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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규모로봇축전인 2017 로보

월드가13일부터16일까지나흘간일산

킨텍스전시장에서 스마트인더스트리

스마트라이프!(Smart Industry Smart

Life!)를주제로열린다

올해로 12회째인 로보월드는 국제로

봇산업대전 국제로봇콘테스트 & R비

즈챌린지 국제로봇기술포럼 로봇빅쇼

(제품시연회)등다채로운행사가준비

되어 있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주최하고한국로봇산업협회한국로

봇산업진흥원제어로봇시스템학회 등

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글로벌 모바

일비전(GMV) 글로벌 소재부품산업대

전(IMAC)도 함께 열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번행사의꽃이라고할수있는국제

로봇산업대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6개국150개사가480부스규모로참여

했다 해외 업체들은 15개국에서 41개

부스를마련했다 전시회품목은제조업

용로봇 공장자동화 협동로봇 전문개

인서비스로봇 의료재활로봇 무인기

드론 3D프린팅로봇부품/SW등이다

우선이번전시회에는국내외업체들

이최대 협동로봇관을 구성해협동로봇

과스마트팩토리관련제품을소개한다

국내외 5개국 18개 업체들이 협동로봇

을전시한다 한화테크윈 두산로보틱스

등대기업들이협동로봇을출품 로봇사

업 진출을 본격화했으며 유니버설로봇

리씽크로보틱스 콴타그룹 스모키로보

틱스등해외협동로봇기업들이참가해

세계로봇시장트렌드를제시한다

또한 드론무인기 의료재활 3D프린

터 가상현실 인공지능등로봇연관업

체들이대거참여해최첨단융합전시회

로서의위상을높인다로봇빅쇼도관심

을끈다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대상

11개사 약 20종의 로봇 제품 시연회와

체험부스가마련돼관람객들이즐길수

있다

이번전시회는글로벌대표로봇전시

회로서위상을강화했다 전시회기간동

안51개국해외초청바이어300명을포

함해 2천명의 바이어가 행사장을 방문

해활발한상담활동을벌인다로봇산업

협회는코트라킨텍스와공동으로합동

수출상담회를개최글로벌상담활동에

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글로벌모바일비전(GMV) 글로벌소재

부품산업대전(IMAC)이 함께 열리면서

전후방 관련 산업의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참여해 참가업체와 바이어간구매

상담이활발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실

질적인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해로봇 마켓플레이스 역할을수행

하게된다전국산업단지공단및테크노

파크입주기업 구매담당자도 대거초청

해실거래확대를유도하게된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국제로봇관련

단체관계자들도 참석해 로보월드를더

욱빛낸다러시아로봇협회비탈리네델

스키 회장 싱가포르자동화협회 올리버

티엔 회장 말레이시아로봇협회 이쉬칸

다르회장프랑스이노에코캐서린시몽

회장등이개막식에참석하고국내로봇

산업관계자들과만남의시간을갖는다

로보월드 행사 기간에는 부대행사와

컨퍼런스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신제품

런칭쇼 대전 로봇기업 수출 상담회 로

봇경쟁력분석과제워크숍 개인지원로

봇표준및인증세미나로봇윤리토론대

회등이열린다

세계주요로봇기업CEO초청강연도

예정되어있다스위스 F&P로보틱스프

루 한스 루돌프(Fruh Hans Rudolf) 대

표를비롯해한화테크윈신현우대표고

려대송재복교수 두산로보틱스장준현

CTO등이 4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

는스마트제조(협동로봇) 발전 전망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제4차산업혁명위원회를발족할

예정이어서그 어느 때보다 로봇산업에

대한관심이높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의 위상과

전망에대해살펴볼수있는좋은기회가

될것으로보인다

4차산업혁명시대를위한로보틱스혁

신과관련해수준높은인사이트를얻을수

있는특별강연도마련되어있다일본ZM

P의타니구치히사시대표가자동운전기

술의 응용에 대해 국민대김정하교수가

무인차량기술의미래에대해발표한다

제4회 글로벌 로봇비즈니스 포럼과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주최하는 국제

로봇기술포럼도 새로운 기술 흐름을 파

악할수있는기회의장이될것으로기대

를모으고있다국제로봇기술포럼에선이

스라엘로봇전문가들이참석해로봇기술

현황을소개하고우리나라와이스라엘간

협력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로봇기업들의채용형인턴십설명회

도열려로봇기업취업을원하는사람들

에게취업정보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전시회 기간동안에는 국제로봇콘테

스트(IRC)와 R비즈 챌린지가 14일부

터 16일까지 열린다 국제로봇콘테스트

에는 10여개 국가 약 5천여명의 참가자

들이자체제작한로봇을이용해38개종

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에어스포츠경진

대회휴머노이드로봇스포츠대회지능

형 SoC 로봇워 창작 로봇 경진대회 한

국오픈로봇마라톤 스팀컵(STEAM CU

P) 등이 열린다 '인간 로봇 더 나은 미

래 인간과로봇의공존'이라는슬로건을

주제로다양한연계종목이운영된다 이

외에도 평창올림픽 스키로봇챌린지 홍

보부스운영등 VR 체험 스킨프린터등

다양한부대행사가마련되어있다

올해로12회를맞은로보월드는4차산

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우리의생활속

으로 파고들고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큰흐름을읽을수있는국제로봇전시회

로확실하게자리매김할전망이다

세계3대로봇축제중하나인 2017로보월드가 9월13일부터16일까지일산킨텍스에서열린다사진은 2016로보월드행사장전경

국내 최대 로봇축전 2017 로보월드

13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로봇AI 큰 흐름보여준다

Smart Industry Smar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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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월드는국내최대규모의국제로봇전시회

로 로봇을대중에게알려관련산업을창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2006년 처음 개최

됐다

다른로봇관련이벤트와달리전시회 경진대

회 학술대회가어우러진통합로봇전문행사다

단순한학술대회나경진대회에서벗어나실질적

인비즈니스기회를찾을수있도록했다 로보월

드는산업화초기단계인로봇시장을선제적으로

창출해 세계 로봇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로보월드가시작되기전국내로봇산업은매우

열악한수준이었다 지난 1978년 현대자동차 울

산공장에일본토요타의다용접로봇이처음으로

도입됐다 1980~90년대에는 정부 지원 없이 산

학 자체적으로 국산 로봇의 연구개발이 이뤄졌

다 1997년 IMF 위기로 LS산전 대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로봇 연구개발을 중단해 한때 큰 위

기를맞기도했다

2001년부터는 정통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로봇활용 R&D 및 지능형 로봇지원을 시작했다

특히 2003년정부가로봇산업을 10대차세대성

장 동력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정부 지원이 규모

화체계화됐다 이를 계기로 2005년에는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이 수립되고 R&D 수

요창출기반조성등을담당할산자부로봇팀이발

족했다 또2010년 6월로봇산업을체계적으로육

성하기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각

부처(국토부문체부국방부등)의협력아래 2011

년부터대규모로봇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이 발표

한분석보고서에따르면지난 2009년부터 2016

년까지지능형로봇분야에대한정부의R&D투

자는 1조 115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7%씩 성장한수치다 과제

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09년 183개

에불과했던정부 R&D 과제는지난 2015년 600

개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732개에 달했다

로봇적용산업분야별 R&D 투자를보면제조업

(239%2660억원) 의료/재활(207%2311억원)

국방사회안전/건설(196%2182억원) 중심으로

투자가이뤄졌다

문재인정부들어로봇산업은새로운전환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설립되면서정부는인공지능 로봇 3D프

린팅등산업을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하겠다는

계획을세워놓고있다 또한로봇기본법제정논

의도 이뤄지고 있어 올해 로봇산업에 큰 변화가

일것으로예상된다

존경하는 로보월드 참가기업 관계

자참관객여러분국내외로봇산업의

수요창출과저변확대를위한로봇마켓

플레이스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17 로보월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

습니다

지난2006년에3개국80개참가기업

으로 시작한 로보월드가 이제는 16개

국 151개사 480부스규모 세계 3대로

봇전문전시회로성장하는것을보면서

로보월드전시회주관기관장으로서매

우기쁘게생각합니다

최근들어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

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가 전세계

적인화두가되고있습니다금년로보

월드는이러한 4차산업혁명시대의스

마트팩토리를리딩하는국제전시회로

거듭나기를바라는바입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화두가되고있는협동로봇관련국내외

18개사가로보월드에참가합니다금년

신규로로봇사업에진출한한화테크윈

두산로보틱스등국내유수의기업이외

에도 유니버설 로봇 리씽크로보틱스

스모키로보틱스등해외주요로봇기업

이신기술신제품을전시합니다

이외에도드론 의료재활 3D프린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로봇 융합산업

에 대한 전시를 통한 로봇융합시대의

비전을제시할것입니다

또한 이번 로보월드에서는 우리 협

회 코트라 킨텍스가 합동수출상담회

를 개최하여 실구매력이 있는 51개국

300여명의해외진성바이어참가로인

한출품업체의비즈니스도활성화될것

으로보입니다

특히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글로

벌모바일비전등유관전시회동시개최

로 인해 2천여명의 바이어와 7만명의

관람객을공유함으로써이번로보월드

는 과거 어느 해보다 더욱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로보월드키노트스피치와명사초청

특별강연을통해 4차산업시대주요산

업으로부각되고있는로봇산업에대해

스마트제조특히제조환경에서협동로

봇 등장의 의미 자율주행기술과 로봇

과의 접목이 만들어낼 우리 미래에 대

해이야기할것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개최되는 로보월드

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함께

미래로봇산업의모티브를발견하는의

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로

보월드와함께해서좋은성과거두시고

여러분들의사업에무궁한발전과건승

을기원합니다

로봇융합시대비전제시

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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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를맞이하게된2017로보월

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지면을통해 로보월드준비에참여

해 주신 산학연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 1월다보스포럼에서 4차산

업혁명을 토론하였고 이어서 2016년

3월에는구글알파고와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는

지금 로봇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

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세계로봇

시장은최근5년간연평균13%의성장

세를보이고있으며 최근세계적인경

영컨설팅회사인보스턴컨설팅그룹이

2025년까지의 세계 로봇시장 규모를

당초예측한 670억달러에서 870억달

러로상향발표하는등향후로봇산업

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예상됩니다

로봇월드의시초는서울코엑스에서

2006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전시

회 경진대회 학술대회를 통합한 행사

로서 정부의 10대 신성장동력기술육

성정책의일환으로당시산업자원부가

전국에산재되었던각종로봇행사를통

합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공동주관기

관으로 당시 로보틱스연구조합(현 한

국로봇산업협회) 로봇종합지원센터

(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자동

화시스템공학회(현 제어로봇시스템

학회)가 참여한 이래 매년 개최되었습

니다

로보월드는매년발전된모습을거

듭하고 점점 규모를 확대하여 이제 명

실 공히 세계적인 로봇축제로 발돋움

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격 상용화가 이뤄지

고있는 협동로봇특별관이만들어지

고많은로봇기업들이대거참여한다고

하니 로봇의현재와미래를직접눈으

로확인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입

니다

앞으로 로보월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로봇기술로 더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동시에

