)왕복20km내(반경10km)이다기존드론시

스템을 배송체계에 적합하게 개선한 후 도서(전

라남도고흥) 및 산간(강원도 영월) 지역에 테스

트베드를구축해 6개월동안테스트를시행하고

검증한다 검증 후에는 해당지역에서 드론 기반

배송서비스를시험운영및시범운영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업관리 운영 시스

템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마케팅 등을 담

당하고 이랩코리아는 기존 드론 개조 관제차량

시스템/통신시스템/이착륙시스템개발등을맡

는다 파인S&S는 실시간 지상관제시스템/드론

모니터링/원격제어기술/물류정보시스템을 개

발한다

������� "� �� �������

��� ��������� "��3	��

로보케어와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공동개발한

치매예방인지훈련로봇 실벗3을기반으로추진

한다 이 로봇은 인지훈련 콘텐츠 17종 내장 1회

60분수업기준총6개월교육분량의콘텐츠확보

등을특징으로한다

지능형로봇과 뇌기능활성화를위한 기능성

게임콘텐츠를연계경도인지장애및노년층을대

상으로하는맞춤형두뇌건강프로그램을운영하

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수원시가 보유한 인프라(복지관 등)와 연계해

로봇을활용한국내 뇌건강문화서비스 확산을

위한거점센터로활용 수원시미래특화산업으

로육성하고치매예방훈련의효과를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서비스 확산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

다 수원시가사업총괄및행정지원을하고로보

케어는로봇플랫폼제작 테스트베드구축 소프

트웨어개선적용 서비스운영을맡는다 아주대

학교병원이 인지훈련 서비스의 효과성을검증할

계획이다 수원시치매예방센터등수요처가참가

대상자 모집홍보 운영지원 홍보지원 등을 담당

한다

자율비행로봇을활용한전력설비항공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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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설비 항공 진단용 자율비행로봇인 '리모

콥터004'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비행 로봇(드

론) 고화질 영상센서(초분광센서) 원격통제장

비로구성된다이드론은자동이착륙자동항법

자동경로비행 비행체접이구조로이뤄져있다

공공 인프라분야에 자율비행로봇 3식을 투입해

효과와임무수행능력검증을통한비즈니스모델

발굴이목표다

유콘시스템은비행체(드론)및지상장비제작

테스트베드제작 소모에너지엔테크놀로지는경

량화광학계 IR신호처리보드 IR카메라렌즈등

개량을담당한다

또 한국아이엠유는 전력시설 3차원 영상관

리 시스템 구축 영상처리/분석 3차원 매핑를

담당한다 수요처 3곳에 비행로봇 3대(지상통

제장치 탑재임무장치 3차원영상처리장치 등)

를 투입해 전력 배전설비의 자동 순시진단점

검으로 사회 기간망 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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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교육의활성화를위해추진되고있

는선도학교운영콘텐츠개발교원연수등의사

업과 연계해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반

화및확산을통해학교현장에서의성공적안착

및국내로봇산업육성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 풍부

한로봇활용교수학습콘텐츠제공 로봇활용교

육 효과 비교분석 연구 실시 2016년 실험학교

운영및홍보를통한 900개선도학교의로봇활용

소프트웨어교육홍보등이다 34개 실험학교운

영 102종수업사례발굴 300명교원연수에로

봇활용등을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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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재활병원)및대학병원을포함한

상급의료기관및재활병원요양병원등활용기

관에 개발된 배설케어로봇 및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을 보급 운영함으로써 임상환경에 따른 로

봇개선 임상데이터 확보 등 의료 및 재활 시장

진입 기반 제공으로 의료재활로봇 신시장 육성

및장애인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

한다

배설케어로봇 'CURA1020'의 경우 해외 복지

선진국공적제도를이용한보급확산국내간호

간병통합서비스도입과연계한제품공급및간

호간병시장선도 공공․민간금융을활용한국내

렌탈및리스시스템도입및서비스소모품판매

를통한서비스창출및매출증대 (기저귀컵오

물통 물통컵브라켓냄새제거필터등)등효과

를기대할수있다착용형보행보조로봇(Ange�

legs)의 경우 핵심 모듈별 공급으로 병원 의지

보장구업체와 협력을 통한 공산품으로서의 구

동기모듈을판매한다

농업용 로봇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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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방제드론과 TMR사료 급이 로봇을 활

용한다 조기시장창출형농업용로봇(2종) 테스

트베드보급을통한실증및홍보확산을목표로

하고있다 농업용로봇의활용도가높고홍보가

용이한수요처에시범사이트구축및로봇현장

실증을실시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 참여와 구매확약으로 지

역단위농협에 농업용 방제드론을 보급한다 농

업용드론방제전용약제(팜한농)와연계한상품

판매및총판대리점(한아에스에스)을통한판매

및 A/S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농가

의실증사례를기반으로㈜다운의전국 20여개

해외 1개 자체 영업대리점을 활용한 TMR사료

급이로봇보급확대계획을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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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T오토스캐닝로봇을활용하는사업이다

탐촉자를로봇에탑재해원격자동비파괴검사를

수행한다 1단계수문 강관건설분야 2단계상수

도강관건설분야 3단계강구조물진단분야등에

활용할계획이다

공공기관 발주 기준에 부합해 로봇 모듈 구매

및 서비스 공급을 추진한다 글로벌 비파괴검사

장비업체인올림프스와협약을체결해세계시장

판로확보를꾀한다는계획이다

부처주도형

시장창출형 로봇부품 보급사업

경도 인지장애 및 노년층 대상 로봇기

반의 맞춤형 두뇌 건강 프로그램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및 확산

강 구조물 건설용 첨단 비파괴검사 로

봇보급사업

부처주도형 8개

아이디어발굴형 13개 선정

(국내 4개해외 9개)

수자원공사의강구조물비파괴검사로봇 수원시의치매예방로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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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이전 기술 2건(플러그묘 이식장치 생

분해배지파종시스템)을활용해추진하는사업

이다양액재배및트레이육묘가가능할수있도

록 롤타입으로 PLA 페이퍼를 제작해 생분해성

원통형종이포트와파종하는로봇시스템을만든

다 전남(장성육묘장) 전북(내장산육묘장) 등 2

곳에테스트베드를구축해6개월간운영한다이

를 통해신기술농기계등록을고려한테스트베

드조성지원및보급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헬퍼로보텍이테스트베드 2개소파종로봇설치

순회운전자교육및정밀A/S지역육묘인초청간

담회 및발표회 테스트베드운영과정의 고효율성

매뉴얼제작등을추진하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테스트베드2개소농기계검인증체계구축지원모

니터링및경제성분석농기계등록지원(신기술농

업기계등록지원을통한보급확산기반마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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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모니터링용스마트홈로봇인 '앱봇링크(a�

ppbotLINK)'를기반으로추진하는사업이다앱

봇링크는 기존 IP 카메라 시장의틈새를공략하

는제품으로 가정곳곳을돌아다니면서모니터링

할수있는로봇이다 단순하게영상을보는것이

아니라양방향대화가가능하다사진촬영동영상

녹화기능뿐만아니라오토차징시스템사용자인

식알고리즘이적용된지능형홈가전제품이다

바램시스템은 테스트 베드를 통한 미국 인터넷

환경에서제품의안정성을검증할계획이다앱봇의

소비자체험마케팅을진행하며 단순한소비자리

서치가아닌앱봇서버기술을통해로봇의소프트

웨어와하드웨어에대한지속적인성능측정 장애

요소측정영상품질측정에대한검증을진행한다

바램시스템은시범운영용로봇제작과테스트

베드제작을통해로봇의성능을검증 제품 안정

화미국현지테스트베드에서제품디버깅을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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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고기의 유영을 모방해 구현하는 물고

기로봇인관상어로봇을기반으로추진하는사

업이다 이 로봇은탈부착이가능하며조립성및

모델변경유연성을제공한다 대형 관상어로봇

(53cm) 중형관상어로봇(35cm)이있다

관상어로봇의기술력제조시스템최근국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과 국내외 납품실적을

기반으로제품라인업구성과해외시장맞춤형

제품출시 등상품의완성도및경쟁력제고 해

외 시장 진입 및 선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키즈카페 브랜드인 플레이타임의 해외 매장인

베트남 호치민점 말레이시아 주요 테크노파크

(TPM) 사이트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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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재활 보행보조로봇인 워크봇G를 기반

으로추진하는사업이다프레스간핸들링용으로

개발된 4축수직다관절로봇을소성가공공정에

투입하고 국산 부품을 이용해 자체 개발된 로봇

을적용했다

미국시장진출에필수적인미국내임상을통해

서제품의임상적효능을검증할계획이다 다국

어 지원이 가능한 API 개량 및 사용자 편의성과

추가기능확장성을고려한 GUI 개량 개발을통

해 글로벌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제품 경쟁

력을제고한다는계획이다또국내외유명재활

의학및의료관련학회나전시회에참가하여판

매망을확보한다

피앤에스미캐닉스가 미국임상 진행및마케

팅 유럽/러시아 중국 동남아 판매 및 마케팅

제품제작문제점도출및개량설계 개량품제

작및시험 API&GUI 개량프로그래밍 제품설

치 A/S 교육 등을 담당한다 위탁기관을 통해

임상 프로토콜 작성 환자모집 환자검사 로봇

가동교육환자훈련임상보고서작성등을추진

하며 미국 버클해빌리테이션 센터는 미국내 임

상시험을진행한다

������
�DK ��� �����'

6
Q ��� �����RAS
 TUV<,

-?"W2G6XY6Z*[\<,-?"]^W2

G6X<,-?

지능형드론인 코드론(codrone)을활용하는

사업이다 드론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로봇 제

어 기술이 접목된 로봇 패키지로 사용자의 즐거

움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로봇이다 단순 비행로

봇조종을벗어나실제교육프로그램및응용애

플리케이션을이용해드론프로그래밍을체감할

수있도록하는것이다 미국을중심으로지능형

에듀테인먼트(교육+드론) 수출 사업을 위한 해

외마케팅및온라인펀딩커뮤니티운영대회진

행해외전시회활동을기반으로한해외드론보

급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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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기능 경기대회 공식 로봇으로 선정된

교육용스칼라로봇(모델명: KSS15000)을 활용

하는사업이다이로봇은 4자유도로봇팔 메인제

어기교시기로구성되고지능형시뮬레이터(iRo�

di)를 사용해 SLIM 프로그래밍이가능하다 산업

중심대학인말레이시아의유니셀(Unisel) 대학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말레이시아 로봇협회 및

자동화그룹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5세트의로봇

시스템설치및운영콘텐츠현지화고객중심의초

청시범교육을통한효용성입증등을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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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47세)를 위한 로봇교육시스템인 유아

로(UARO)를활용한다 유아로는흥미와코딩개

념을학습하는최적의로봇교육시스템으로놀이

와코딩의기초를배울수있는콘텐츠를제공한다

북경과상해 그리고몽골울란바타르 3곳에유아

를위한유아교육커리큘럼의개설과실제적인체

험공간을확보한체험교육토탈솔루션을제공한

다 CISV 몽골리아(NGO)와 공동으로 몽골내 저

소득층에대한지원및교육기회를제공하고중국

수요처와공동으로미국내온라인강좌개설을통

한테스트베트의구축을추진한다중국의경우기

존교육원(약 173개)의영업조직및영업방식을

활용하는전략을추진할계획인데 교육원내유아

로봇교실(3~5세유아반)을개설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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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창의코딩학습을위한블록완구타입로