국가도성장해나가는데최선의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

래가 보다 여유롭고 행복해지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 학회는 앞장설 것

이며 로보월드 관계자분들도 큰 역할

을해주시기바랍니다

2017 로보월드가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

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여유로운미래를위한준비

조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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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최대로봇축제인 2017 로

보월드의개막을진심으로축하합니다

바야흐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날을 4차 산업혁명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핵심산업으로로봇산

업이부상하고있습니다

이러한흐름속에서올해에는그어느

때보다많은로봇제품들이출시되고있

습니다 감성로봇(소셜로봇) 교육로봇

의료재활로봇협동로봇등눈여겨볼만

한로봇들이많이출시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용 로봇 활용이 자동차

산업에서식품신발등다양한중소제조

현장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습니다이

를반영하여올해전시장에서는글로벌

최대규모의협동로봇관이운영됩니다

이를통해미래제조산업의로봇활용현

주소를볼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보월드의

공동주관기관으로서 시장창출형 로봇

보급사업 홍보관을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운영합니다 홍보관에서는 대

형 시연장을 설치하여 매일 제품 시연

회를 개최하고 각 업체별 체험형 부스

를 운영하는 로봇빅쇼가 펼쳐집니다

현장에 오시면 로봇의 활용을 직접 체

험할수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12회째 열리는 국제로

봇콘테스트&R비즈챌린지는 국내 최

대의로봇경진대회로 9월 14일부터 3

일간 17개대회38개종목에5천여명이

참가합니다 대회장에 오시면 미래 로

봇산업을이끌어나갈주역들의열정을

만나볼수있을것입니다그리고경진

대회장내에설치된홍보부스에서는평

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열리는 스키

로봇 챌린지 경기에 참여하는 로봇과

시연을보실수있습니다

로봇산업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산업으로앞으로도많은투자와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진흥원은 인

간 로봇 더나은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로봇산업진흥기관이라는새

로운비전아래2022년까지 누적50조

원시장창출강소형로봇전문기업300

개육성로봇전문인력1만명양성이라

는중점추진목표를수립하여4차산업

혁명을준비하고있습니다진흥원은로

봇산업의발전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

며이에국민여러분들의로봇산업에대

한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2017 로보월드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로봇산업의현재와미래를경험하시길

바라며 모든국민이즐길수있는로봇

축제의장이되길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핵심

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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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출범과함께4차산업혁명위원회가설립되면서로봇산업은새로운전환기를맞고있다사진은우리로봇

기술을세계에알린 휴보

2003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정부 R&D투자 2009년부터 7년간年 27% 확대

2017 로보월드 계기로 돌아본 국내 로봇산업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제조용 로봇 주요 출품업체

민트로봇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인 비용

으로제조용로봇을구비할수있도록가격대비성

능이뛰어난제조로봇을공급하는로봇및산업자

동화시스템전문기업이다설립3년차스타트업으

로로봇분야연구개발에전문성을갖고있으며공

간활용이나처리속도면에서우위를보이

는다관절로봇을주력으로삼고있다

고가의 외산 로봇으로 인해 국내 중소

기업들이 로봇 도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

고있는현실을감안해핵심부품을자체

개발하면서로봇시스템과플랫폼의대중

화를꾀하고있다

이가운데병렬구동을활용한중공(中

空) 관절 모듈 '할로인트(Holloint)'는 가

장 주목받는 제품이다 우수한 성능과 경

쟁력있는가격으로외산과비교해도전혀

손색이없다는반응을얻고있다 국내로

봇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것은

물론 중소기업 제조 자동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평가도나온다

민트로봇의모토는첫째도 둘째도 Co

stEffect이다 중소기업이 로봇을 활용

해생산성을높이고싶어도높은장비가

격과 까다로운 취급 방법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

우를많이봤기때문에이부분에주안점을두고

있다 할로인트 이외에도 로봇 다관절 플랫폼인

MR6도좋은반응을얻고있다

강형석민트로봇대표는 자체 개발한제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국산 부품과 로봇에 대한 신뢰

도가높아지고있다며국산개발품의대외신뢰

도를더욱높이기위해정부지원과사회적관심

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번 로보월드 전시회에 참가한 티

이에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진공

이송로봇전문업체이다 진공이송로

봇은 고온 진공상태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을자동이동시키는시스템으로진

공장비핵심요소다

이동과정에서흔들림이나처짐이없

고파티클발생을최소화해야하기때문

이다 특히 패널 크기가 커질수록 높은

기술력이요구된다그동안이분야시장

은일본기업이장악해왔으나대형진공

로봇의 국산화로 미국 일

본 중국 등에 수출하면서

이제외국산로봇과대등한

경쟁을펼치고있다

티이에스는2015년10세

대 LCD용진공이송로봇에

이어2016년 OLED용로봇

개발을마치고양산에들어

갔다 수년간의연구개발로

설계구조를 단순화하고 내

구성을 높이는데 주력했으

며향상된제어프로그램으

로안정성까지크게높였다

이번 로보월드에서는자

체 개발한 진공 이송 로봇

을 비롯해 유니버설 로봇

일본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ZMP의 물

류로봇 캐리로 교육용 플랫폼 로보카

등 다양한 제품을 출품한다 이 가운데

캐리로는화물운반에사용하는손수레

에로봇기술을적용해짐의무게를경

감해주고지정된영역을자율적으로이

동하는특징을갖고있다

함께선보이는로보카 1/10은 ZMP

가 자율주행 차량의 연구개발을 지원

하기 위해 자동차 실물 10분의 1 크기

로 개발한 플랫폼이다 온보드 개발지

원 디스크 용량 확장 최신 와이파이

지원 기능이 있으며 CPU보드 적외선

센서자이로스코프가속도센서카메

라엔코더등을갖추고있다

진공이송로봇안정성크게높여

티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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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활용뛰어난 다관절 주력

민트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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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모터는이번로보월드행사에

서 델타 로봇과 서보 시스템을 선보인

다 100여종의 델타 로봇이 준비돼 어

떤 용도든 맞춤형 모델이 가능하며 이

미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어

기와도연동가능하다

GMC 마이크로PLC 등 하이젠모터

제어기 등을 비롯해 업종과 사용 난이

도에 맞춰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해

보일예정이다

하이젠모터의 강점은 1963년 LG전

자의 사업부로 출

범한후지난반세

기이상모터사업

에 집중해왔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R&D 투자를통해

서보 모터와 서보

드라이브 모션제

어기등제품에대

한 완성도를 높였

으며 지금은 명실

상부한 국제 경쟁

력을 갖췄다고 보

고있다

특히 3상 유도

전동기와 서보 드

라이브모터를동시에생산하는기업으

로는 국내에서 이 회사가 유일하다 인

더스트리 40 본 고장인독일에서개발

된공개형국제통신프로토콜인이더캣

(EtherCat)인증을국내최초로서보드

라이버에획득하기도했다

최근에는 이들 핵심 요소를 접목한

로봇을 신규 출시해 의료 식품 포장

산업등에진출을준비하고있다이를

위해 하이젠 모션&로보틱스 사업부

를신설하는등제조용산업로봇과 SI

분야에새롭게도전하고있다모터전

문 기업에서 강소 로봇 전문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하이젠모터의 비전

이다

100여종델타로봇 만능 구현

하이젠모터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지텍은 자동화 공정을

모색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검토에서부터 제

작 설치시운전고객서비스까지로봇자동화공

정전주기에걸쳐토탈솔루션을제공한다

특히로봇시스템구성을위한주행대차로봇

그리퍼컨베이어등을자체제작해고객이필요

로 하는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노하우

가뛰어나다

3D시뮬레이션을 통한 공

정 검토는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실패 비용을 최소화해

준다

로봇 시스템의 주행대차

는로봇용부가축모터혹은

그외 부가 액추에이터를 이

용한 위치제어용 유닛으로

로봇및기타응용기기의작

업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핵

심장치이다용접장비플라

즈마 커팅 포장 조립 가공

장비도장등다양한자동화

공정에서 응용 가능하며 갠트리 타입 특수공정

용대차등목적에따른대차생산을통해투자비

용대비높은효율을실현하고있다

로봇의애플리케이션을결정짓는로봇핸드기

술로는팔레타이징핸들링전용그리퍼및볼트

체결 자동차브레이크등조립작업을위한핸드

까지제작할수있는기술력을갖췄다

지텍은 비전 2020 하에 2020년까지 매출

300억원 자체 브랜드 구축 해외 매출 달성 등

을 목표로 자동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지향하고있다

투자효율높은 주행대차 주목

지텍

제조 분야에서 20년의 연륜과 노하

우를 갖고 있는 푸른기술은 2012년부

터로봇사업을추진해왔다

2013년고려대지능로봇연구소로부

터로봇팔기술이전을받은이후산업

용 7축 로봇 다중관절 및 시각 지능을

이용한응용시스템을개발

하고취약공정로봇보급사

업에적용했다

이더캣 기반 BLDC 모터

드라이버(400W급) 및 PC

기반로봇제어기개발에이

어올해는국제안전인증규

격을준수한반복정밀도01

mm 가반하중 15kg급의 6

자유도 협동로봇 기술개발

사업을주관하고있다

이번에 출품하는 PRM7

05I는동작의유연성및효

율성을위해인간의팔구조

와 유사한 7축으로 구성돼

있으며관절토크센서를내

장해각관절에작용하는토

크를손쉽게제어할수있다

고효율 소자를 사용하고 로

봇무게를최소화해자중대

비최고의동작하중을구현

했고각관절의토크센서를이용해힘제

어및사용자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했

다 중공형구조를통해외장배선을제

거함으로써인간친화적인슬림구조를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동작면에서도

여유 자유도를 활용한 최적 동작은 물

론 PTP 리니어등다양한모션궤적을

구현한다 이송 적재 검사 머신 핸들

링 조립분재및디버링등다양한산업

현장에적용할수있다

7축 관절로 사람팔 처럼

푸른기술의 PRM7-05I

푸른기술

티이에스의 진공이송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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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모터 델타로봇패키지

지텍로봇이송용주행대차

민트로봇다관절로봇플랫폼 M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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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급성장4차 산업혁명시대 총아

루프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까지 판매되는

산업용 로봇의 34%를 협동 로봇이 차지할 전망

이다 협동로봇은공장에서사람들과함께안전

하게 작업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지난해는 전체

로봇판매의3%에불과했다

협동 로봇은 2만 5000달러에서 4만 5000달

러 정도로 통상 10만 달러가 넘어가는 기존 산

업용 로봇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이로인해

중소기업들도 로봇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있다

이처럼 협동 로봇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자한화테크윈두산로보틱스등대기업들이

협동로봇시장에진출하고있으며푸른기술 뉴

로메카등신규업체들이속속협동로봇시장에

가세하고있는상황이다

산업용 로봇 시장이 크게 증가하지만 로봇 시

장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크게 부

상할전망이다

시장 조사업체인 트랙티카에 따르면 산업

용로봇시장에서비산업용로봇시장으로무게

중심이전환되고있다 유럽 일본등에의해로

봇 시장이 주도되었는데 이제는 개인 지원 로

봇무인항공기(UAV)자율주행자동차등비산

업용로봇시장이확대되고있으며인공지능을

무기로 앞세워 실리콘밸리의 영향력이 확대되

고있다는지적이다

트랙티카는지난2016년310억달러에서오는

2022년 2373억달러규모로로봇산업시장규모

가빠르게확대될것으로예상했다

또 로봇 시장이 비산업용 로봇에 의해 견인될

것으로전망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역시

올해발표한시장예측보고서를통해소비자로

봇시장의급상승으로 2025년 로봇산업시장규

모가종전예측치인670억달러를크게넘어87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했다

급부상하는 협동로봇

오는2025년이면산업용로봇의34%를협동로봇이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산업용로봇은2010년대초반까지보급이크게늘

지않았다하지만지난2010년이후급격한증가세를

보이고있다

전세계산업용로봇실적은지난 2010년 12만

1000대 2011년16만6000대 2012년15만9000대

2013년17만8000대 2014년22만1000대 2015년

25만4000대 2016년29만대 등으로꾸준한성장세

를이어가고있다

제조업근로자1만명당산업용로봇도입실적

을나타내는지표인 로봇밀도(Robot Density)

를보면전세계적으로평균69대에달한다

국가별로 보면한국이 1만명당 로봇 531대를

보유하면서현재 1위를달리고있으며 싱가포르

(398대)와일본(305대)이그뒤를쫒고있다

전세계 산업용 로봇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은

일본이앞선기술력을바탕으로392를차지하고

있으며독일 154% 미국 47% 한국 43% 중국

37%등의순을기록하고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이발표한 '2016 세계로봇

보고서(World Robotics Report 2016)'에따르면

아시아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5년한해만도아시아지역연간로봇판매

량은전년대비 19% 증가한 16만600대로 4년연

속신기록을이어갔다

이보고서에따르면중국은 2013년 이후세계

에서가장큰산업용로봇시장으로호주및뉴질

랜드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했다이어우리나라 24%일본22%대만4

5%태국2%인도13%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수치는아시아와호주에서판매된로봇

의 89%가 2015년에중국한국일본등 3개나라

에집중적으로설치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세계 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2015년 산업용로봇판매대수는 3

만8285만대로전년대비무려 55%나증가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0% 이

상의성장률을보였다산업용로봇판매대수의세

계랭킹은중국에이어2위를차지했다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총 설치대수는 21만

500대로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16%증가했다로봇설치대수

는미국중국일본에이어세계4위를기록했다

산업용로봇의국내생산규모는지난 2015년

총 3만1940대로전년의 2만6800대보다 19% 증

가했다생산된로봇들의 75% 이상이리니어로

봇/직교좌표로봇/직각좌표로봇인것으로나타

났다 로봇의 가치로따지면 4260억원으로 전년

대비배이상증가했다

국내 산업계가 지난해 수입한 로봇은 총 1만

2308대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가치로 환산

하면 7천350억원 규모다 대부분 수입국가는일

본이며 유럽에서도수입이 증가세다 2015년 로

봇수출은 2014년 1만600대에서무려 44%가줄

어든 6000대를기록했다

특기할만한점은국내업체들이수출한산업용

로봇의 78%가리니어로봇/직교좌표로봇/직각

좌표로봇으로주로저가제품이다

애플리케이션별로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패

키징피킹및이동분야로봇이국내산업에서가

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 수요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 자동

차부품업체등이다

국내 시장 현황

IFR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산업용

로봇평균증가율은 13% 수준에달할전망이다

2019년까지140만대이상의산업용로봇이공장

에신규배치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벤처캐피털업체인루프벤처스(Loup Ve

ntures)에따르면2016년글로벌산업용로봇시

장은123억달러로집계됐다

자동차노트북및식기세척기등대부분의기

기를만드는데로봇이광범위하게활용되면서시

장이점점확대되고 있다

루프는올해전세계산업용로봇시장이지난해

보다13%증가한140억달러(약 16조 1140억원)

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판매량으로는

20%이상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

2025년에이르면산업용로봇시장은338억달

러(약 39조원)로성장 2016년대비 27배에이를

전망이다특히이성장을견인하는것은전통적인

제조로봇이아닌협동로봇이될것으로보인다

IFR에따르면 2019년까지전세계에공급되는

산업용로봇의약 40%가중국에설치될것이며

한국 일본 대만및기타동남아국가등모든아

시아 시장에서 로봇 설치 대수는 지속적으로 성

장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 시장 전망

세계수출日 40%로 1위한국은 43%

설치대수美中日 이어세계 4위

앞으로 2년간 140만대이상신규배치

가격저렴해中企로적극도입시장급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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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텍코리아는전세계첨단로봇업체와파트

너십을맺고다양한로봇판매와제조 그리고로

봇운영체제(ROS)를기반으로한첨단로봇산업

지원과서비스에주력하고있다

미국의페치로보틱스 리씽크로보틱스 스모

키로보틱스는물론캐나다클리어패스로보틱스

와키노바로보틱스 유럽의샤도우로보틱스 로

봇닉 스탠리 이노베이션등이가

이텍코리아의파트너로봇업체들

이다이와함께터틀봇의제조라

이센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시

아 ROS에대한교육및마케팅에

도주력하고있다

이번 로보월드에 출품하는 제

품은 미국 스모키 로보틱스의 오

보i5(AUBOi5)와 리씽크의 박

스터및소이어협동로봇이다오

보i5는첨단기술과사용자친화

적 설계가 결합된 협동로봇으로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다 관절간 통신은 CAN 버스

통신을 사용해 로봇을 3~7 자유

도로구성할수있다이모듈식설계로사용목적

에따라링크수와조인트사이의길이를변경할

수있다조립포장용접픽앤플레이스검사기

계관리 연구개발등다양한영역에서적용가능

하다

로드니브룩스가창업한리싱크로보틱스의박

스터 및 소이어는 협동 로봇의 대표주자로 꼽힌

다 사람과같은공간에서안전하게작업할수있

고손쉬운설치 저렴한가격으로중소기업도적

합하다평범한근로자라면누구나1시간내에박

스터작동법을숙지할수있다

한화테크윈은 40여년간 쌓은 정밀

기계 가공기술과 제어기술 영상 분석

및 SW 기술과 더불어 무인 감시 경계

로봇 자율주행차량등다양한로봇관

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협

동로봇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한화테크윈이 가장 먼저 출시한 HC

R5는 6축 다관절로봇으로작업반경

915mm반복정밀001m가반중량5k

g의 협동 로봇이다 안전성 사용 편리

성유연성등3가지가장점으로꼽힌다

안전문제는 기존 산업용 로봇과 가

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HCR은 외부

충격을감지하면정지하는충돌감지기

능을탑재하고있다 사전설정된힘이

상이 느껴지면 로봇은 그 즉시 동작을

정지하기때문에작업자의안전을보장

한다

특히 제어기 이중화 설계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 ISO 138491의 PLD

단계수준으로인증을취득했다

이와 함께 아이콘 기반의 직관적인

사용자인터페이스로마치스마트폰앱

을사용하듯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

는편리성을갖췄다 간단한 UI외에도

다이렉트 티칭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이동할 점을 찍어 로봇이 최적의 궤적

으로움직이게하는포인트투포인트

(PointoPoint) 티칭과 사용자가 로

봇을직접잡고움직인로봇의궤적및

속도를 그대로 기억시키는 경로 기록

(Path Recording)방식이있다

이밖에 다품종 소량생산 추세에 맞

게생산유연성을지원한다 중량이 20

kg으로 별도 도구없이도 이동과 설치

가가능하고제어기한대로두대의로

봇을운영할수있는것이큰장점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한화테크윈의 2D 3D비전시스템은 H

CR5에손쉽게장착할수있다

정밀기계 40년 노하우로 철벽안전

한화테크윈

美스모키리씽크첨단제품공개

가이텍코리아

가이텍코리아가 선보이는 리씽크 협동 로봇 박스터(오른쪽)와 소이어

한화테크윈 협동 로봇 HCR-5

일진메카닉스는 테크맨로봇(TM)사의 국내 공

식대리점으로 TM로봇의국내시장판매및기술

지원을총괄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

하기위해토탈공장자동화솔루션제공및

협동로봇산업선두주자로부상한다는비

전을갖고있다

TM로봇은협동로봇및비전기술분야

전문업체로 지난해 8월 TM로봇 첫 런칭

이후 100여명의 현장 전문가와 150여명

의 R&D센터 연구원들이 자동화 솔루션

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TM의목표는

로봇을스마트폰처럼대중화하고모든산

업현장의자동화를현실화하는것이다

이번에출품하는제품은 TM5700과 T

M5900으로 첨단 비전시스템이 내장돼

있다사용자경험을토대로설계된TM로

봇 핸드가이드 티칭 기능이 있어 다른 로

봇보다더욱간편하게사용할수있다각

관절의모든포즈와포인트를핸드가이드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

이장점이다

이와함께혁신적인사용자인터페이스

인 TM플로우는코딩에관한고민을줄여준다 H

MI기반그래픽플로우차트를통해산업용로봇

코딩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있다이밖에TM로봇은협동로봇에대한 ISO

10218 인간로봇 협력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

며 로봇과 충돌시 자동으로 정지하기 때문에 안

전하다

로봇관절포즈변경자유자재

일진메카닉스

일진메카닉스 TM-5 협동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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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월드 전시회에 참가한 로보스

타는 20년이상로봇관련연구개발및

제조를 진행해온 제조용 로봇 전문업

체다

10여년간 LG산전(현 LS산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개발 했던 엔지니어들

이 1999년독립해국내로봇스타트업

의맏형격으로볼수있다

로보스타의주요제품으로는직각좌

표 로봇(클린) 리니어 로봇 수평다관

절 로봇(스카라) 데스크탑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 컨

트롤러 글라스

반송용 로봇 웨

이퍼반송용 로

봇 진공로봇 정

밀 스테이지 등

풍부한라인업을

갖췄다 로보월

드 행사에서 이

들 다양한 로봇

제품군의성능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로보

스타는 제조용

로봇을중심으로

자동화장비사업

으로영역을확대하고있다종전의제

조용 로봇기술(H/W S/W)을 활용한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제품군 확대는 물론 FPD장