봇교구세트인 코블로(Coblo)를활용하는사업

이다컴퓨터없이코딩교육이가능한쉽고간편

한교육제품으로 인체에무해한블록완구형교

구다놀면서코딩에대한학습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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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노면 로봇청소기 기반의 사업이다 이

청소로봇은 DC모터를 이용한 친환경 주행 장치

를갖추고있으며작업자를추종하는인식기술과

무선제어기술을적용했다저탄소저소음의친

환경적인설계로작업자와보행자모두에게쾌적

한환경을제공한다

작업자안전및로봇추종기술을적용한노면

로봇청소기 6대(50L 100L각 3대)를 제작한후

수요처(호주 미얀마싱가폴) 등 3개국에각 2대

씩 보급한다 제품의 레퍼런스 및 수요처 확보

AS를위해현지테스트베드를운영할계획이다

유리렌즈 금형 핸들링 로봇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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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렌즈 금형 핸들링 로봇을 기반으로 추진

하는사업이다금형핸들링로봇핸드적용기술

초재(Gob) 및렌즈정렬로봇적용 유리렌즈금

형핸들링로봇제어시스템기술복합공정로봇

의 핵심 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6

캐비티(Cavity) 금형별 3대의 로봇적용 양산 테

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수요기업의 실적을 바탕

으로국내및대만렌즈제조현장방문을통한적

극적 홍보로 유사시스템 수주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걸레청소로봇기능개선및확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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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로보틱스에서 개발한물걸레 로봇청소기

인 아이센스(isense)를 국내외에 판매하기 위

해 인증을 획득하고 수요처에 테스트베드를 구

축한다 이와함께홈쇼핑제품판매를위한마케

팅 홍보물을 제작한다 수요처에서 제시한 장애

물회피기능테스트Mop기능개선테스트감성

기능추가에대한리뷰등의항목으로리스트설

계실제테스트데이터기록등을추진한다

스마트폰장착하는개방형홈로봇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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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장착하는개방형홈로봇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 홈로봇이 모든 기능을

내장하면서복잡하고가격부담이큰반면 개방

형홈로봇플랫폼은스마트폰에단순이동기능을

접목하고 추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능을 확

장하는 방식이다 수요처인 AT&T에서 앱 개발

테스트베드공동운영 매장내기기변경고객에

대한 번들 마케팅을 추진하고 진쟝헨셩토이스

(Jinjiang Hengsheng Toys)에서로보티즈중국

현지매장내체험장공동운영추후투자유치및

생산협력등을추진한다

구형스마트폰을재활용하는그린비즈니스로

스마트폰교체주기가 2년에서점점단축됨에따

라 통신사 매장에서 기기변경 시 로봇 크래이들

을번들형태로제공할계획이다 유아를위한콘

텐츠제공체험장에서모듈러부품을활용한D�

IY로봇제작및프로그래밍활동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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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

합을통한로봇플랫폼서비스를클라우드기반으

로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홈 로봇 플랫폼 사업이

다서비스플랫폼인프라구축사용자이용데이

터분석시스템구축 시범사용스마트홈사용참

여자협력개발자모객및홍보를추진한다

중국파트너사에서아웃소싱을통한부품수급

및생산 중국 내수사업은파트너사에서마케팅

및유통채널구축을진행한다

일반 B2C시장진입에서통신사 가전사일반

고객솔루션기업으로 B2B시장공략및전략적

투자사와함께글로벌통신그룹네트워크를구축

할계획이다

중소기업 시장 활짝 열고 글로벌화 물꼬

아이디어 발굴형

원통형 종이포트 파종 로봇 시스템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홈 모니터링 로봇 보급 사업

국가별 선호 관상어 및 맞춤형 전시운

영을 통한 관상어 로봇 서비스 시장 확산

보행재활 로봇 미국 임상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미주 및 해외 지능형 드론 에듀테인먼

트 콘텐츠 보급 사업

동남아 산업용 교육로봇 시장 창출을

위한 말레이시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유아체험교실을통한해외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장창출 보급사업

유아용 로봇 코딩교육 시스템 상용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친환경 노면 로봇청소기 해외 보급 및

글로벌 사업화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생태계 상용화

시범서비스

로보링크의지능형드론 드림씨엔지의노면청소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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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IoT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

지능혁명인제4차산업혁명에서의가

장큰화두중의하나는로봇이다 로봇

은고령화 저출산등으로인한국가경

쟁력 약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

이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2012년설립

된 연구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로봇 전

문연구기관이다

로봇 기술혁신에 필요한 기술을 개

발하고 산업계에 제공보급함으로써

국내 로봇산업을 육성 선도하는 중추

적인역할을맡고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지금까지 세

계최초의수중청소로봇 유리창청소

로봇 콘크리트폴리싱로봇등시제품

개발과더불어작업지원의료해양문

화분야 40여종이상의로봇제품화개

발에매진해왔다

특히 개발한 로봇기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부족한기술개발지원과인

력양성등에도기여하고있다

이제까지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컨

설팅등기업지원111건인력양성823

명방문기술교육43건기술이전10건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에나로봇 이라는 연구

소기업을설립했다

2013년 수중건설로봇 개발 및 인프

라구축사업(850억원) 2016년 국민안

전로봇 프로젝트(710억원) 유치 등 안

전및해양로봇개발과더불어국내유

일의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을 계속해

나가고있다

또한 로봇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실

용화기술지원-제품사업화지원-인력

양성지원등기업지원시스템을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원이 보

유한로봇기술이사업화되도록기술이

전을활성화하고제품화를실질적으로

지원해 로봇 기업이 돈을 버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있다

이외에도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및

로봇체험전시관(로보라이프뮤지엄)

등을통해로봇문화저변확산에이바지

하고있다

광운대학교는국내에서유일하게학

부때부터로봇학(學)을배울수있는학

교이다

로봇학은 로봇과 관련된 기술 뿐만

아니라 로봇과 인간과의 융합 로봇의

사회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로봇이 다른 기술과 다른 특별한 점

은 기술만으로 개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최종적으로인간사회의구성원

으로 올바른 역할이 증명될 때에 완성

된다고말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런관점에서광운대학교의로봇학

접근은종합적인교육과연구를바탕으

로 우리 사회에 로봇과 사람을 조화롭

게녹여낼수있는핵심인재를배출하

기에적합하다고볼수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는 NXP(구 프

리스케일)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고성능 솔루션 지원을 통해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왔다

또로빛(ROBIT) 바람(BARAM) 로

랩(ROLAB) 등 다양한 로봇관련단체

의 활동이 활발하고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지고있다

특히 이가운데창단 10주년을맞이

한 ROBIT은 국내 최초 로봇게임단으

로학부최고수준의로봇역량을보여

준다

작년에 이어 이번 로보월드에서는

사람과 대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까

기로봇인알까고(algahgo) 소형휴머

노이드측량작업의편의성을위한자

동수평조절삼각대 드론등의로봇위

치측정을 위한 UWB시스템 대통령상

을수상한재난구조로봇폭발물제거

작업을 위한 EOD 로봇 2종 등이 이번

전시회에소개된다

BARAM에서는로드셀을이용한레

이싱시뮬레이터시스템을선보일예정

이다

광운대학교

광운대재난구조로봇 거북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로봇그룹에서

는 2016 로보월드에서다양한로봇솔루션과기

술을시연한다 제조산업의기반이되는병렬로

봇과 산업용 고성능 모터드라이브 솔루션 인간

과의 스마트 협업을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의 작업을 지원하는

로봇의손동작인식기술그리고자율주행자동

차및지능형로봇이주변환경을인식하기위한

3D라이더(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

ng)에대한기술이전시장에서소개될예정이다

또산업용로봇의제조현장위험정밀작업에서

부터원전내시설유지보수작업까지대응가능한

원격제어원천기술 재난상황및건설현장등의

비정형환경에서중량물을핸들링하고고난도작

업수행을위한유압로봇솔루션기술도선보인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의유압식4족보행로봇

2015년 1월에 설립된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

어연구소(RMI Robotics andMe

dia Institute wwwkistrekr/r

mi)는 마루 아라 등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수술 로봇 무안경식 3

D디스플레이 3D몽타주나이변

환기술에이르기까지한국의로봇및

미디어첨단연구를이끌어왔다

KIST/RMI는이번2016로보월드에

필드로봇과매니플래이션기술을중심

으로전시에참여한다

한국형 달탐사 로버는 정부의 달탐

사계획에따라 2020년달에착륙하여

달표면탐사를목적으로연구개발중인

모델이다

차별화된 기구부 메커니즘(더블 바

디시스템)을적용해안정적단차극복

주행기술 효과적인열제어를실현해

달의극한환경에서임무를안정적으로

수행할수있도록해준다

위험작업로봇롭해즈(ROBHAZ)와

마이더스(MIDERS)는 이미 기술이전

(유진로봇 현대로템)과 자이툰부대

이라크 아르빌 현지 시험 활용 등을

통해 그 성능이 검증된 연구성과물이

다

모듈라매니플래이션시스템모드맨

(ModMan)은비전문가도쉽고간편하

게결합및재구성이가능한커넥션메

커니즘이 구현된 시스템이며 SS암4

는근접센서를통한충돌회피및충돌

시안전관절을통한충격흡수등의기

술이적용됐다

이외에도미세수술로봇과마네킹로

봇을 전시한다 미세수술 로봇은 기존

다빈치 수술로봇이 수행할 수 없는 미

세한 조작이 필요한 뇌수술 척추수술

등을위한로봇이다

코를통해수술도구를넣어의사의

손을 따라 움직이며 뇌 깊숙한 곳에

효과적으로 도달하여종양을 잡고 제

거하는등정밀한동작수행이가능하

다

마네킹 로봇 I퀸(Queen)은 사람의

동작을인식해실시간으로동작을모방

하는로봇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RMI가선보이는한국형달탐사로버

국내최초 로봇게임단 자랑의료해양등40종이상로봇제품화

로봇융합연구원의콘크리트폴리싱로봇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 5대 특화산업 중

하나인로봇부품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지원해

온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지원을 받아전자부품연구

원과공동으로로봇융합부품지원센터를운영하

고 있으며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및제품화지원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

있다 2016 로보월드에서는 부천로봇산업관을

마련해로봇부품및제품기업의참가를체계적

으로지원하고나섰다

부천로봇산업관에는㈜고영로보틱스 DST로봇

아이알로봇 데엠

테크아이 이노스

웰 에이치에스지

다인큐브 유니로

보틱스 로보라이

프엠티에스이에

이치티엔씨 스마

트웰니스 쎄네스

테크놀러지등 13

개 기업이부스를

마련한다

전시품목은 전

시용로봇모터드

라이브 위험작업용 주행모듈 모터감속기 등으

로전체20개부스규모로설치운영될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육성든든한지원군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부스에선보이는