비 IT부품 제조장비 반도체 장비 등

자동화 장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

획이다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고객 만족

을최우선시하는경영방침으로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 제

조용로봇분야선두주자를넘어글로벌

톱5 실현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있다

자회사로는 로보스타 상하이 로보스

타에스앤씨 로보메디등이있다

20년 경륜로봇스타트업의맏형

로보스타

로보스타 양팔 협동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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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메카는 산업용 필드 버스를 기

반으로 한 임베디드 로봇 컨트롤러 분

야의전문업체이다

2013년 설립된 뉴로메카는 IoT 및

로봇 기술을 통합해 스마트 로봇/스마

트 공장용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필드버스를 기

반으로 한 실시간 임베디드 로봇 제어

기 제어 소프트웨어 IoT 오픈 하드웨

어 기반 임베디드 센서 및 게이트웨이

등이 있다 뉴로메카는 이번 전시회에

서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개발한협동로봇

인디(Indy) 시리즈를 선보

인다

인디시리즈는 2016년

연구용 플랫폼인 인디RP

를시작으로올해 3월산업

용 플랫폼인 인디 3/5/10

모델을 잇달아 선보였다

가장 최근에는 SW 프레임

워크 20이적용된인디7이

출시됐다

인디 프레임워크 20은

더욱향상된제어알고리즘

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안정

성이좋아진 3차원공간임

피던스 제어 기구학적 특이점 근처의

강력한 작업공간 제어 학습 알고리즘

기반 충돌 감지와 중력 보상 파라미터

측정등이구현됐다

이와함께블렌딩처리된관절및작

업 공간의 경로를 생성해주고 시간동

기화 처리 다차원 사다리꼴 경로를 보

여주는 새로운 경로 생성 알고리즘도

내장됐다 이외에 HRI 인터페이스 개

선 및 로봇 모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강화도이뤄졌다

미쯔비시 LS메카피온등의상용 PL

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PLC오픈마

스터통합등원활한시스템통합을구

현해준다

기술경험집약 인디시리즈 출품

뉴로메카

뉴로메카 협동로봇 인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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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포보코리아는이번로보월드행사에서마우

스와키보드없이코딩가능한모듈러로봇블록

신제품팀보(TIMBO)를선보인다

팀보는 TUI를적용한모듈형로봇으로 TUI는

실감형인터페이스(Tangible User Interface)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코딩은 모니터를 보면서 키

보드로입력해로봇에명령을내리지만TUI는로

봇블록을조립한후버튼을누르

고 움직이면 그 동작을 기억했다

가기억된동작을재생할수있도

록도와주는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어린 친구들도 로봇 블

록으로 사슴을 만들고 그 사슴을

네발로걷게할수있다

팀보는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

는 기본원리인 피보나치 비율로

설계돼 자연계 동식물을 표현하

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바퀴 회

전 날개 등을 활용하면 자동차

비행기등과같은작품들도손쉽

게 표현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

인 블록들은 모션 블록 퀸 블록

센서블록이다모션블록은다른블록들과연계

하여 동작을 기억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블록이

며 퀸 블록은여러개의 모션블록과 연계해동

작입력시모션블록들이동작을그대로따라하

게할수있다

마지막으로빛 거리 소리등을감지하는센서

블록들은버튼을누르면당시의빛거리소리등

을기억해그환경이주어졌을때모션퀸블록등

으로기억된동작을재생할수있다 토포보코리

아는이제품과관련해여러건의국내외특허를

등록및출원중이다

라이프앤사이언스가선보이는 로보토리프리

셀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 단위인 세

포의 근본원리와 본질을 과학 로봇에 담아낸 제

품이다

로보토리는 놀이와 학습으로 코딩과 STEAM

교육을습득할수있는과학적메커니즘을채택

하고있다프리셀은다양한모양의컬러기능을

통해창의력사고력사회성을길러주고과학적

원리를이해하는데도움

을주는창의융합블럭이

다

정사각 기둥 구조물의

뼈대가 되는 헤비셀 헤

비셀의 1/2 두께의 라이

트셀 연결 상태의 다양

성을 부여하는 특수셀을

기본으로 하고 연결축

연결잭 기어 바퀴 모터

메인보드 센서 리모컨

건전지케이스등으로이

뤄져있다

22개의기본셀과23개

의 동작 지원셀로 분류되며 13가지의 다양한 컬

러를지원하는등총 150가지 종류가있다 프리

셀의가장큰조형적특징은블록이맞춰지는돌

기부분을 8각형으로디자인한점이다 8각돌기

는프리셀이조립되었을때매우견고할뿐아니

라 움직임을 위한 확장성까지 뛰어나다 볼트나

너트의 조립없이도 분리 조립을 효율적으로 할

수있는점이특허로도인정받았다

현재 150개의 프리셀을활용한 40개 로보토리

제품이생산되어판매중이다제품은크게4가지단

계(Make Play Code Eudcation)로 구분되며 6

세부터15세까지를메인수요층으로보고있다

놀면서배우는세포의근본원리

라이프앤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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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없이코딩하는모듈러로봇

토포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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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퓨처로봇은

2017 로보월드에서 신제품 커머스봇

퓨로데스크를공개한다

퓨로데스크는클라우드인공지능과

전자결제솔루션을결합한서비스로봇

으로 카페나 식당 상점에서 무인으로

주문을 받거나 인기 메뉴 추천이 가능

한대화형로봇이다 고객인식을통해

인터랙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시

스템과연동하면효율적인고객관리가

가능하다

퓨처로봇은

글로벌시장에서

검증받은기술력

과 경험을 바탕

으로 새로운 시

장개척에 적극

나선다는방침이

다 최근 패스트

푸드 업계를 중

심으로급속도로

확산 중인 무인

결제시스템분야

에 고객인식과

접견 인터랙션

서비스가가능한

퓨로데스크의

쓰임새가확산될 것으로기대하고있

다

로보월드관람객들은퓨처로봇부스

에서평창올림픽공식통역안내로봇인

퓨로의업그레이드된기능과함께신제

품퓨로데스크의핵심서비스를체험할

수있다

퓨처로봇 송세경 대표는 4차 산업

혁명의 글로벌 흐름 속에 로봇 기업들

이제대로경쟁하기위해서는틈새시장

공략과 혁신 기술 핵심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다며 올해로보월드행사를통

해전문성과대중성을함께어필할것

이라고밝혔다

급팽창무인결제시스템정조준

퓨처로봇

알에프는지능형유리창청소로봇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으로 내수는 물론

세계시장을겨냥한움직임도활발하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유리창 양면 부

착방식의유리창청소로봇윈도우메이

트(WINDOWMATE)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성공한제품으로주목받고있

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시장 선도국인

일본시장을시작으로본격적인납품이

시작됐으며유럽 아시아북미등글로

벌 무대에서도 호평

받고있다

올해 로보월드 전

시회에 출품하는 제

품은 크게 3가지다

WM 1001 시리즈는

영구 자석을 이용한

유리창 양면 부착방

식지능형청소로봇

으로자력조절기능

전용세제분사및초

극세사 회전 초기

위치인식기능등을

갖추고있다 리모컨

을이용한기능조절

도가능하다

WM1000 시리즈

는 지능형 유리창 청소로봇 보급형 버

전으로사용자편의성은높이고가격은

낮춘 신제품이다 버튼 하나로 동작해

사용하기 쉽고 초음파 센서를 통해 효

율적인 이동패턴을 지원한다 배터리

교체방식을채택하고있다

홍보전용 유닛의 경우 유리창에 부

착되어 움직이는 제품 특성을 활용한

상가전용홍보유닛이다 외부에노출

된아웃유닉커버에 LED가적용된시

트삽입형광고패널적용이가능하다

프랜차이즈매장과쇼윈도우매장에적

합하다 모서리 청소 기능을 강화했다

CES 2017혁신상을수상했다

혁신적양면유리창청소로봇

알에프

1988년 3월설립된유진로봇은국내

서비스로봇대표주자로입지를굳히고

있다 청소 로봇 교육 로봇 등 가정용

로봇은물론 IoT물류배송서비스로봇

등으로영역을확대하고있다

유진로봇이 2017 로보월드에서 선

보이는 제품은 공항과 호텔 등에서 배

송 서비스를 해주는 물류 배송 서비스

로봇 고카트의상용화버전이다또주

력상품인 아이클레보오메가 청소로

봇과 키덜트를 대상으로 출시한 아이

클레보아이언맨 아이클레보스타

워즈제품도함께출품한다

고카트(GoC

art)는자율주행

기능과 공간 분

석을 통해 목적

지로 정확한 배

송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물류 배송 시스

템이다 추가적

인 구조물 설치

가 필요없어 공

항과 같은 넓은

공간뿐 아니라

양로 시설과 같

이폭이좁은공간에서도활용할수있

다엘리베이터를통한층간이동 자동

문연동등에도제약이없다 고카트는

이미뉴질랜드오클랜드대학에서캠퍼

스내우편물과소포배달및수거에활

용되고있다

아이클레보 오메가는 프리미엄 로

봇청소기로10년이상사용가능한BL

DC(Brushless DC) 모터를 탑재해 기

존 제품 대비 110배 강해진 흡입력을

자랑한다

집안먼지뿐아니라반려동물의털

사료 흡입에도 성능이 탁월하다 아이

클레보아이언맨과 아이클레보스타

워즈는영화속인기캐릭터인마블아

이언맨과스타워즈알투디투컨셉디자

인을적용한 콜라보제품이다

청소로봇과영화캐릭터콜라보

유진로봇 청소로봇 아이클레보-아이언맨(왼쪽)과 스타워즈

유진로봇

라이프앤사이언스 7세이상 창의융합블럭 로보토리 샐리(C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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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로봇의 퓨로 데스크 알에프 유리창 청소로봇 윈도우 메이트

토포보코리아 모듈형 로봇 블록 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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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MDS(구 MDS테크놀로지)가 2017 로보

월드에로봇AI 서비스서버플랫폼을처음선보

인다한컴MDS의로봇AI서비스서버플랫폼(RS

SP Robot AI Service Server Platform)은 여러

기종의 서비스 로봇을 제어하고 사용자가 로봇

용콘텐츠를쉽게작성 배포할수있는플랫폼이

다 이를 통해 로봇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들은

맞춤형로봇서비스를개발할수있다

한컴MDS의RSSP는빅데이터및다양한인공

지능(AI) 기능과연동하여스스로학습하고진화

하는지능형대화서비스를제공한다 주변환경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IoT

플랫폼과도연동된다

또한고객이직접서비스시나리오를구현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로봇 콘텐츠 에디터도 제공한