아이알로봇의미니리니어서보모터

제조업기반병렬유압로봇솔루션눈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번 전시회에 개방

형로봇 SW플랫폼 OPRoS 인간로봇상호작용

(HRI)을 위한휴먼인식기술범용로봇주행라

이브러리 uRON 다관절 로봇의 작업교시 기

술 로봇과 AR/VR과의 융합기술 등 로봇 SW

지능 분야기술을전시한다

개방형로봇 SW 플랫폼 OPRoS는 최소의 노

력으로로봇기본기능과응용 SW를쉽게개발/

재사용 가능하게 하는 로봇의 SW 플랫폼 기술

로 윈도 리눅스 QNX RTX 안드로이드 OSX

등다영한 OS환경에서구동이가능하다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휴먼인식기술은

딥러닝을이용한얼굴성별표정나이인식등

사람의얼굴로부터다양한정보를추출하는기

술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이 선보이는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휴먼인식기술

휴먼인식융합기술돋보여

한국형달탐사로버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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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기술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발생시재난본부또는수색구

조팀을 도와서 보다 효과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활용 기술

이다

특히 인명손실은 물론 재난회복

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최소화할

수있는빠른초기대응실현을위해

로봇기술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있다

그러나재난환경및구조임무의

다양성에대한대응문제 다양한소

스의데이터획득및분석을통한총

체적․국부적 재난상황의 실시간 모

니터링 문제 그리고 효과적인인간

로봇협업을통한로봇기술의효과

적인시스템통합등풀어야할난제

들이많다

아직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도사실이다 재난구조로보

틱스 세션에서는 상기 재난상황 대

응을위해어떤로봇기술들이개발

되어왔고또현장적용을위한난제

들을풀기위해어떤로봇기술들이

더개발되어야하는지를소개한다

특히한국에서최근시작되고있

는재난구조로봇프로젝트와유럽

의대표적다중로봇협력기반재난

구조로봇 프로젝트 이카루스(ICA

RUS)의 소개를 통해 재난구조 로

봇개발의세계적현황과함께개발

되고있는관련로봇기술을살펴본

다

특히 이카루스(ICARUS)의 실제

현장테스트경험의소개는현장적

용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무엇

인지에대한주요정보도다뤄질예

정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고령인구의급속한증가 그리고부

양인력의 상대적 감소는 복지 차원

에서새로운사회문제를야기한다

점점 심화되는 불균형으로부터

초래되는 노약자 부양에 관한 실질

적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가장긍

정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의 헬

스케어로봇기술이주목받고있다

로봇의 적극적인 도움은 노약자

들이각자의집에서좀더건강한생

활을영위하는것을가능하게할수

있다

또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수용된

노약자들에게 이러한 첨단 기술이

지원되면 그동안 간호 인력이 수행

해온 힘들고 어려운 일도 효과적으

로대체보완해줄수있다

이 세션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

지고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헬스케

어 관련 로봇기술들을 소개함으로

써향후로봇개발과서비스활용의

바람직한발전방향을공유할수있

을것으로기대한다

헬스케어소프트 로봇 핫이슈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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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로봇(Healthcare Robotics)-세션체어 김문상광주과학기술원박사

노인의 인지 훈련을위한지능형로봇

재난구조로봇(Rescue Robotics)-세션체어 이석한성균관대학교교수

로봇의재난구조와인도적지원을위한기본활용기술

소프트 로보틱스는 차세대 로

봇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봇이라고 하면

단단한 재료와 견고한 구조로 이

뤄진 형태를 떠올리지만 로봇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부드러운 재료

나 유연한 구조로 대체해 훨씬 더

인간 친화적인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소프트 로보틱스의 목표이

다

인간이 로봇에 겁먹지 않고 사

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안전한

로봇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러한 소프트 로봇이 자리

잡으면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의

삶에 훨씬 더 깊이 들어와 인간과

로봇의긴밀한상호작용을기대할

수있다

이 세션에서는 소프트 로봇의

정의와 원리를 비롯해 현재 개발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들

이 적용되는 소프트 로봇 응용 분

야들이소개될예정이다

소프트로봇(Soft Robotics)-세션체어 박용래서울대학교교수

소프트 로봇 애플리케이션을위한각종기술들

헬스케어등4가지테마로진행되

는국제로봇기술포럼에서는세션체

어 이외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각 주제별로

두 명의 연구자들이 세분화된 내용

과새로운관점으로로봇기술에대

한시야를넓혀줄것으로기대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r� KI

ST 박사가 차세대 의료 로봇을 주

제로소규모내시경수술과간호로

봇에대해발표할예정이다 소규모

내시경수술은깊숙한뇌암의치료

를위한새로운로봇수술시스템으

로비강두개골기반수술(ESBS)을

지원하는역할을한다

간호 로봇은 병원 및 의료기관에

서간호사와직원의업무부하를줄

여주기 위해 개발된 모듈형 로봇으

로간호카트를자동운반하는동력

체계를갖추고있다

미국의 서던메소디스트대학 k

��교수는 생물학및의료용생체

모방 마이크로스케일 로봇시스템

에대해발표한다

재난구조세션에서는 l¡한

국생산기술연구원박사가

재난 상황에서 어려운 작

업을위한유압로봇의현

안과현재연구활동에대

해 벨기에 육군사관학교

의 무인자동차 센터에서

활동하는 �¢£�P\

 가 재난 구조 로봇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상세

하게소개할예정이다

소프트 로봇 분야에서

는{[|�}현스위스

연방 공과대학(ETH Swi

ss)교수가전문분야인로

봇과 인공지능의 식견을

통해 소프트 로봇의 의미

와가능성을진단한다

소프트 로봇은 로봇의

새로운 세대를 의미하며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을보다더안전하고원활하게수행

하는역할을한다고강조한다

¤wy�Cw동경대교수가생

체모방머신:근육외골격 로봇과 프

린팅가능한인공근육에대해소개

할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인 센싱 분야에서는

tuv wN\��vxy 제노바

대교수가 로봇 인지 추론 및 행동

에서대규모촉각데이터의활용이

라는주제로발표한다

¥N} ¦Z�} 런던 퀸마리대

학교수도 연속체로봇과의통합을

위한소형다축힘센서에대한발표

자리를갖는다

최근 로봇 기술은 인간과 공존하

며빈번하게접촉하는것이필수응

용으로확대되고있다

서비스 로봇은 물론 산업용 로

봇의 응용에서 조차도 인간과 로

봇이 작업 영역을 공유하는 추세

다

이에 따라 상호 인터랙션 센싱

이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

다

물리적인인터랙션은근접 접촉

힘/토크등의실시간센싱을기본으

로하고있으며이를위해견고하고

경제적인 로봇 컴포넌트 기술 개발

이요구되는시점이다

이 세션에서는 물리적인 접촉을

센싱하기위한로봇기술과이의응

용에관해소개한다

근접 힘/토크촉각센싱기법에

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로봇 응용 사례를 확인할

수있다

센서(Sensors)-세션체어 최혁렬성균관대학교교수

로봇을 위한 소프트인터랙션센싱

김 문 상
광주과학기술원박사

이 석 한
성균관대학교교수

박 용 래
서울대학교교수

최 혁 렬
성균관대학교교수

강성철 박사 김민준교수

롤프파이퍼교수 류마니이야마 교수

박상덕박사 드커버기어트박사

풀비오마스트로기오바니교수 캐스퍼알소에퍼 교수

4색 테마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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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신문과 대한전자공학회 ICT로봇문화협

회가주관하는에어스포츠경진대회는자율주행

모드와 조종 모드를 융합한 로봇 스포츠 시합이

다 창의적이고혁신적인임베디드SW개발및하

드웨어제작능력을중요하게평가한다 종목은 2

개로미니로봇농구와로봇농구등이다 미니로

봇농구는초중학생대상으로 2분 30초동안팀의

공색상을인식해2:2로경기를진행한다 고등학

생 대학생 대상의 로봇 농구는 로봇을 제작하는

엔지니어링노트와함께제작한로봇을자율주행

모드와조종모드로구분해경기가이뤄진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인체와비슷하게동작하는휴머노이드로봇이

스포츠시합을통해우열을가리는대회이다 육

상농구역도축구핸드볼컬링등다양한종목

에서경기가진행되며각시합에맞게로봇제작

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어떤 창의적인 기술을

적용했는지 로봇 이동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등

이관전 포인트다 지능형과 조종형 국가대항전

등3개종목으로나눠지며지능형과조종형은로

봇1대국가대항전은로봇2대가참여한다서울

과학기술대학교가주관한다

서울테크지능로봇경진대회

지능형로봇동작의독창성과활용도를겨루는

대회로서울과학기술대학교주관으로진행된다

이동차량및비행물체자동제어구조물동물이

나곤충등의동작또는신체의특징을살린창의

적인로봇을발굴하는것이목적이다 종목은지

능형씨름로봇지능형창작로봇드론로봇등으

로국무총리상등총9점에대해시상한다

지능형 SoC 로봇워

KAIST 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대회에서는반도체기술을적용해영상인식을

구현한지능형로봇의능력을가린다 똑똑한로

봇세계최고의반도체기술로!라는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알테라 에이디칩스 DST로봇 로보티

즈 등 로봇업체들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영상인

식으로 장애물 회피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장애

물 트랙 달리기 로봇을 이용한 1:1 태권도 겨루

기등2개종목이치러진다

OPRoS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결과물인

OPRoS를활용한소프트웨어경진대회로한국전

자통신연구원등6개기관이주관한다 OPRoS에

대한이해를높이고OPRoS가세계표준화및국

내로봇산업의보급확산에기여할수있도록저

변을넓히는데목적이있다 고등학생을대상으

로한로봇SW개발과고등학생이상을대상으로

하는OPRoS창작로봇종목으로나뉜다

한국 오픈 로봇마라톤대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행사로 인간

처럼 로봇이 마라톤 경기를 수행하는 미션이다

로봇제어기술력부품(액추에이터배터리센서

등)내구성향상이주요역량에해당하며2023년

인간의마라톤신기록(2시간3분23초)에도전한

다는원대한목표하에서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5km 구간의 챌린지 종목과 1km

구간의 단거리 컴피티션 종목으로 나뉜다 특히

챌린지종목의경우기존최단기록인 4시간 4분

153초(2014년달성)를경신할지주목된다

다양한계층에서참여할수있는행사다 로봇

의하드웨어적인특징과제어SW알고리즘을이

해해제시된미션을창의적으로해결하고아이디

어를표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STEAM교

육협회가주관하고로보티즈가후원하는이대회

는장기적으로전국초등학교를연계한창작로봇

콘테스트 및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 개최를 목

적으로한다종목은자율형보행로봇오픈임베

디드창작상자넘기기로봇디자인컨테스트등

4개로나눠지며총18점에대해시상이주어진다

로봇올림피아드

국제로봇올림피아드와 연계된경진대회로 성

적 우수자에게는 국제 대회 진출권이 부여된다

대한로봇축구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로봇올림피

아드위원회가후원하는이대회는로봇을매개로

월드클래스급창의융합형로봇인재를발굴 양

성하겠다는취지를갖고있다종목은6개로다양

하다 로봇을조종해지정된시간안에바구니에

큐브를넣어점수를비교하는배틀큐브를비롯해

로봇이흩어진목표물을모으고도착점으로귀환

하는로봇개더링 장애물을피하고인명을구조

하는응급구조스탠더드등이흥미롭다 총 48점

에대해시상이진행된다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WCRC

역시다양한세계로봇경진대회와연계돼있어성

적우수자에게는세계대회진출권이주어진다 참

여자들에게세계대회진출기회를제공함으로써

국제무대를겨냥한로봇경진능력을제고하는효

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20년 10개국제로

봇대회진출및상위수상을목표로하고있다WC

RC로봇배틀 로보페스트Exibition 로봇프로그

래밍 로보페스트VCC등4개종목으로이뤄진다

로보콘

프로그래밍을 통한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한 대

회이다 학교에서배운로봇기술을활용해창의

적인로봇을제작하고부품의이해와프로그래밍

을통해주어진미션을수행하도록한다 종목은

총 4개이다사람과로봇이협업하는자동화공정

라인구축이미션인로봇팀플레이 산업현장에

자동 공정화 라인의 형태인 로봇을 제작하고 미

션을수행하는무인운반미션등이있다

창작로봇경진대회

주어진주제에맞게로봇을제작프로그래밍하

는 청소년 경진대회로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가

주관한다학생들의로봇에대한상상력을무한대

로확장하고로봇기술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

마련됐다 Smart Robot! Creative Brain!'을슬

로건으로총 4점에대해시상이이뤄진다

로봇윤리토론대회

서울교육대학교 어린이철학교육센터가 진행하

는이대회는12개대회가운데유일하게로봇의사

회적인의미를논의하는자리다 로봇윤리를주제

로청소년들이토론을벌이면서로봇활용의윤리적

마인드를확산시키고바람직한로봇개발가이드라

인마련에기여하기위해마련됐다 초중학생을대

상으로진행되며자기소개주장발표반론및지지

발언등을평가해총13명에게시상이주어진다

축구농구마라톤컬링로봇들의 올림픽

로보월드행사기간중가장대중적인행사라할수있는국제로봇콘테스트&R-Biz챌린지에서는16개대회37개종목에2300여명이참가한다사진은지난해로봇축구대회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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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RC(World Creative
Robot Contest)

에어 스포츠 경진대회 STEAM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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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S 2016 (IEEE/RSJ International Con�

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is

opening to an eagerly awaiting crowd of rob�

otics researchers in academia and industry It

will be held at the Daejeon Convention Center

(DCC) from October 9th to the 14th

Opening to intense interest from robotics

scientists around the world IROS 2016 will

bring together over 2500 experts in academia

and industry from over 40 countries to parti�

cipate in discussions on the future of robotics

development as well as to demonstrate cut�

ting edge robotics technologies

IROS is one of the twomost highly regarded

academic conferences in the field of robotics

the other one–an annual springtime event–

be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

otics and Automation (ICRA) The IROS con�

ference first opened in Tokyo Japan in 1988

this year marks its 29th meeting

Daejeons selection to host IROS 2016 was

decided in September 2011 at the IROS Gen�

eral Assembly in San Francisco Since then

the organizers of IROS 2016 and the Korea

Robotics Society have worked around the

clock to deliver a successful event The Min�

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the City

of Daejeon have also actively supported the

planning of this event In a happy coinci�

dence ROSCon the largest academic event in

the field of Open Source Robot Operating

Systems will be held on the weekend imme�

diately preceding IROS on October 8th and 9

th These events highlight Koreas rising s�

tature in the global robot industry with the

upcoming IROS 2016 meeting expected to

generate more momentum for the industry

and hopefully propel it to the next level

The program for this years IROS com�

prises Plenaries and Keynotes a Technical

Program Workshops and Tutorials Special

Sessions an Industry Forum a Government

Forum an Autonomous Technologies Forum

a Futurist Forum Exhibitions Awards Com�

petitions and Social Events among others

For the worlds leading robotics scientists it

is in many ways a festival of sorts

This years IROS will center on three of the

most talked about issues in recent years:auto-

nomous driving systems/driverless system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dical robotics

Keynote addresses paper presentations  de�

bates and discussions and tutorials will cen�

ter on these topics ProfManuelaM Veloso a

distinguished scholar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 will deliver the first plenary talk

by speaking about autonomous intelligence

service robots; the wellknown project

manager of last years DRC (DARPA Robotics

Challenge) Dr Gill Pratt Chief Executive Of�

ficer from Toyota Research Institute (TRI)

will speak about the reliability challenges of

autonomous driving; also Dr Tae Won Lim

Senior Vice President Head of the Central

Advanced Research and Engineering Insti�

tute at HyundaiKia Motors will talk about

Driving together robot and automobile In

the area of medical robots Prof Guang

Zhong Yang from the Imperial College Lon�

don UK will speak about harmonizing hu�

man robot interaction

Other talks will be given by eighteen ex�

perts including Dr Tetsunari Inamura from

the Japan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Prof JaeBok Song from Korea University;

Prof IMing Chen fromNanyang Technolog�

ical University in Singapore; Dr Jungyun

Choi VicePresident of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Dominik Boesl Cor�

porate Innovation Manager at KUKA Rob-

otics; Prof In So Kweon from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

nology); Prof Seth Hutchinson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of Wolfram Burgard

from the University of Freiburg; Nikos G

Tsagarakis  tenured senior scientist at IIT

(Institute Italiano di Tecnologia); Prof Jian�

wei Zhang from the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Prof Sergey Levine from UC

Berkeley; Dr Yuanqing Lin Director of the

Baidu Institute of Deep Learning; Prof

Hyunchul Shim from KAIST; Dr Jianda Han

Shenyang Institute of Automation Chinese

Academy of Sciences; Prof Daniel Lee from

theUniversity of Pennsylvania; Prof ByungJu

Yi from Hanyang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 Makoto Hashizume fromKyushu Univer�

sity; and Salvatore J Brogna Executive Vice

President at Intuitive Surgical

Various forums and competitions have been

planned for the 2016 IROS meeting Some of

the forums include an Industry Forum to

share ideas and perspectiv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robotics; aGovernment Forum

where major robotics R&D and education

program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will be discussed; a Futurist

Forum to focus on the robotic technologies of

the future as viewed by the experts; and an

Autonomous Technologies Forum An En�

trepreneurship Forum seeks to encourage

entrepreneurship among research scientists

by looking for ways to commercialize these

technologies and to this end will be holding

an Entrepreneurship Forum and Startup

Competition (EFSC) Researchers students

and young professionals will gather to pitch

their startup ideas as well as to learn about

what it takes to commercialize their ideas and

build a company

Through IROS 2016 the sponsors hope to

create an ecosystem to support the process of

turning ideas from the field of robotics into

achievable reality

In addition the Autonomous Drone Race

Humanoid Robot Application Challenge and

Robotic Grasping and Manipulation Compe�

tition will give researchers the chance to test

out their technology in what is sure to be

some intense racing

Exhibitions and various social events have

also been planned for this event

Over fifty enterprises and research institu�

tions will have the chance to display their own

robotic innovations and developments on site

The winners of the startup contest will also

be able to showcase their ideas in a mini

booth A dragon boat race made up of repre�

sentative teams from each continent has been

planned to take place along theGapcheonRiv�

er in Daejeon Golfzon leaders in the screen

golf business will be sponsoring a longest

drive competition to give visitors the oppor�

tunity to try screen golf and show off Koreas

highly developed sensor technology

A mindboggling number of academic

papers will b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sessions Of 1719 international papers that

were submitted roughly 832 were officially

selected to present at this years event Par�

ticularly noteworthy at this years conference

is that the authors were able to choose from

five options bywhich tomost effectively pre�

sent their papers: oral presentation interac�

five presentation interactive demonstration

video presentation or highlight preseatation

The conference will close with an awards

ceremony with ten categories that include

the IROS 2016 Best Paper Award and the

IROS RoboCup Best Paper Award

After five years of meticulous planning

expectations are high for IROS 2016 This is

an opportunity for robotics researchers in

academia and industry to communicate their

ideas to one another – to talk about the state

of robotics today and share ideas for the

vision of the future of robotics The success�

ful completion of this conference will further

elevate the Korean robotics industry

IROS 2016 set to open from Oct. 9th-14th

at the Daejeon Convention Center (DCC).

IROS 2016 set to open from Oct. 9th14th at the Daejeon Convention Center (DCC).

Autonomous Systems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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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Daejeon! We are honored

to host the 2016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2016 is filled with rich a�

cademic programs social entertainment

and exciting culture events

Daejeon is the leading c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which has a

large research complex with over 250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technology companies It also has many

cultural attractions such as the Daejeon

Culture and Arts Center the Municipal

Museum of Arts and Baekjae (Old

Kingdom of Korea in Daejeon province)

Cultural Zone There are various attrac�

tions such as Korean pottery ginseng

cultivation and temple stay programs

This year the conference received 1719 paper

submissions from 57 countries and after a rigor�

ous review process 832 papers were accepted

And 36 workshops and tutorials were also

accepted IROS 2016 provides the five types of

presentations(oral interactive demonstration

video and highlight presentation) allowing

presenters to most comfortably convey their

accomplishments

Through awide array of featured talks we have

made sure that this conference is the platform to

update and share the most current issues in rob�

otics There are 4 plenary talks regarding AI/Deep

learning Autonomous Systems andMedical rob�

otics And there are three followup special fo�

rums on those topics after the plenary talk every

day in order to talk more indepth with leading

experts For the first time in IROS history we

prepared Life Time Talk to tap into their wisdom

and philosophy of legends of the robotics com�

munity In addition participants can discuss cur�

rent and future investment business policy as

well as technical issues of government and in�

dustry through our various forums: government

forum industry forum futurist forum en�

trepreneurship forum and autonomous tech�

nologies forum and RSJlecture 9 keynote

speeches related to following sessions will make

the academic program of IROS2016 even more in

depth and interesting for participants who want

further their 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ew three compe�

titions; autonomous drone racing humanoid

robot application challenge and robotic grasping

andmanipulation challenge whichwill be broad�

casted by smart phones We also expose and sup�

port robot startups through the startup com�

petition There aremore than 40 exhibitions from

the world where participants can see the most

recent advancements in robot technology As

ROBOWORLD 2016 will be held in KINTEX Seoul

from the 12th till the 15th of October you can see

the exhibition of over 183 robot companies after

IROS 2016

Time to socialize with colleagues and potential

collaborators is also vital to IROS conference We

have prepared various social programs in which

participants remember Daejeon while making

unforgettable experiences with other colleagues

In addtion to the welcome farewell receptions

and the banquet we provide special events such

as theKoreanTea Culture Experience Traditional

Clothes Experience the Tuesday Night Explore

Daejeon and sports events such as the Dragon

Boat Race and the LongestDrive Golf Challenge

at the famous virtual reality golf exercise facility

Golfzon In particular with the support fromDae�

jeon Metropolitan City all student members are

invited to the banquets to experience Koreas

beautiful dynamic culture and cuisine

Special recognition must go to the Conference

Paper Review Board which handled over 5000

reviews of submitted papers and the Senior Pro�

gram Committee which picked the very best

contributions for IROS 2016 The technical ex�

pertise of the CPRB is invaluable And we want to

give our deepest thanks to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as well as the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o encouraged

and sponsored IROS 2016

IROS 2016 definitely will become one of the

most academically rich socially entertaining and

culturally enjoyable conferences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Daejeon