다 앱스트리밍 서버에 연동되므로 로봇이 변경

되더라도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한컴MDS는 이번 전시회에서 RSSP가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시연한다 전시장

관람객들이즉석사진인화쿠폰인쇄제품안내

및주문통역등다양한서비스기능을체험할수

있는로봇국어영어동화책등을읽어주는교육

로봇스마트홈구현을위한IoT플랫폼및기기와

연동되는로봇등이다

특히 한컴MDS의 통역 로봇은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방문한외국인들의안내를담

당하며활약할예정이다

한컴MDS는올해홍보/안내서비스로봇을시

작으로 플랫폼의 기능을 점차 고도화하고 서비

스영역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다가오는2018

년까지교육및헬스케어로봇서비스개발을완

료하고 이외에도 실내물류 경비/안전 가사 및

여가지원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

스영역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에스오에스랩은 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 학

생 4명이모여설립한 GIST 학생 창업기업이다

이제 창업 1년차 스타트업회사이지만창업멤버

모두광계측센서분야에다년간의연구개발을통

한노하우및기반기술을가지고있어 짧은시간

에상용제품에근접한시제품개발을완료했다

현재까지개발된라이다(Lidar)센서(5m급장

애물회피용라이다 30m급범용라이다)는드론

및로봇산업뿐만아니라안전보안등다양한용

도로적용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실제산업

체에서관련수요가있는상황이다

최종목표인자율주행차량(SelfDriving Car)

적용을 위한 라이다는 최대 측정 거리 200m 이

상측정속도25fps 측정영역120°(H)X20° (V)

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최종시제품개발이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강한햇빛온도안개비등다양한환경에서

도 강인하고 신뢰성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

는 알고리즘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며 소형화

및 저가형 양산 제품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중이다자율주행차량뿐만아니라 4차산

업용 센서 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미국(QUANERGY $1345M)과

이스라엘(INNOVIZ $17M)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유치한자율주행차량용라이다스타트업

회사들이많이생기고있다

에스오에스랩도 미국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경쟁할만한기술력과팀원 실행력이있는팀으

로 앞으로 글로벌 라이다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라이다분야글로벌강자겨냥

에스오에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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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동해스스로학습진화

한컴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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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로보는생활속의로봇을꿈꾸는

벤처기업으로 센서 액추에이터등의

로보틱스 기반 기능들을 모두 모듈화

하고사용자가모듈을조합하여원하는

제품을만드는형태의 'Robotics of Th

ings' 마이크로 OS(운영체제)를 탑재

한모듈기반로보틱스플랫폼을공급하

는회사이다

럭스로보가개발한 모디(MODI)는

이용자가LED스피커 적외선마이크

모터중력센서등여러기능을가진모

듈을직관적인그래픽

기반코딩소프트웨어

로 쉽게 코딩해 이용

자가원하는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로봇 플

랫폼이다 MODI는

높은 완성도와 쉬운

사용법으로일반사용

자뿐 아니라 영국 및

두바이 등 글로벌 시

장에서 코딩 교육용

교보재로사용되고있

다 아시아 최대 규모

스타트업대회인애슐

론 2016(Echelon Asi

a Summit 2016) 한국

예선대회에서 1등으로본선에진출해

Top100개기업가운데최종적으로To

p11에뽑힐만큼기술력과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2016년 신용보증기금으

로부터 퍼스트펭귄 업체로 선정되었

다퍼스트펭귄업체란새로운분야에

뛰어들고해당산업분야에서창조적인

아이디어와기술력을바탕으로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전하는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기업을말한다 또한작년한

화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 15억원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카카오브

레인으로부터40억원을공동투자받을

만큼 글로벌 경쟁력 기술력을 평가받

았다

모듈기반로봇플랫폼두각

럭스로보

지난 2004년 설립된 쓰리에스솔루

션은교육용드론토이드론 기상관측

용드론을개발 공급하고있다 올해 5

월미래창조과학부가주최한 제2회미

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에서 장

려상을수상할정도로기술력을인정받

고있다

이회사는지난 2008년R&D부설연

구소를 설립하고 이듬해 HMD(Head

Mounted Display) 개발을 시작으로

드론(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무선

기기)에 이르기까지 본격적 연구개발

을 통해 7년간의 꾸준한 연구 및 분석

수백만 번의 실전 테스트를 거쳐 완성

도 높은 토이드론 아토티(ATOT)를

출시했다

토이드론 아

토티는 8세 이

상이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조작이 가능한

완구용 드론이

다 리모트 컨트

롤러 없이 스마

트폰 어플로 제

어가 가능하기

에 한편으론 미

세한 조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구

심을가질수있지만 고속비행과섬세

함을 위한 컨트롤보다 안정성과 쉬운

조작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완구

에초점을맞춘드론이다

또한 2m 고도제한설정으로실외뿐

만아니라실내에서도안정적으로비행

이가능해드론입문용으로안성맞춤이

다고가의드론에서나사용되는초음파

센서와옵티컬플로우센서를적용해별

도의컨트롤없이도고도(높이)와비행

위치를유지하는등자동호버링이가능

하다는점도장점이다

비행방법으로는사용자가직접조작

이 가능한 터치모드와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자이로 센서(기울기)를 이용

한 모션모드 기초적인음성인식을통

한 보이스모드 등 3가지 비행모드를

제공한다

토이드론 아토티 완성도높아

쓰리에스솔루션

한국전자인증의 출자법인인 인공지

능전문기업에이아이브레인(AIBrain)

은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로봇 '타이키

(Tyche) 10'을선보인다타이키 10은

블루투스 (Bluetooth) 무선 통신으로

세계에서생산되는모든스마트폰을지

원한다

타이키의 아바타는 사용자가 직접

얼굴을 꾸밀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으로구성되었으며다양한표정변화와

함께대화내용을직접볼수있다인공

지능기술을활용하여프

로그래밍할수있도록에

이아이브레인의 인공지

능플랫폼을함께탑재하

여다양한분야로응용할

수있다

타이키는 아이들이 친

구처럼같이놀수있도록

개발되었고 다양한아바

타와그에따른목소리변

화 및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나만의인공지능

타이키를만들수있는프

로그램도제공된다

타이키(Tyche)의 나

만의인공지능타이키만

들기 기능은 간단한 터치와 드래깅만

을이용하여이벤트행동 아바타를연

결하여자신만의로봇을특별하게만들

수있다

아울러 타이키는 볼 알아보고 따라

가기얼굴알아보고누구인지이름말

하기 화살표 모양 알아보고 이동하기

아바타 얼굴 터치하는 부위에 따라 표

정바꾸기 놀라거나기분좋을때소리

지르며 음악 들려주기 등 다양한 기능

을기본적으로가지고있다

CES 2014에서AI로봇타이키(Tych

e)로혁신상을수상하였고영국가디언

지는 세계에서가장지능적인스마트폰

로봇으로극찬하였다

아바타연결해나만의로봇제작

에이아이브레인 타이키

에이아이브레인

에스오에스랩 S-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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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로보모듈기반로보틱스플랫폼 모디 쓰리에스솔루션토이드론 아토티

한컴MDS AI 서비스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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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육용 로봇 간판 기업인 로보

로보는 올해도 다양한 제품으로 2017

로보월드전시회에참여한다

메인 상품인 로보키트 시리즈를 비

롯해유아용코딩로봇유아로올해신

규런칭한코딩전용교구 코딩스토리

로보로보의독자적인기술로개발한휴

머노이드로봇 로맨보 수많은경진대

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진대회

로봇최고의히트메이커라인트레이스

로봇 블랙라인 시리즈까지 전시회를

풍성하게꾸밀예정이다

로보로보는 국내 최고의 교육용 로

봇 브랜드를 목표로 다양한 제품 라인

업을확보하고있으며유아부터대학생

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 가능한 제

품보유가가장큰강점이다특히 유아

로는 유아에게도 효율적인 코딩 교육

이가능하도록국내최초로NFC물리코

딩시스템을도입한제품으로관심을자

아낸다기존로봇형태에국한되던제품

에서페이퍼토이방식을접목해보다손

쉬운조립성과로봇의동작성을가미한

코딩스토리도주목받는제품이다

로보로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참

관객을겨냥해영문자료및상담프로

그램을 준비했다 이미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있으며 북

미 유럽 중동 동남아 등으로 진출을

확대중이다

국내최고교육용로봇브랜드지향

로보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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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알티인터내셔널은 로보월드 기간

동안R비즈챌린지의 로케팅대회주

관기업으로참여한다

엠알티인터내셔널은 올해 휴머노이

드라인코어m을출시해해외3개국시

장보급사업을수행하는등활발한마케

팅으로주목받고있으며이번행사에서

도로케팅대회로이목을끌고있다 로

케팅은로봇+마케팅을결합한용어다

엠알티인터내셔널은 최근 말레이시

아쿠알라룸프르에현지파트너와공동

으로 마이로봇타임(MRT)아시아 법

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전략도 본격화

하고있다 동남아시장에로봇판매뿐

아니라프랜차이즈시스템을도입해러

닝센터개설운영교육과교사양성커

리큘럼개발 지역로봇대회개최등을

모색할방침이다 또한 10월터키이스

탄불에서열리는교육기자재전시회에

참가해 아랍어권 10여개국 시장을 총

괄하는현지법인설립도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국제로봇캠

프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센엔젤로주

립대학교수진등이직접주관하는5일

간의 STEM캠프로로봇수학물리천

문 등 다양한 과학주제로 프로젝트 실

습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

서는유치원생부터고등학생까지로봇

과 코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엠알티

의다양한제품군을확인할수있다

로봇+마케팅 로케팅으로눈길

엠알티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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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대학생까지다양한연령대

에 맞는 로봇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로

보티즈는 이번 2017 로보월드 전시회

에서 로보티즈 스마트III 제품을 선보

인다 기존 시리즈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로보티즈스마트III는스마트폰으로

로봇 조종과 프로그래밍을 함께 할 수

있는교육용도구이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로봇을 조립

한 후 스마트폰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것은물론 C언어를한글화해자체개발

한 R+Task라는프로그램을통해손쉽

게프로그래밍을할수있다는점이다

특히조립에그치지않고단계별로다

양한주제의로봇교육과정을제공한다

각단계는12차시의단원으로구성되는

데과학적원리와로봇하드웨어위주의

과정과로봇을동작시키는프로그램학

습과정이포함된다따라서로봇을조립

하면서스피커 모터 센서등과같은각

종로봇장치에대해배울수있을뿐아

니라직접프로그래밍을할수있다

로보티즈스마트III에는흥미로운로

봇들이 많다 스마트폰에 바람을 불면

돌아가는 바람개비 꽃 스마트폰의 기

울기 센서를 이용해 조종하는 레이싱

카귀여운동작으로재롱을부리는강

아지 트랜스포머를 연상케 하는 변신

로봇 등 단계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흥미도배가된다

로봇조립후스마트폰으로조종까지

로보티즈교육용로봇 로보티즈스마트

로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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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알티인터내셔널이올해출시한휴머노이드 라인코어m 로보로보코딩전용교구 코딩스토리