Convention Center (DCC) Korea in October

Look at the truth

Intelligent Robots
Dear fellow robotics re�

searchers and participants

of IROS 2016! We would

like to convey our sin�

cerest greetings to you for

your visit here in Daejeon

and IROS 2016 With the

recent advances in Deep

Learning and AlphaGos

victory against the worlds

top human Go player the

publics interest in artifi�

cial intelligence and robots

has been and is growing

rapidly We are very happy

to announce that the Korea

Robotics Society (KROS)

has successfully finished its preparation to organize the

best robotics conference IROS 2016 with the IEEE JSR

and SICE in the Science City Daejeon We remember

vividly the efforts of the KROS board members and Dae�

jeon City officials during the 2010 IROS conference held in

Taipei to host IROS 2016 in Daejeon For the past 6 years

the KROS boardmembers including the former presidents

have worked very hard tomake IROS 2016 as the best IROS

conference ever

Especially we hope that young researchers and graduate

students will be strongly selfmotivated through active

participations in IROS 2016 We also want to provide

chances for the Korean Robotics Community to be global�

ized by inviting many worldclass experts within the field

of robotics In addition by providing the public demon�

stration of excellent global robotics research achievements

and the special Drone/Manipulation Competitions we

hope to further publicize the robotics research for Korean

people

For the past 6 years many people helped to host IROS

2016 in Daejeon We would like to first thank the Mayor of

Daejeon Mr Sun Taik Kwon and the numerous city offi�

cials for their devoted assistance and vast financial support

since the moment Daejeon was selected as the venue for

this conference

Also without the Korean Industry Ministry Officials

decision on wholeheartedly supporting this event we

imagine this events successful execution would have been

extremely difficult Further we would like to convey our

gratitude to the corporate sponsors and related individuals

for their sponsorship and enormous support despite less

thanperfect conditions

Last but not least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appreciation for the help and support of the Korea Robotics

Societys executives and members especially for the dedi�

cated efforts of General Chair Prof Il Hong Suh and Pro�

gram Chair Prof Dong Soo Kwon

Thank you to all the participant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we hope your week of stay in Daejeon is an

enjoyable one Thank you

In So Kweon
President of the Korea

Robotics Society

IROS 2016:

Well Worth the Effort!

Hello my name is Sun

Taik Kwon and I am the

mayor of the City of Dae�

jeon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 pleasure to be

here today On behalf of the

153 million citizens of

Daejeon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

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IROS 2016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t is gratifying to

know that the foremost in�

ternational event in rob�

otics is convening here in

Daejeon

The city of Daejeon boasts cutting edge skills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drawn to this city are those that represent a fervent passion

for science Over 30 government funded institutions

national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universities and businesses; and over 1400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ve organizations are located

in Daejeon The Korea of today was built up from here

fuelledwith the power of over 65000 researchers including

20000 Masters and PhDdegree holders whose research

efforts have added 300 trillion won (approx US$2692 bil�

lion) of value to the Korean economy

From October 9th to the 14th a multitude of events such

as topical lectures keynote addresses technical programs

workshops and tutorials special sessions an industry

forum a government forum an autonomous technologies

forum a futurist forum exhibitions awards competition

and social events will take place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mote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robotics scientists the Entrepreneurship Forum

will b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Startup contest This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robotics scientists students

and emerging experts in robotics to learn about how to

commercialize their ideas and create a startup

We have also worked to bring you exhibitions and social

events Over 50 businesses and science institutions will be

presenting their respective robotics technologies in the

exhibitions

This event is not only remarkable for its sheer size Although

this event is an expertcentered academic event we have gone

to some lengths to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companies and

ordinary citizens We hope that not only robotics experts but

industry insiders and studentswill find it helpful

Once again I welcome all of you visiting Daejeon in this

fine season I am hopeful that at this conference you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debate and publicly share your

vision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robotics technology and

help to serve as a catalyst to brighten the future of Korea

and Daejeons robotics industry Thank you

BoostingKoreanRobotics

in Daejeon

Sun Taik Kwon
Mayor of the City

of Daejeon

Dong Soo Kwon
KAIST

IROS 2016 Program Chair

Il Hong Suh
Hanyang University

IROS 2016 General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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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ednesday Dr Tae Won

Lim Senior Vice President Corpo�

rate R&D Division of HyundaiKia

Motors will provide the plenary

with a talk on Driving Together

Robot and Automobile Public and

academic interest in autonomous

driving and connectivity have led

to a flurry of investment activities

in related technologies and these

promise to usher in an era of mo�

bility based on features that are

ecofriendly highefficiency and

highsafety

He expects conventional com�

bustionbased powertrain systems

to be rapidly coutilized or replaced

with various kinds of electrical

powertrain systems so that modern

vehicles are integrated with ad�

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

cial intelligence environmental

perceptibility and V2X communi�

cation According to Dr Lim we

are living in a world where the

words 'robotics' and 'automotive

engineering' are becoming synonyms

In this context he points to the

unique opportunity for gaining in�

sights from automotive engineering

and stresses the need to synthesize

robotics and automotive engi�

neering Dr Lim received his MS

and PhD degrees at the Depart�

ment of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In his time at

Hyundai Motor Co since 1991 he

has been devoted to developing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

nologies and fuel cells H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ommercializing

the Tucson ix 35 Fuel Cell Electric

Vehicle in 2013 His appointment as

Vice President also took place in

2013 and he has since been leading

all of the advanced research at

HyundaiKias R&D Division

The first plenary talk will be

given on Tuesday October 11 by

Prof Manuela M Veloso of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her talk Autonomous Intel�

ligent Service Robots:Learning

and Explanations in HumanRobot

Interaction Prof Veloso will

present her findings on au�

tonomous mobile robots specifi�

cally referring to the CoBots

(Collaborative Robots) that have

been successfully navigating her

multifloor office buildings in a

seamless integration of percep�

tion cognition and action

thanks to their highly developed

functionality

Prof Veloso will then discuss

humanrobot interaction contri�

butions languagebased complex

commands and robot learning

based on her interactions with a

variety of autonomous robots

including mobile service robots

and soccer robots

She will conclude with a robot

explanation generation to reply

to languagebased requests

about their autonomous experi�

ence

Prof Veloso founded and

directs the CORAL research

laboratory for the study of

autonomous agents that Collab�

orate Observe Reason Act and

Learn

Prof. Veloso is IEEE Fellow

AAAS Fellow AAAI Fellow Ein�

stein Chair Professor and the co

founder and past President of

RoboCup and past President of

AAAI

Prof Veloso is the Herbert A

Simon University Professor in the

School of Computer Science at

CMU and Head of the Machine

Learning Department

Dr Tae Won Lim Senior Vice President Corporate R&D Division of HyundaiKia Motors

On Wednesday Dr Gill Pratt

from the Toyota Research Insti�

tute will speak about the chal�

lenges of autonomous driving

Namely he will speak about the

reliability of their safety in his

talk A Billion Vehicles Ten Tril�

lion miles – the Reliability Chal�

lenges of Autonomous Driving

Based on current statistics au�

tonomous vehicles must cause

less than 1 fatality per billion

miles (the number caused by the

average nondrunk nondis�

tracted and nondrowsy human

driven vehicles) in order to be

considered reliable but because

of the general societal hesitancy

towards autonomous vehicles

Dr Gill asserts that the fatality

rate should be considerably

lower (ie more reliable) in order

to be more widely embraced

The media has heralded the

arrival of autonomous driving as it

promises among other things to

improve safety and convenience

while lowering traffic and do less

damage to the environment

However he points to the diffi�

culties inherent in creating a car

that improves upon the 1 fatality

per billionmile rate His talk will

center on Toyota Research Insti�

tutes approach to resolving some

of the issues

In his current role as Chief Ex�

ecutive Officer of Toyota Re�

search Institute (TRI) he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funda�

mental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Currently TRIs

mission is focused on enhancing

the safety of automobiles

Dr Pratt received his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

puter science from the Mas�

sachusetts Institute of Tech�

nology (MIT) Before joining Toy�

ota Dr Pratt was Associate Pro�

fessor and Director of the Leg Lab

at MIT and on the faculty at

Franklin W Olin College

He also served as a program

manager in the Defense Sciences

Office at the US Defense Ad�

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Dr Pratt holds several

patents in series elastic actuation

and adaptive control

Dr Gill Pratt CEO Toyota Research Institute

OnThursday Prof GuangZhong

Yang Director and CoFounder of

the Hamlyn Centre Imperial Col�

lege London will speak about Per�

ceptual Docking–Harmonising Hu�

man Robot Interaction Recent ad�

vances in AI technology have made

learning and adaptation as opposed

to knowledge abstraction and envi�

ronment modeling the focus in rob�

otics research

His talk focuses on how to

achieve a seamless transfer of

knowledge between human and

robot and outlines the main con�

cepts and examples of perceptual

docking for harmonizing the hu�

manrobot interaction using rob�

otic surgery as an example to illus�

trate the different ways that robots

learn in realtime to gauge the un�

derlying decision process of the

operator

It will demonstrate the use of

gaze contingent control motor

channeling and mutual learning

for controlling a range of platforms

(The regulatory ethical and legal

barriers imposed on interventional

surgical robots give rise to the need

for tightly integrated control

between the operator and robot

when autonomy is pursued)

This represents a major shift of

perceptual learning and knowledge

acquisition for robotic systems as

operator specific motor and per�

ceptual/cognitive behaviors are

acquired in situ through human

robot interaction

Prof Yang is director and Co

Founder of the Hamlyn Centre for

Robotic Surgery Deputy Chairman

of the Institute of Global Health

Innovation Imperial College London

UK

The Hamlyn Centre seeks to

develop safe effective and acces�

sible imaging sensing and robotics

technologies to reshape the future

of global healthcare

It is focu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an emphasis on

clinical translation and patient

benefit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rof Yang is

a recipient of the Royal Society

Research Merit Award and listed

in The Times Eureka Top 100 in

British Science

Prof GuangZhong Yang Director and Co-Founder of the Hamlyn Centre Imperial College London

Prof. Manuela M.Veloso Carnegie Mellon University

Driving Together

Robot and Automobile

Perceptual Docking-

Harmonising HRI

The Reliability Challenges

of Autonomous Driving

Learning andExplanations

inHuman-Robot Interaction

(Human-Robo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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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for Probabilistic Robot Navigation

Embodied Experience

in HRI

Research on high

level HRI systems that

focuses on skill trans�

ference language ac�

quisition dialogueman�

agement and so on re�

quires a largescale

database of experi�

ences based on social

and embodied in�

teractions Using a real

robot system would be

too costly and a virtual

robot simulator places too many limitations

on the researcher Prof Inamura proposes

an alternative to these options: an en�

hanced robot simulator that enables users

to join the virtual world In his talk A

Cloud Based VR Platform for Sharing Em�

bodied Experience in HRI Prof Inamura

explains the configuration of his simulator

platform and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in

several applications including RoboCup@

Home Prof Inamura receiv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Tokyo in 2000 and is cur�

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Nation�

al Institute of Informatics and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formatics

SOKENDAI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

Tetsunari Inamura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Smart Use of Springs for

Robot Mechanisms

Prof JaeBok Song

from Korea University

will talk about Smart

Use of Springs for

Robot Mechanisms

Although springs

have been widely used

for centuries in var�

ious mechanical sys�

tems it is only in re�

cent years that they

have emerged as cheap

but useful elements for robots that require

either compliance or safety

In his keynote speech Prof Song will give

an overview of the smart use of springs for

robot mechanisms

His contributions to developing active and

passive safety mechanisms and variable

stiffness actuation systems havemade possi�

ble the safe manipulation of service and in�

dustrial robots

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vice presi�

dent of the Korean Society ofMechanical En�

gineers

He received his PhD degree in mechani�

cal engineering from MIT in 1992 and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Me�

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in

1993

Manufacturing Skill

Learning and Automation

Because the preci�

sion skills and fine force

contact of humans are

critical but not easily

achieved by robots

Prof IMing Chen from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 Singapore

will speak about how to

model capture and au�

tomate tacit manufac�

turing knowledge from

human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robotenvironment

interactionwith an industrial application In his

talk HumanRobotEnvironment Interaction

for AdvancedManufacturing Skill Learning and

Automation hepoints to theneed tounderstand

and quantify human skills in humanhuman

interactions; calls for new task acquisition tech�

nology in humanenvironment interactions; and

characterizes andmaps the humanskills onto the

robot in humanrobot interactions to find new

paradigms and new design methodologies in

creating industrial robots that can handle deli�

cate tasks Prof Chen received his PhD from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in 1994 He is

the General Chairman of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He is currently Director of the Rob�

oticsResearchCentre inNTU

Robots in our lives-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ungyun Choi Vice President of Samsung Ad�

vancedInstituteofTechnology will discuss Rob�

ots that could change our live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have advanced in recent years and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economy and job market but

he argues breakthroughs in humancentered

robots could enhance our lives and make them

more socially acceptable Using examples from

Samsung Electronics Dr Chois talk will address

theimportanceofdesigningrobots that arehuman

centered as well as commercialization efforts that

could fundamentally al�

ter the lives of large

groups of people such as

the elderly and sick Dr

Choi leads the mecha�

tronics laboratory that

focuses on R&D for hu�

manmachine interac�

tion HereceivedhisPhD

in Mechanical Engi�

neering from Imperial

CollegeLondon in1993

Compliant Actuation Technologies for Humanoids

Nikos G Tsagarakis from IIT will talk about

Compliant Actuation Technologies for

Emerging High Performance Humanoids Al�

though motorized humanoids/bipeds have un�

dergone design improvements over the past

two decades robot hardware (physical struc�

ture and actuation) is still unable to equal hu�

man performance in locomotion and full body

motion in terms of physical robustness power

performance and efficiency Keeping in mind

the compliant actuation principles and tech�

nologies developed at IIT this talk will present

their appl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COMAN

and WALKMAN hu�

manoid platforms Dr

Tsagarakis has authored

or coauthored over 250

papers and holds 14 pa�

tents He is a Tenured

Senior Scientist at IIT

and Head of the Hu�

manoidandHumanCen�

treMechatronicsLab.

In his talk Techniques for Probabilistic

Robot Navigation and Perception and Bey�

ond Prof Wolfram Burgard from the

University of Freiburg will speak about

Probabilistic techniques for robot navigation

He will share some techniques for building

successfully navigating robots He will also

describe how these methods have been

turned into several effective realworld

applications Wolfram Burgard is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Freiburg and head of the research lab for Au�

tonomous Intelligent

Systems Wolfram has

published over 300

papers and articles in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

ences and journals In

2009 he received the

Gottfried Wilhelm

Leibniz Prize the most

prestigious German

research award

Robust Distributed Control Policies for MultiRobot Systems

Seth Hutchinson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will lecture on Robust Distributed Control

Policies forMultiRobot Systems in which he

will describe his recent progress in developing

faulttolerant distributed control policies for

multirobot systems focusing on the problems

of rendezvous and coverage Prof Hutchinson

received his PhD from Purdue University in

1988 He has published more than 200 papers

on the topics of robotics and computer vision

and has co-authored several books on the

topic He is currently

on several editorial

boards and is a profes�

sor in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

puter Engineering the

Coordinated Science

Laboratory and the

Beckman Institute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Robust Computer Vision Algorithms for Intelligent Robots

Intelligent robotsoperating incomplexenviron�

ments require robust perceptionsystems that use

many different sensors Despite significant ad�

vances inthisarea however applyingstateofthe

art computer vision solutions to intelligent robots

in realworld environments are often fraught with

failures especially in difficult conditions In his

talk Robust Computer Vision Algorithms for

IntelligentRobotsProf InSoKweondetailshisex-

periences in developing robust computer tech�

niques for intelligent robots tooperate inchalleng�

ing conditions Prof Kweon received his PhD de�

gree in Robotics from the

Robotics Institute at

Carnegie Mellon Univer�

sity in 1990 He has

authored more than 500

technical papers He is

KEPCOChair professor of

th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he

director for the National

CoreResearchCenter–P3

DigiCarCenteratKAIST

Shaping a Sustainable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

In his talk Future of Robotics – Shaping a

Sustainable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 R of

Robotic Natives Dominik Boesl of KUKA

speaks about Generation R – our grandchil�

dren who will grow up in a society that is en�

richedandenhancedbyassistive technologies in

every imaginable way These Robotic Natives

he says will be without fear of these technolo�

gies. Aswith all technological disruptions how�

ever selfregulation in Technology and Robotic

governance faces challenges that should be re�

solved in order to enable sustainable technolo�

gies With his back�

ground in Computer

Science and an MBA

from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Mr Boesl

has called for interdis�

ciplinary discourse on

the ethical sociocul�

tural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of

robotics and automation

on society

JaeBok Song

Korea University

Jungyun Choi

Vice President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Samsung Elec.

Dominik Boesl

KUKA

In So Kweon

KAIST

Seth Hutchinson

University of Illinois

Wolfram Burgard

University of Freiburg

NikosG Tsagarakis

IIT

IMing Che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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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 Ju Yi from

Hanyang University

will try to answer the

question How to Ed�

ucate Engineers in

Medical Robotics? Edu-

cation for engineers in

medical robotics in�

volves a general ed�

ucation program in

engineering and clin�

ics but he raises the

often overlooked issue of the certification

process inmedical robotics By outlining some

of the medical equipment certification stan�

dards the grading system and some of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grading system

Prof Yi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erti�

fication not only for commercialization but

also for user safety

The safety of electric and mechanical

aspects will be discussed through modified

design examples of medical robots Prof Yi

receiv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echanical Engineering

USA Currently he is the Director for the Center

for ICTbased Medical Robotics Hanyang

University Korea

AI/Deep Learning

Deep Robotic Learning

Sergey Levine assistant professor at UC

Berkeley discusses how ideas from deep

learning can help to build robotic control

mechanisms that combine both perception

and control into a single system in his talk

Deep Robotic Learning This system can

then be trained endtoend on the task at

hand and allows the perception and control

mechanisms to adapt to one another and to

the task

He will also present recent work on scaling

updeep robotic learning

on a cluster consisting

ofmultiple robotic arms

and demonstrate results

for learning grasping

strategies that involve

continuous feedback

and handeye coordi�

nation using deep con�

volutional neural net�

works

Sergey Levine

UC Berkeley

Artifical Intelligence the Next Big Thing

In this talk Artifical Intelligence the

(Next) Big Thing Yuanqing Lin will present

the strategies and practices implemented at

Baidu to achiev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Two directions are being taken simultaneous�

ly: 1) developing common fundamental tech�

nologies ranging from deep learning platform

basic computer vision technologies such as

image classification object detection/track�

ing image/video segmentation etc; and 2)

building ultimatelevel AI technologies in

vertical domains such as food recognition car/

pedestrian detection etc The talk will present

some case studies with

strong emphasis on

forming the close loop

of algorithms applica�

tions users and data

Dr Lin received his Ph

D in Electrical Engi�

neering from the Univ-

ersity of Pennsylvania

in 2008 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Baidu

Institute of Deep

Learning

Yuanqing Lin

Director Baidu Institute

of Deep Learning

The ca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From Theory to Policy: the case of Un�

mannedAerial Vehicles HyunChul Shim from

KAIST will share his views on the develop-

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based on his research going back to 1991

During this time UAVs have undergone

drastic transformation not only in their capa�

bilities but in the way they are employed The

advent of small multirotor drones in recent

years has further revolutionized the industry

Prof Shim will give his thoughts on the way a

new robotic device is

conceived developed

and evolved into a

mature systemso that a

whole new industry is

formed and rules and

regulations are created

for them Prof Shim

receiv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Cali�

fornia Berkeley in 2000

Hyun Chul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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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Systems

Autonomy and Polar Robots

JiandaHan fromthe Shenyang Institute of Au�

tomation ChineseAcademyof Scienceswill speak

about exploring the inhospitable polar region

Antarctica Due to the extreme conditions human

exploration is fraughtwithdanger despite its im�

portance to scientific research In 2011 the China

National Hi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

opment ProgramandNational Antarctic Research

Expedition (CHINARE) jointly launched a pro�

ject to designgroundmobile and flying robots to

conduct largescale scientific explorations in

Antarctica In his talk Autonony and Polar

Robots. Prof Han will discuss the polar rover's

prototypes and au�

tonomous control as

well as preliminary field

test results and some

challenges He received

his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the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in 1998

Currently he is aprofes�

sor and Vice Director of

the State Key Laboratory

of Robotics

Jianda Han

Shenyang Institute

of Automation Chinese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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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old Representations in Intelligent Autonomous

Daniel Lee from the University of Penn�

sylvania will talk about Decision Making and

Manifold Representations in Intelligent Au�

tonomous Systems

Current AI systems for perception and ac�

tion incorporate a number of techniques:

Bayesian state estimation probabilistic map�

ping trajectory planning and feedback con�

trol Prof Lee describes and demonstrates

some of these methods on various au�

tonomous systems including wheeled legged

and flying robots In order to model variability

due to pose illumina�

tion and background

changes low dimen�

sional manifold repre�

sentations have been

used for learning in

these systems

He received his PhD

in Condensed Matter

Physics from the Mas�

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 1995

Daniel Lee

University of Pennsylv�

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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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Robotics

How to Educate Engineers

in Medical Robotics?

Byung Ju Yi

Hanyang University

In his talk Educat�

ing the Next Genera�

tion of Robotic Assis�

ted Engineers Salva�

tore J Brogna talks

about robotic assisted

surgery and ways to

increase usability and

convenience for the

operating room staff

while improving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surgeons to help

them make faster de�

cisions and achieve better patient out�

comes Training that facilitates deep un�

derstanding of engineering and experi�

mental methods is crucial he says His talk

will highlight some of his companys ex�

periences in bridging medical needs with

engineering technology Mr Brogna is

currently Executive Vice President Prod�

uct Operations at Intuitive Surgical Co

Prior to joining Intuitive. He was at Unima-

tion Genesis Automation and Adept Tech�

nology for over 15 years where he de�

signed and developed complex robotic

systems.

Educating the Next Gen. of

Robotic Assisted Engineers

Salvatore J Brogna

Executive Vice President

Product Operations

Intuitive Surgical Co

Despite advances in

surgical instruments and

in the operative fields

Surgical application of

robotic surgery is still

limited to the pelvic

cavity In his talk

Makoto Hashizume

Distinguished Professor

at Kyushu University

speaks about Education

in Medical Robotics for

Successful Translation

to Industry He will speak about th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to develop the clinical setting

the most important being education for both en�

gineers andmedical doctors This process– from

creating an idea to producing commercial pro�

ducts – should ultimately have the final aim of

producing useful medical devices to care for pa�

tients andcontribute to overall humanhealthcare

With the trend towards personalized precision

medicine based on multidisciplinary computa�

tional anatomy as well as on less invasiveness

from the viewpoint of quality of life integrating

medicine and engineering is one promising solu�

tion He received his PhD from the Graduate

School ofMedical Sciences inKyushuUniversity

Medical Robotics for

Successful Translation

Makoto Hashizume

Distinguished Professor

Kyush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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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modal Experiencebased Learning of Service Robot

Jianwei Zhangs talk is on the Crossmodal

Experiencebased Learning of Service Robot

Systems where he speaks about the need for an

effective robot systemthat understands its envi�

ronment with planning capabilities He will

speak about crossmodal integration methods for

intelligent service robots developments in his

work on the synergy technique and how his

model allows a robot to selfevolve He has pub�

lished roughly300 journal andconferencepapers

and technical reports He holds 37 patents on

service robot components and systems He is the

coordinator of the DFG/

NSFC Transregional

Collaborative Research

Centre SFB/TRR169

"Crossmodal Learning"

and several EU robotics

projects Jianwei Zhang

is currently professor

and head of TAMS

Department of Infor�

matics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Jianwei Zhang

University

of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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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d Hirzinger is the former Director of

DLRs Robotics and Mechatronics Center

In this talk Experiences with the Evo�

lution of Robotic Assistance–from Space

to Factory Surgery and Intelligent mo�

bility Prof Hirzinger offers a brief his�

tory on the evolution of robotics and fol�

lows with his research on impedance

jointtorque controlled ultralight

weight robots and the development of

delaycompensating telepresence tech�

niques with shared autonomy concepts

His work has led to telepresent minimally

invasive surgical systems with forcere�

flection and heart motion compensation

His work has also had an impact on

modern photogrammetry semiau�

tomatic cars (including the electromo�

bile) and industrial robotics Prof

Hirzinger is pleased by the fact that

former control specialist Sami Haddadin

with his new robot FRANKA and its intu�

itive programming techniques have

proven wrong many robot experts who

predicted that safe highfidelity joint

torque controlled robots would be too

expensive to produce

After receiving his doctorate in 1974

from the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Prof Hirzinger has carried out numerous

innovative projects which includes

sending a remotecontrolled robot into

space for the first time in 1993 with the

Space Shuttle Columbia(remotely con�

trolled from Earth) In 1969 he joined DLR

(German Aerospace Center) becoming

the head of the automation laboratory in

1976 when he started robotic activities at

DLR In 1992 he became director of DLRs

Institute of Robotics and Mechatronics

Under his leadership it has become one of

the largest and most respected centers

for research in this area including not

only robot development for space and

terrestrial applications but also aircraft

control and optimization(including UAVs

and solarelectric stratospheric flight)

vehicle technology(eg autonomous elec�

tro mobility) and medical technology(in

particular surgical robots) Prof Hirzingers

technology transfer efforts have gen�

erated several hundred hightech work�

places in industry He has published more

than 600 papers in robotics and has re�

ceived numerous distinguish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awards such as the

IEEE fellow the Leibnizaward and the

Order of Meri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e is currently the technology

advisor of the Bavarian State Govern�

ment and cofounder of the hightech

startups Time_in_the_Box(digital cultural

heritage based on 3Dworld modelling) and

ELEKTRA UAS(unmanned solar electric

flight)

Gerd Hirzinger Former Director of DLRs Robotics and Mechatronics Center

Experiences with the Evolution

of Robotic Assistance

In his talk The Role We Play: Who

Me? Wayne J Book talks about the op�

portunities afforded to so many of us –

and the many more who arent so lucky

From the ease with which our basic ne�

cessities and higher needs such as

handson equipment experience high

expectations basic education the op�

portunity to dream and a little hazing to

robustify your feedback control and

perhaps also an urban environment

with many interactions a museum and

library down the street transportation

challenges and perhaps low expecta�

tions that you know you can beat are

met we are according to Prof Book for�

tunate beyond all reason

Prof Book speaks about the opportu�

nities that arise from our environment

and the way in which we respond to

them In much the same way as feedback

control for any given target the path

will vary according to the disturbances

and noise we encounter but we deter�

mine the reaction to disturbances based

on our internal feedback algorithms given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nergy to

act In short according to Prof Book our

opportunities become opportunities

depending on they way those opportuni�

ties are pursued

With the world in the state that it is

and most of its occupants not quite so

lucky Prof Book encourages an active

role in lending a hand to change the wor�

ld Engineers can do that! is his rallying

cry

Prof Book has over 200 reviewed

papers as author or co-author and nine

patents

He received his PhD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MIT in 1974 and is

currently on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ASME Fluid Power Systems and

Technology Division as well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ServeHAITI

Inc. a charity composed of volunteers

committed to working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Haiti to address core issues

such as education nutr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rof Book is the

HUSCO/Ramirez Distinguished Profes�

sor Emeritus and a fellow of IEEE ASME

and SME He was Senior Technical Edi�

tor of the ASME J Dynamic Systems

Measurement and Control and on the

Management Committee of the IEEE

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He received the 2013 ASME Robert E

Koski medal and the 2004 ASME DSCD

Leadership award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 robotics system dynamics and

control fluid power and haptics

Wayne J Book Georgia Tech USA

The Role We Play:

Who Me

Fumio Harashimas talk will deal with

Diversity Globalization and Robotics of the

IEEE Communities Prof Harashimas innova�

tive research laid the foundation for mecha�

tronics a field that merges mechanical engi�

neering electronics and computer science

The field has led to invaluable inventions such

as antilock brakes and cruise control– inven�

tions that are now household words Industrial

andmedical robots and other automotive tech�

nologies have come out of this field In the early

1970s Prof Harashima was one of the first re�

searchers in the world to apply microproces�

sors tomotor drives a core component ofman�

ufacturing equipment vehicles and robots His

work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manu�

facturing and industrial automation His

groundbreaking insights have given re�

searchers new ways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 Later he helped to establish human

adaptive mechatronics a discipline involving

the design of intelligent machines that adapt to

the skill level of their human operators

His work on computerized motors and con�

trollers for robotic arms; on visually controlled

robotic systems that track and then grasp ob�

jects moving on a conveyor belt; and on colli�

sionfree navigation for mobile robots has

advanced the field of robotics

He discovered IEEE as an undergrad at the

University of Tokyo but was only able to pay

itsmembership dues oncehebecame aprofes�

sor His first IEEE conference in 1974 the An�

nual Conference of the IEEE Industrial Elec�

tronics Society (IECON) sparked a lifelong

dedication to IEEE whose membership under

his volunteer service and eventual leadership

grew by the thousands Harashima invited re�

searchers from Hitachi Mitsubishi Electric

Toshiba and other Japanese manufacturers to

join IECON activities and he himself traveled

regularly to other countries to visit universi�

ties and labs around the world and invited

other scientists to visit his labs Indeed his

role in Region 10s (the Asia Pacific region)

10000member increase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and skyrocketing participation

rates in the local Industrial Electronic Society

chapter cannot be understated Moreover his

tireless service to and visibility in the IEEE

community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in�

clusivity of this organization As well as being

the first member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become president of the IEEE Industrial Elec�

tronics Society in 1986 and 1987 Prof

Harashima has helped to establish new IEEE

societies conferences and journals For his

dedication he was awarded the 2015 Haraden

Pratt Award

Although his career has been dotted with

pioneering work in the field of engineering

and technical innovation and he has been

driven by the desire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echnology he is quick to encourage young

engineers to broaden their academic back�

groundsMechatronics and robotics he says is

an interdisciplinary field that requires not only

technical knowledge but also an understand�

ing of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 Among

his numerous leadership roles and accolades

he i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He earned his doc�

toral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Fumio Harashima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Diversity Globalization and

Robotics of the IEEE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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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IEEE IROS Futurist Forum

will meet on Tuesday October 11 from 10:

15 am to 6:00 pm in Room 301 under the

banner of Sustainable Robotics for Hu�

manity – Discussing and Shaping the Fu�

ture TOGETHER Today we are only get�

ting a peek at the disruptive nature of these

technologies; in the next 50 years as they

become mainstream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these technologies will equal if not

surpass that of the IT and internet Unlike

the internets explosion into mainstream

however the robotics automation and arti�

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permeat�

ing more slowly into mainstream – which

gives the experts and the public time to

adapt and address key issues This is a full

day forum that will lay the foundation for a

framework of commonly accepted guide�

lines for voluntary selfregulation in this

field (Robotic Governance) The goals of

this years forum include launching topic/

interest groups generating a healthy dis�

course publishing the results of this and last

years forum and defining and publishing

the Robot Maifesto Questions and com�

ments should be directed to roboticgover�

nancecom  info@roboticgovernancecom 

@robogovernance  #RoboticGovernance–

facebookcom/roboticgovernancecom 

The Futurist forum will feature world

renowned experts such as Henrik Chris�

tensen and Linda Bernardi [former Chief

Innovation Officer IBM Corp] who will

share their views and then lead a discussion

on the future and impact of robotics autom�

atization AI and other disruptive tech�

nologies

Dr Henrik I Christensen teaches Com�

puter Science at the Department of Com�

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t UC San

Diego He is als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Contextual Robotics H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and coordinating

American and global robotics research For

his own research at the Cognitive Robotics

Laboratory Dr Christensen has focused on

systems integration humanrobot interac�

tion mapping and robot vision with an eye

to providing real solutions to real prob�

lems He has more than 350 publications to

his name In 2011 Dr Christensen received

the Engelberger Award the highest honor

awarded by the robotics industry Also in

that year hewas jointly awarded the "Boeing

Supplier of the Year 2011 Dr Christensen

is a fellow of American Association for Ad�

vancement of Science (AAAS) and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IEEE) He is actively engaged in collabora�

tionswith institutions and industries which

span three continents

Linda Bernardi hasmade it her lifes mis�

sion to be an innovation provocateur – to

push for innovative disruptive ideas and

technologies She has helped organizations

to push their boundaries  to not simply

think outside the box but to shatter it – in

their quest to deliver market changing

goods and services In 2014 Linda joined

IBM as Chief Innovation and Disruption Of�

ficer Cloud and Internet of Things She

founded the Bernardi Leadership Institute

and StraTerra Partners remaining as CEO of

the latter In her various leadership roles

Ms Bernardi has traveled the world con�

sulting speaking training and coaching

She has championed the ideas of innovation

and promoted disruptive technologies She

also foundedConnecTerra Inc aCambridge

MAbased software provider connecting

RFIDtechnology to largeenterprise IT She is

an active entrepreneur technologist ed�

ucator investor and board member With

her eye for recognizing groundbreaking

technology Ms Bernardi has been a keen

earlystage technology startup investor in

Seattle Silicon Valley California Utah New

York Europe and India Her portfolio in�

cludes innovative companies in cloud com�

puting predictive analytics social enter�

prise digital media and more Ms Bernardi

has also served on the boards of Illuminate

Ventures the SETI Institute and the Asso�

ciation for Enterprise Information and cur�

rently sits on the council of advisors ofAstia

She is an Emeritus board member of the

Anita Borg Institute She earned a Masters

degree in applied statistics fromUCLA

This forum was organized by Dominik B

O Boesl fromTechnischeUniversitätMün-

chen&KUKAAG Mr Boesl graduatedwith

a diploma in Computer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Augsburg and anMBA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nterdisciplinary discourse regarding the

impact of robotics andautomationonsociety

and humankind is crucial to Mr Boesl who

has encouraged the idea of "Robotic Gover�

nance" a framework for voluntary selfreg�

ulation regarding the use of disruptive

technologies Mr Boesl worked for Siemens

and Microsoft Germany before joining the

KUKAgroup

Futurist Forum

Sustainable Robotics for Humanity

The Entrepreneurship Forum and Startup

Contest are intended to encourage the com�

mercialization of ideas and prototypes – that

is to foster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among robotics researchers and enthusiasts

To this end the IEEE Robotics and Automa�

tion Society (IEEE RAS) will also hold a Start

up Competition (EFSC) which is intended to

inspire educate enable and empower re�

searchers students young professionals and

anyone else who has the 'startup bug' in

starting companies of their own but is not

sure of how to go about it

This forum is also intended to create an

ecosystem of support for the startups

Talks will be given by Francisco Cuéllar of

Peru Josie Hughes from the UK.