엑소아틀레트아시아는 혁신적인로봇 기술을

이용해하지마비환자를위한외골격로봇을만

드는기업이다

엑소아틀레트는차가운로봇이인간의삶에따

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내비치고있다 인간을위한따뜻한기술

을 슬로건으로 하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로봇

을입고걸을수있게함으로써삶의질을높이고

일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출품하는 제품은 엑소아틀레트I(Ex

oAtletI)로 하지마비환자를위한재활운동과

보행보조를위한외골격로봇이다불완전마비

에서완전마비환자까지사용가능한이외골격

로봇은최적화된보행패턴시스템을통해환자

들의삶의방식을바꾸는혁신적인제품이다하

반신손상환자나장애인을위한재활훈련및보

행보조 로봇으로 일반인의 걸음걸이와 유사한

걸음모드를적용했다

사용자의편의성을높이기위해 1단계로태블

릿 PC를 통해 로봇에 적응하고 2단계로 사용자

가직접스마트목발을제어해보행할수있도록

개발됐다걷기모드와속도를조합한총 24가지

의유형별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하지장애인이걸을수있도록

엑소아틀레트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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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비환자를위한 외골격로봇 엑소아틀레트I

로보디바인은코딩로봇반려로봇소셜로봇

등다양한분야의소형스마트로봇을개발제조

유통하는 업체이다 모듈결합형 로봇의 추종제

어장치와 코딩교육 장치 및 시스템 등은 각각

특허 등록과 출원을 한 상태로 기술력을 입증하

고있으며디자인/상표등록및출원도 5건에이

른다

로보디바인은코딩교육이문제해결과수정하

는과정을통해논리력창의성 사고력을길러주

는매우중요한교육이지만어린이들에게는재미

있게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

다그래서착안한것이음악코딩로봇인뮤보(M

UBO)다

뮤보는 4관절 2족보행을하는귀여운외형의

로봇으로 작곡 알고리즘을 코딩 교육에 접목한

음악코딩기능과함께전용코딩용카드 블록형

태의코딩교육앱을바탕으로7개의모터를활용

해로봇을제어하는모션코딩도가능하다

음악코딩1단계는순서를바꿔도음악이만들

어지는알고리즘이내장된음표악기멜로디추

가비트(드럼)추가기능이있다 2단계에서는음

악속도조절등더욱다양한음악코딩이가능하

다 리모트앱으로 로봇을 컨트롤하거나 저장한

동작을불러올수있으며사람얼굴및색깔인식

확인과대화가능한모드도지원된다

로보디바인은로봇및교구업체들을대상으로

한B2B시장과학교코딩교육담당자를겨냥한B

2G로나눠수요를발굴할계획이다 특히지난 5

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선정한한국대표 7

개기업에포함돼이노로보파리박람회에참가한

이후프랑스지사설립을추진하는등해외사업

도적극모색하고있다

2족 보행음악코딩로봇 뮤보 눈길

로보디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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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디바인음악코딩로봇 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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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은인공지능기반로봇매니퓰

레이터기술을선보인다 이기술은국내최초딥

러닝학습을통해구현한일반물류및공장물류

용 빈피킹(binpicking) 기술이다 기존의 확률

론적 모델기반의 접근 방법이 아닌 학습을 통한

딥러닝 방식의 인식 알고리즘과 파지 전략 구성

방식을통해물류환경에서다양한물체가혼재된

상황또는가려짐및조명변화등기존머신비전

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실용이 가능한 기

술을개발했다

자동 실증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성을 통한 자

동 학습데이터 취득 장치와 시뮬레이터를 통한

데이터 취득을 통해 양질의 대량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이를통한대량의딥러닝학습데이터로

인식성공률 95% 피킹 성공률 90%(1차 실패후

재파지성공률98%)를달성했다

글로벌물류시장은 2020년연평균 7%증가한

8조1천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은연평균87%증가한2조 8천억달러로세

계시장의 35% 규모로지속성장가능성이높다

품종이작거나물동량이대규모인물류창고에서

는지능형소터이동랙설비등을통하여물류효

율을꾀하고있으나 국내물류창고의약 90%에

달하는다품종 소/중량창고에서는비용문제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대의 지능형 소터 이동랙

설비를구축하기가어렵다

이번에개발된빈피킹기술은가격대비성능을

만족하는솔루션이될수있으며가중되는인력난

을극복하는해결책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

다또한물류이송및가사지원서비스로봇에적

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이어서 최근 기술적 발전

을보인인공지능기술을융합 근시일내에상용

화가능성이높다

인력난해결사 빈피킹기술 과시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선보이는 빈피킹 로봇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톰슨로

이터에서선정한세계에서가장혁신적인

공공 연구기관으로 세계 6위에 2016

2017 2년 연속 선정되었다 KIST내 로

봇미디어연구소(RMI)는 해당분야국내

최대연구소로서약200명의연구인력이

2개의연구단(로봇연구단영상미디어연

구단)과 2개의 사업단 (기업지원을목적

으로하는 로봇기술플랫폼 사업단 국책

달탐사사업지원을목적으로하는달탐

사연구사업추진단)으로구성되어있다

휴머노이드로봇부터미세수술로봇

달탐사 로버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공존현실 인공지능 지능제

어 스마트센서 차세대미디어등미래

핵심로봇미디어 IoT분야의융합원천

기술개발과함께 4차산업혁명관련핵

심연구기관으로역할을하고있다

KIST/RMI는이번 2017 로보월드에

치매케어로봇과다중센서융합기반휴

먼인식매니퓰레이션 모듈러매니퓰레

이터를 전시한다 KIST에서 개발하고

있는치매케어로봇은경도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도와줄수있는사회성기반

도우미 로봇으로 이상상황 대응 음식

약복용등개인일정알람 개인맞춤형

대화 지원 칭찬/용기 복돋아 주기 개

인의 인지기억 훈련 등의 서비스가 가

능하도록로봇지능기반으로개발되고

있다

다중센서융합기반휴먼인식시스템

은 키넥트(Kinect) 센서 PTZ(팬틸트

줌)카메라 마이크로폰 로봇센서등의

다중센서융합을통해센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치정보 신원정보 행동 및

음원 정보를 파악하여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알람 및 원

격 서비스가 가능

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서 교실환경에서

의안전사고예방

학습도우미 등 교

사보조로봇 노인

케어를 위한 행동

보조학교및주변

골목길에서의 폭

력및왕따행동검

출및방지얼굴인

식/성별및연령대

맞춤광고등의서

비스 제공이 가능

할것으로보고있

다 KIST 부스에

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 시연을 직

접볼수있다

모듈러매니퓰레이션시스템 모드맨

(ModMan)은비전문가도쉽고간편하

게 결합 및 재구성이 가능한 커넥션 메

커니즘이구현된시스템으로모듈러조

인트그리퍼 3D 비전센서및제어 SW

모듈을사용자의목표작업에따라최적

조합으로수동재구성이가능하며재구

성과 관련된 인식 및 제어 기능이 자동

으로구축된다

4차 산업혁명핵심연구기관두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가 개발하고 있는 치매 케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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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지능로봇연

구실은1993년송재복교수가부임하면

서 설립한 이후 지능로봇 분야의 다양

한연구및개발을수행하고있다주로

산업용및서비스용로봇매니퓰레이터

의 설계 및 제어 협동로봇과 중력보상

로봇개발 로봇 기반의정밀조립기술

공장및병원물류로봇용주행소프트웨

어 청소로봇용 주행 기술 등을 개발했

다이번로보월드전시에는7자유도협

동로봇인 KUDex7D(Korea Universi

ty Dexterous Arm–7DOF) 6자유도

협동로봇인 KUDex6D 그리고 다자

유도 기계식 중력보상장치인 KUWA

D(KUWeight Assist Device)등을전

시한다

지능로봇연구실은2000년도중반부

터연구를시작한로봇인간충돌안전

성연구를바탕으로협동로봇이란용어

를 사용하기 이전인 2007년에 한국 최

초의협동로봇을개발하였다현재수동

식충돌안전기술및토크센서제어방

식의충돌감지기술에있어서는세계최

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고려대의 협

동로봇은 자체 개발한 관절토크센서와

이더캣(etherCAT) 기반의모터드라이

버를내장한관절모듈을기반으로하고

있으며 우수한 충돌감지 기능을 가진

다 또한 자체 개발한 그래픽 프로그래

밍기반의티치펜던트를사용하여직접

교시및아이콘기반의작업계획등으로

쉽게작업을교시할수있다

또한 지능로봇연구실은 세계 최초

로개발한다자유도기계식중력보상기

술을기반으로다양한산업용로봇을개

발하고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

에 모터가 담당하던 로봇 몸체 무게와

가반하중을모두간단한기계장치가보

상할수있게되어 종래에수 kw의모터

를 사용하던 중대형 로봇을 200W급의

소형모터만으로도구동이가능해진다

따라서 35% 이상 에너지 절감 제작단

가 절감 오동작 시 사고위험의 현저한

감소등장점을가진다

또한 지능로봇연구실은 15년간 30

억원의개발비를투입하여개발한이동

로봇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장물

류로봇(AGV)에 접목하여 현장에서 유

도선없이도아이콘기반의쉬운경로계

획으로 AGV가 공장에서 운영될 수 있

는기술을국내대기업 3사에공급하였

으며 이를병원물류로봇및청소로봇

을포한한가정용홈로봇에도적용하여

실용화및상용화에성공했다

고려대학교 지능형로봇연구실에서 개발한 SCORA-H(Safe Corobot Arm-Horizontal)

충돌안전기술세계최고우뚝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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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는학부때부터로봇학(學)을배울수있

는학교이다 로봇학은로봇과관련된기술뿐만

아니라로봇과인간과의융합 로봇의사회화등

을포함하는다양한의미를가진다 로봇이다른

기술과 다른 특별한 점은 기술만으로 개발이 완

성되는것이아니라최종적으로인간사회의구성

원으로 올바른 역할이 증명될 때에 완성된다는

점이다

이런관점에서광운대학교의로봇학접근은종

합적인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로

봇과사람을조화롭게녹여낼수있는핵심인재

를배출하기에적합하다고볼수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는 NXP(구 프리스케일)