Jacek Zienkiewicz also from UK Mohsin

Tiwana of Pakistan Marco Paleari of Italy

Riccardo Tornese also from Italy Hyeong

Seok Kang from Korea and Seil Park from

Korea Erwin Prassler (HBRS Germany) will

welcome the contestants and present the ju�

ry The organizers are Erwin Prassler of Ger�

many Hyouk Ryeol Choi of Korea Nikolaos

Papanikolopoulos of the USA This forumwill

be held on Wednesday October 12 from 2:05

3:50 and 4:055:20

Entrepreneurship Forum and Startup Contest

How to Encourage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Organized by KIST Korea; DLR Germany

Osaka University/AIST Japan; and IIT Italy

policymakers national project leaders and re�

searchers in robotics R&D programs from the

US EU Asia Oceaniawill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about some of the major robotics

R&D and education programs supported by

their governments The impacts these pro�

grams have had– and are expected to have–

on the existing and emerging robotics indus�

trieswill also bediscussed This forumwill ex�

amine key issues in the government programs

and exchange success stories about govern�

ment support programs have made an impact

in robotics R&D and education

Dr. Kyunghoon Kim from Korea Prof Stefano

Stramigioli from the EU Prof Eugenio Guglielmelli

fromtheEU Prof TomomasaSato fromJapan Prof

Henrik Christensen from the USA Dr David Hahn

from the USA Prof IMing Chen from Singapore

and Prof Le Hoai Quoc fromVietnamare expected

to speak at this forum The Government forumwill

take place in Room 301 on Thursday

October 13th Opening remarks will be given at

9:35am andfinal presentationswill finishat 2:50

Government Forum

Robotics R&D Programs around the World

The Industry forum is a companion event

to the Entrepreneurship Forum and Startup

Contest and will take place on Wednesday

October 12 10:00–12:10 in Room 301 The

future of robotics technologies development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idea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se technologies

Talks will be given by KyongSok Chang of

Wonik Robotics Zhenfei Yang of DJI Brian

Benoit of Rethink Robotics Amit Kumar

Pandy of SoftBank Robotics Sung Joon Ahn

of CurvSurf Ren Luo of National Taiwan

University The forumwas organized by Prof

Hyouk Ryeol Choi of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and Dr Erwin Prassler

(HBRS)

Future of Robotics Technologies Development

Industry forum

This forumwill be held on Thursday Octo�

ber 13 from 09:355:50 in Room 203 It was

organized by Raj Madhavan from the USA

This forum intends to bring together indus�

try academia and government in order to fa�

cilit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and future implications of autonomous tech�

nologies Various talks will be given by a

panel of experts in the technological legal

and public policy fields

The first workshop in the series was organ

-ized at IEEE PHM 2016 in Ottawa on June 20

th focusing on issues relevant to North

America while the second WS in the series

took place at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in Stock�

holm on Sept 2nd with the aim of bringing

together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agencies involved in areas related to au�

tonomous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society from a European perspective Third in

the series the ATSI Forum at IROS 2016 will

discuss autonomous technologies and their

societal impact with a general focus on the

AsiaPacific region There will be environ�

mental cultural structural political and

socioeconomic elements to this discuss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a White Paper

will be published towards the end of 2016

Talkswill be presented by RajMadhavan of the

USA Ryan Gariepy of Canada Seungbin Moon

of Korea Ludovic Righetti of Germany Sukhan

Lee of Korea Daniele Nardi of Italy Bill Smart

of the USA Zexiang Li of Hong Kong Paolo

Fiorini of Italy and Laurel Riek of the USA

Autonomous Technologies and Their Societal Impact Forum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lications of

Autonomous Technologies



MONDAY OCTOBER 10 2016�� Program

Coffee break at Monday and Friday
10:0010:30am
15:3016:00pm

Monday October 10:Full-day(08:3018:00)

Title

Challenges in Robot Competitions

Human-Robot Collaboration: Towards Co-Adaptive Learning
Through Semi-Autonomy and Shared Control

Virtual Neurorobotics in the Human Brain Project

Dexterity Acquisition in Object Manipulation

Perspectives on Analysis and Design of Human-Centered
Robotics

Artistically Skilled Robots

Evaluation and Benchmarking of Underactuated and Soft
Robotic Hands

Integrating Multiple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Techniques in Robotics (MIRROR-16)

Safety-Related Sensing for Collaborative Applications

Shared Autonomy

Microrobots for Next Generation Biomedical Applications

Organizers

T. Sato, B. Siciliano, H. Christensen

G. Maeda, C. Perez D'Arpino,
S. Ivaldi, J. Shah, T. Asfour,
J. Peters, L. Peternel, L. Rozo,
H. Ben Amor, J. Babic, E. Oztop

S. Ulbrich, R. Dillmann, P. Levi,
C. Laschi, E. Falotico

T. Watanabe, K. Harada, M. Tada

D. Sadigh, K. Driggs-Campbell,
J. Fisad, R. Matthew

F. Leymarie, S. Calinon, D. Berio

M. Roa, D. Prattichizzo, M. Malvezzi,
M. Pozzi

M. Mansouri, A. Gaschler, F. Pecora

H. Ding, F. Flacco, M. Hedelind,
A. Zanchettin

B. Wrede, W. Burgard, H. Ritter,
S. Wachsmuth

H. Choi, B. Nelson, L. Zhang

Room

Grand Ballroom

111

106

107

108

105

104

103

102

101

112

Monday October 10:Half-day(AM:08:3012:30 / PM 14:0018:00)

Friday October 14:Half-day(AM:08:3012:30 / PM 14:0018:00)

Friday October 14:Full-day(08:3018:00)

Title

AM

PM

Organizers

H Bhurat C SantacruzRosero

E Demircan M Sreenivasa

Byung Ju Yi Jae Sung Hong

Room

206208

203

301

Developing Advanced Robotics Applications with MATLAB
and Simulink

Human Movement Understanding and Robotics

Intelligent Instruments and Software for Future Medical
Workspaces

Title

Personal Robot Interaction

Visionbased High Speed Autonomous Navigation of UAVs

Workshop on Machine Learning Methods for HighLevel
Cognitive Capabilities in Robotics

Towards a Unified Workflow for MultiContact Motion on Legged
Robots: Challenges in Planning Optimization and Control

Tenth International Cognitive Robotics Workshop

Frontiers of Endoluminal Robotic Surgery

Joint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and Assistive Devices

Assistance and Service Robotics in a Human Environment

State Estimation and Terrain Perception for All Terrain Mobile
Robots

Closedloop Grasping and Manipulation: Challenges and
Progress

The Mechatronics behind Force/Torque Controlled Robot
Actuation: Secrets & Challenges

Organizers

Y Zhang J Song

G Loianno D Scaramuzza
V Kumar

T Nagai T Ogata E Ugur
Y Demiris T Taniguchi

S Tonneau T Bretl N Mansard
I Mordatch

D Rajaratnam M Gianni

G Ciuti P Valdastri S Wang
P Dario

T Petric J Babic K Mombaur
M Kim S Collins N Vitiello
S Mohammed J Moreno C Walsh
D Prattichizzo

Samer Mohammed Y Amirat
D Daney A Chibani A Spalanzani
R Luo

M Bloesch P Fankhauser
D Johnson S Sukkarieh
P Martinet R Siegwart

Y Bekiroglu F Pokorny R Krug
M Li A Billard

J Malzahn S Kim N Paine
N Tsagarakis

Room

Grand Ballroom

111

106

107

108

105

104

103

102

101

112

Folding in Robotics
S Felton D Aukes O Ozcan
M Tolley

204205

Program at a Glance

Sun, Oct. 9 Mon, Oct. 10 Tue, Oct. 11 Wed, Oct. 12 Thu, Oct. 13 Fri, Oct. 14 Sat, Oct. 15

AM
IROS

Advisory/
Steering Com

Meeting

Competition
Free Trials

Social
Events:

Sports Trials

Workshops/
Tutorials

Plenary Talk 1 Plenary Talk 2
Plenary Talk 4

Workshops/
Tutorials

Technical
Tours

RAS
Adcom
Meeting

Opening Ceremony Plenary Talk 3

Coffee Coffee Coffee

Highlight 1/2
Doctoral Consortium

Highlight 3/4
RSJ Tutorial

Keynote Talk 5/6

Teaser Sessions Teaser Sessions
Teaser Sessions
Keynote Talk 7

Oral/Interactive
Sessions

Oral/Interactive
Sessions

Oral/Interactive
Sessions

RSJIAC Lunch
SICE Luncheon

Seminar
Award Luncheon

PM

Keynote Talk 1/2
Special Forum 1

Keynote Talk 3/4
Special Forum 2

Keynote Talk 8/9
Special Forum 3

Teaser Sessions Teaser Sessions Teaser Sessions

Oral/Interactive
Sessions

Oral/Interactive
Sessions

Oral/Interactive
Sessions

Coffee Coffee Coffee

Teaser Sessions
Oral/Poster Sessions
Lifetime Talk 1/2/3

Teaser Sessions
Competition Winner

Talk

Oral/Interactive
Sessions

Banquet Reception &
Sports Events

Oral/Interactive
Sessions

Welcome
Reception

Explore Daejeon Banquet Farewell Party

Competitions

Exhibitions

Futurist Forum

Industry Forum/
Entrepreneurship
Forum and Startup

Competition

Government Forum/
Autonomous

Technologies and
Their Societal Impact

Forum

ACCAS2016
(Satellite Conf)

Title

AM

PM

Organizers

M Asada M Veloso D Lee D
Nardi

Ricardo Tellez E Cervera

I Gaponov G Palli C May

F Cruz J Baraglia Y Nagai
S Wermter

A Cherubini Y Mezouar
D NavarroAlacron J A C Ramon

H S Park G S Virk S Yang
SC Kang

F Maurelli M Neitz F Kristein
A Claveria A Sanfeliu

Room

204205

203

301

206208

204205

206208

301

RoboCup Tutorial: MultiRobot Autonomy in Robot
Soccer as an Adversarial Domain

Teaching Robotics Through Cloud Simulations

Twisted String Actuation: State of the Art Challenges
and New Applications

Workshop on Bioinspired Social Robot Learning in Home
Scenarios

See Touch and Hear: 2nd Workshop on Multimodal
Sensorbased Robot Control for HRI and Soft
Manipulation

Robot Modularity

Robotics for the Elderlies: Involving Science End Users
and Public Bodies

Workshops and Tuto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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