에서제공하는안정적이고효과적인고성능솔루

션지원을통해교육및연구분야에서좋은결과

물을 만들어 왔다 또 로빛(ROBIT) 바람(BARA

M)로랩(ROLAB) 등다양한로봇관련단체의활

동이활발하고유기적으로운영이이뤄지고있다

이 가운데 로빛은 국내 최초 로봇게임단으로

학부최고수준의로봇역량을보여준다 사람과

대결할수있는인공지능알까기로봇인알까고(a

lgahgo) 소형휴머노이드측량작업의편의성을

위한자동수평조절삼각대 드론등의로봇위치

측정을위한 UWB시스템 대통령상을수상한재

난구조로봇폭발물제거작업을위한 EOD 로봇

2종 등을 개발했다 로빛은 매년 로보월드에 출

품 관람객들의인기를끌고있다 지난해전시장

에 등장한 알까고는 로봇과의 알까기 경기를 현

장에서보여줘관람객들에게재미를선사했다

광운대 로빛은 다채로운 수상 경력을 갖고 있

다 2016년 IRC지능형로봇부문1위 2017년이

란로보컵 2위 2017년로보컵레스큐 SJKL한국

로보컵 1위경력을갖고있다

광운대 플레이노이드

국내최고로봇게임단운영

광운대학교

������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연구기관및 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제조산업의기반이

개방형 SW 로봇제어플랫폼 기술 산업용 고성능

모터드라이브/모션제어기 기술 스마트 공장에서

사람과함께작업하기위한조립로봇을시연한다

비정형환경에서의이동및고난도작업을위한

유압로봇솔루션기술 제조/특수현장위험정밀

작업을위한원격제어원천기술영상및딥러닝기

반실시간물체인식기술 듀얼헥사포드병렬로봇

을이용한다축F/T 센서교정장치와인간로봇간

의감성교감연구를위한소셜로봇플랫폼안드로

이드에버4(EveR4)도소개할예정이다

생기원이개발한ARIA(Advanced Robot Con

trol for Industrial Automation) 로봇모션제어

기는 IEC611313을 지원하는실시간런타임엔

진에서PLC open 표준모션과로봇모션을구성

하여 다양한 H/W플랫폼에적용할수있는 PLC

와 로봇 제어기를 통합한 소프트웨어 로봇 제어

기 플랫폼이다 이 제어기를 이용하여 기술적으

로다양한하드웨어플랫폼에 이식가능하고넓

은범위의로봇및모션제어응용에적용가능한

국제표준 S/W 로봇제어기로개방형로봇제어

기의핵심기술확보가가능하다

힘/토크센서제조및유지관리에필수장비인

센서 교정시스템을 여러 방향의 힘과 모멘트를

동시에부가하는데용이하고 3차원공간에서정

밀 제어가 가능한 헥사포드 방식의 병렬 로봇을

이용해개발하고있다 기존방식은힘/토크센서

교정시간이오래걸리는단점이있다이기술개

발로측정 정밀/정확도가높은센서 교정장치를

이용해 센서 교정/생산 시간을 줄일수 있으며

힘/토크센서생산유지효율성이증대될수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이개발한양팔로봇아미로(A

MIRO)는 사람보다 조금 큰 덩치의 산업용 양팔

로봇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오디오 등 IT 제품

및소형전자제품의셀생산공정에투입되어양

팔로작업할수있다 아미로는양팔에각각 7 자

유도 허리에 2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 사람처럼

정교한동작이가능하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람처럼 양팔을

이용하는작업을할수있고 단순반복작업을넘

어제품의포장및조립등다양한공정에적용이

가능하다 또한사람과같은공간에설치할수있

을정도로소형화되었고 두개의손이조화롭게

움직이며사람과유사한속도로작업할수있어

스마트공장시대를앞당기는데크게기여할것

으로기대된다

기계연은전자제품을위한경량가반하중양팔

로봇뿐아니라및자동차부품과같이무거운부

품의 양팔을 이용한 투입인출/핸들링/조립작업

등 산업계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

초로중량물을핸들링할수있는고가반하중양

팔로봇 히어로(HERO)를개발했다HERO는한

팔당 30kg의가반하중을갖는양팔로봇으로가

벼운물체만조작할수있는기존양팔로봇과달

리더욱다양한작업에활용할수있는로봇이다

연구원은또한 IT 제품등다양한제품의조립

작업에적용할수있는매직그리퍼(MagicGripp

er)를개발했다매직그리퍼는실제물체를잡는

그리핑모듈에신개념강성장치를탑재함으로써

부품 및 로봇의 위치오차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수있다

수동강성구조를가지고있지만특수한위치변

화 감지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기존의 산업용 로

봇으로도정교한조립작업자동화를간단히구현

할수있다 연구원은매직그리퍼를적용한효과

적인조립알고리즘및비전솔루션을통합개발

해부품조립공정을위한토탈솔루션제공을목

표로하고있다

IT제품 생산현장서사람처럼작업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양팔로봇 HERO

인간-로봇교감소셜플랫폼소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소셜로봇플랫폼 에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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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월드 2017기간에는평창올림픽스키

로봇 챌린지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현재 개발

되고있는국내스키로봇을소개하고 VR체험

등공간도마련된다

로보월드2017 평창올림픽스키로봇챌린

지 홍보 부스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에 선정된 ㈜미니로봇 한양대학교 명지

대학교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과학기

술원한국로봇융합연구원등이참가할예정이

다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스키 로봇 챌린지는

동계올림픽을대표하는스키종목을인간형로

봇으로구현하는경진대회로로봇기술에대한

홍보와관심도를제고하고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2018

년 2월 11일부터12일까지둔내에위치한웰리

힐리파크에서열린다

휴머노이드로봇이선수로참가하여알파인

스키의 대회전(Giant Slalom) 종목과 유사한

방식으로경기가진행된다참가대상은 50cm

~1m 크기의 인간형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면

서 기술 구현이 가능한 곳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있다

챌린지에참여하는휴머노이드로봇은자율

보행을할수있도록영상처리 센서등을활용

해야하며로봇에사용되는동력원은전기만을

허용한다 독립적인 전원(배터리)을 탑재해야

한다또 로봇은자립으로동작할수있는지능

형타입이어야하며 경기중에는시작신호이

외의명령을외부로부터받을수없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달말까지 참가

희망팀을 접수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테스트베드구축및성능테스트를완료할예

정이다 해외 업체 참여 신청도 받는다 현재

캐나나와 러시아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

다 테스트베드 구축 이전에 대회 미션 및 규

정수립을끝내고성능테스트진행시나오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반영해규정을 최종확

정한다

한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5월 국내

대학및기업 연구소를대상으로스키로봇챌

린지 대회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한양대

한재권 교수팀은 최근 해외에서 추진한 스키

로봇테스트사진을공개하기도했다

스키타는인간형로봇VR 체험도가능

평창올림픽스키로봇챌린지 홍보부스

한양대한재권교수팀은최근해외에서스키로봇테스트를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국내유일 로봇전문연

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

소)으로수중 작업지원 의료문화로봇등 40여

종이상의로봇플랫폼과기술을개발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이번전시회에선박파

공봉쇄로봇 가스배관검사로봇 산불감시 로봇

등을선보인다선박파공봉쇄로봇은파공(破孔)

이발생한사고선박에헬기로이송되어신속하게

파공봉쇄작업을수행하여오염물질유출로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파공 선박사고

초기대응용로봇이다

자율무인잠수정(AUV)형 수중로봇은 다양한

수중처리작업및수중오염 생태모니터링 연근

해 수중탐사를 목적으로 수중 인공 구조물의 국

소지역 정밀 탐사가 가능한 자율 유영 수중탐사

로봇이다 이밖에도△가스배관검사로봇(가스

배관내부를이동하며배관비파괴검사를수행하

는자가추진배관검사로봇)△냉동무인반송차

(AGV:–20℃ 환경에서 자동으로 화물 적재 후

지정된장소까지무인주행하여자동으로화물을

이송/적재하는무인포크리프트(Forklift) 로봇)

△돈사관리로봇(자동청소 소독제살포를통한

돼지의만성호흡기질환및돈사악취감소를위

한축사관리용모바일로봇시스템)△견마로봇

(고속주행알고리즘개발동적보행및고속주행

의안정성평가를위한 4족보행로봇) △산불감

시로봇(산림지역의산불을능동적으로감시/파

악하기위한비행로봇)등을선보인다

로봇융합연구원은 에프알티 두원테크 오토

로보틱스 에나로봇 등 로봇 스타트업과 공동으

로근력보조를위한웨어러블슈트균형및인지

재활을위한스마트테이블 6kg급제조용다관절

로봇실내용환자이송용로봇도선보인다

해양안전등세계적원천기술확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AUV형수중탐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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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홍보관

물고기로봇으로세계수중로봇시장공략

아이로주식회사(wwwairokr)는

2014년설립된한국의로봇벤처기업이

다 주요사업분야는수중로봇제조및

개발이며관상어로봇으로전체매출액

의40%이상을수출에서거두고있다

올해 세계 최초의 비단잉어 로봇을

발표해좋은반응을얻고있으며 50cm

대형관상어로봇MIRO9시리즈와30

cm 중형 관상어 로봇 MIRO7 시리즈

를 생산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

은물에서나왔다는생각에서수중로봇

인관상어로봇미로(MIRO:Marine Int

elligence Robot) 시리즈를 세계 최초

로개발했다수중로봇산업을대표하는

세계적인히든챔피온이되겠다는포부

를갖고있다

아이로는이번홍보관에대형관상어

로봇 MIRO90L MIRO90R 인터랙

티브아쿠아리움로봇물고기축구게임

을선보인다 MIRO90L은 무게가 26

kg으로 로봇에 LED 등 발광체를 장착

화려한시각콘텐츠를제공하며센서로

장애물을감지하여상하좌우로자유롭

게유영할수있다 MIRO90R은 전용

RC 기기를 활용하여 수동 모드로 물고

기 로봇을 조작할 수 있으며 낚시 게임

도가능하다MIRO시리즈는다양한디

자인으로개발되어고객이원하는디자

인을구현할수있다

인터랙티브 아쿠아리움은 3층의 레

이어를활용하여입체적인수중로봇멀

티미디어쇼를구현할수있으며 관상

어로봇에반응하는수족관이다수조의

뒷면스크린에독립된영상+음악+스토

리 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수족관과 관

상어로봇을이용하여수중로봇드라마

등다양한새로운장르의엔터테인먼트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물고기

로봇으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로봇

물고기축구게임도선보인다

아이로 MIRO 90L 대형관상어로봇

아이로

세상을따뜻하게물들이는경관디자인전문기업

로보프린트(wwwroboprintcokr)

는 2004년 현수막출력을전문으로하

는 1인 기업에서 출발하였다 현대인

의대표적인 주거공간인아파트는 주

기적인 외벽 도색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도색과정에서사고등에대한

문제점과 작업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으로탄

생한것이아트봇(Artbot)이다

아트봇이란대형건축물이나아파트

외벽에도장을하는데있어서사람이표

현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프린트하듯이

도색하여다양한디자인적용이가능해

도시미관개선효과가뛰어난다목적광

고벽화 로봇이다 기존 도색도장작업

은 사람이 로프를 타고 하강하면서 작

업 하는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아

주위험하지만아트봇은무인원격제어

가가능하여인력투입이필요없어안전

하면서도 인력 대비 약 50%의 공사비

용 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로보프린트아파트외벽시공사례

로보프린트

인공관절수술로봇으로세계시장석권

큐렉소(wwwcurexocom)는 인공

관절수술로봇인로보닥의연구개발및

판매를주요사업으로하는의료기기전

문업체이다

큐렉소는이번홍보관에인공관절수술

로봇 로보닥 신제품 티솔루션원(TSolu

tion One) 중재시술로봇로빈(Robin)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 환자이동보조

로봇 캐리봇(Carrybot)을전시한다

인공관절수술로봇은고성능컴퓨터로

환자의환부를정확히파악해깎을 뼈의

위치와각도를계산하는메커니즘을갖고

있다 사람보다더높은정확도로로봇이

뼈를깎아낸다티솔루션원은인공관절수

술로봇 '로보닥'의신제품으로고성능컴

퓨터가 환자의 CT영상을이용해 고관절

비구부절삭위치와각도를계산하고육안

으로확인하기어려운부분의뼈를의사가

정확히깎아낼수있도록로봇이안내해주

는시스템이다 로보닥제품에비해더욱

향상된안정성과정확도로수술이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자인의사 편의를 최대한

살려수술자의피로감을줄였다

큐렉소

큐렉소 TSolution One Surgical System

세계 일류상품 선정된자동화농업로봇선두기업

헬퍼로보텍(wwwhr24cokr)은 자

동 파종 시스템 과채류 접목 로봇등을

개발해세계일류상품및생산기업으로

선정된자동화농업로봇선두주자이다

헬퍼로보텍은이번홍보관에초정밀

파종로봇종이포트파종로봇시스템을

전시한다 초정밀 파종 로봇은 박과와

가지과겸용이며대목과접수의절단면

을 촬영하여 중심선을 찾아 1/100mm

이내 오차로 정확히 접목 위치를 찾아

연결시켜준다절단직후영상카메라관

찰및관찰결과모니터표시편차값및

모니터화면기준선에서벗어난편차값

표시편차값만큼작동정밀반복굽어

진줄기라도중앙기준선을따라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렬이 가능하다 시간당

800주이상접목이가능하며숙련도에

따라900주까지할수있다

원통형종이포트파종로봇시스템은

기존플러그묘종방식을개선하고종이

포트제조기와파종시스템을결합했다

헬퍼로보텍

헬퍼로보텍초정밀 파종로봇

다양한로봇플랫폼으로가정용에서기업용까지

㈜코어벨(wwwcorebellcom)은2002

년 설립이후위치기반서비스시스템

과요소기술구현에노력해오고있다

지금은 측위 기술을 바탕으로 지도 생

성과 위치 확인 그리고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로봇 플

랫폼을 확보하여 박물관 유통센터와

가정에서 사용되는 로봇 제품을 만들

어공급하고있다

이번홍보관에㈜코어벨은저상형무

인반송차 PSV600 PSV1000과 포크리

프트형무인반송차PSV1300FL그리고

전시해설사로봇을전시한다 무인반송

차(AGV)인 PSV600(최대 적재 용량

600kg)PSV1000(최대적재용량 1000

kg) PSV1300FL(최대적재용량 1300

kg)은 스마트 모바일 로봇(SMR) 시스

템으로 자율주행기술을 기반으로하는

물류 이송 로봇을 말한다 자재와 완제

품 이송 검사공정 등의 과정을 자동화

할수있다빠른설치가가능하며별도

의 바닥 마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유

롭게경로를변경할수있다 정확한위

치를파악하고주위의물체들을인식할

수 있어 충돌을 피해 목표 지점까지 나

아간다움직임이자유로워작은공간에

서도사용이가능하다는것이장점이다

주행최고속도는시속 10km이다

전시 해설사(도슨트) 로봇은 박물관

이나미술관등전시공간에서관람객을

인솔하여안내서비스를제공하는로봇

으로관람객들에게흥미와정보를준다

위치인식기술기반으로전시물의정확

한위치를파악하고자율주행하며안내

서비스를제공한다

무선헤드셋 사용시 동시 4개국어가

지원가능하다 한번 충전으로 8시간~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주행 최고 속

도는시속 12km이다

코어벨저상형무인반송차 PSV600

코어벨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시장창출형로봇 보급사업홍보관 - 로봇 빅쇼

스마트코딩로봇으로세계교육시장공략

글로벌로봇에듀테인먼트기업을꿈꾼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은

코딩용로봇신제품유오알버트(UO Al

bert)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세계3대

디자인상 중의 하나인 레드닷어워드를

수상했으며 미국 와튼 스쿨의 ICT교육

K12 분야대상을수상했다 프랑스교

육청과 30개 학교 미주개발은행과 중

남미 300개 학교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중이다알버트로봇은코딩카드로

가장쉽게코딩을배울수있으며PC태

블릿키드폰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한

다 여러가지 미션을 통해서 게임처럼

즐기며코딩을배울수있다

한편 SK텔레콤은한국로봇산업진흥

원과공동으로2017로보월드에서코딩

교육 확산을 위하여 기존 24만9500원

인 '알버트 스쿨 패키지'를 80%할인하

여 4만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300대한정으로진행한다 이벤트참여

를 위해서는 로보월드 SK텔레콤 부스

에서알버트로봇을활용한코딩체험을

하고 체험사진을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밴드블로그등)

에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토요일은 90명)씩한정하여할인판매

한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로보월드

기간 중 SK텔레콤부스에서 알버트 로

봇 코딩 체험 후에 11시부터 진행되는

현장구매에참여하면된다

SK텔레콤

SK텔레콤 UO알버트

로봇 에듀테인먼트 컴퍼니 로보링크

(wwwrobolinkcokr)는 이번 홍보관

에아바타밴드로봇 스마트코딩 큐브

웍스코드론등을전시한다

아바타 밴드 로봇은 주어진 음악 소

스에맞춰자동으로움직이는전시용로

봇으로로봇레스토랑이나전시장과학

관 등다양한이벤트에 사용된다 '로킷

스마트 코딩(Rokit Smart Coding)' 키

트는로봇과코딩을한번에배울수있

는키트로교사나학생들이온라인등의

내용을 보고 따라 하기만 해도 쉽고 재

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상세한

스크래치형식의코딩교육커리큘럼을

함께준비했다큐브웍스는블록으로쉽

게 조립하며 로봇 구조와 구동 시스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넓은

접근성이강점이다

로보링크는세계최초의코딩용드론

코드론(CoDrone)'도 함께 전시한다

드론 전문제조사 바이로봇과공동 개발

한제품으로드론을즐기며코딩을배우고

자하는다양한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

는제품이다 CES 2016라스트가젯스

탠딩 혁신 제품 최종결선(Finalist )에

오른바있고 CNBC ABC 등유명언론

과씨넷 매셔블등글로벌 IT 전문매체

의집중조명을받은바있다

2016기술혁신대상을수상했다

로보링크

로보링크 아바타밴드로봇

IT의료융합로봇재활기기의선두주자

중증장애인보행훈련재활로봇기업

국립재활원

㈜맨엔텔(wwwmanntelcom)은 재

활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벤

처기업이다 IT의료 융합제품을 개발

하여환자치료에도움을주고가족에게

희망을주기위해서재활의료기기사업

을펼치고있다

맨엔텔은이번홍보관에체간안정화

재활로봇3DBD33과상지재활로봇3

DBD61을 전시한다 체간안정화 재활

로봇이란뇌졸중편마비환자를위한제

품으로앉은자세에서의자에부착된무

게센서와 좌우 버튼을 이용한 게임을

통하여체간안정화훈련이가능하다

발판의무게센서를이용하여무게중

심이동및하지근력훈련이가능하며틸

팅 의자를 사용하여 일어서는 훈련으로

하지근력보강이가능한재활로봇의료

기기이다최대사용가능몸무게는140k

g이다임상결과체간안정화기기를이용

한인지능력향상에도움이되었다

상지재활로봇은상지(팔 어깨)의재

활이필요한환자를위한것으로앉은자

세에서상지로봇에부착된로봇팔을장

착하고게임을통하여능동적 수동적상

지재활운동이가능하다로봇팔의저항

을느끼면서단계적으로게임을통해재

활치료를할수있다

맨엔텔

에이치엠에이치(wwwhmhiscom)

는블리스터자동조제시스템하지재활

로봇 가루약 자동 조제시스템 등 병원

과헬스케어분야에메커니즘을이용해

다양한제품을개발생산하고있다

이번 홍보관에서 에이치엠에이치는

외골격 제어형 보행 훈련 재활 로봇 엑

소워크(Exowalk)를전시한다

이 제품은 휠체어 결합형 하지재활

로봇의 설계/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실

제중증장애인이사용가능한형태로완

성도를 높인 새로운 제품이다 순수한

국내기술로제작하여공인기관안전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

증및실제사용자를대상으로한사용

성 평가와 임상시험을 통해 상용화 했

다

외골격 형태의 로봇 보행 시스템으

로 기존 로봇 보행훈련 장비처럼 제자

리에서 보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앞으로전진하면서보행훈련을진행한

다 시간대비 많은 보행 훈련이 가능하

다(600보 이상/30분) 구동 바퀴가 환

자의 보행속도 및 보폭에 맞춰 회전하

며장시간배터리가내장되어있다

에이치엠에이치

맨엔텔상지재활로봇 3DBT61

에이치엠에이치보행훈련재활로봇엑소워크

부천산업진흥재단

항공우주제어지능형로봇장비전문기업

바로텍시너지(barotechcokr)는

메카트로닉스를 기반으로 한 항공우주

제어장비 지능형 로봇 및 자동화/시험

장비개발전문기업이다항공기시뮬레

이터 FAA 레벨 D급 조종반력제어장치

(CLS) 6자유도 모션시스템 위성발사

추진체의 제어/계측 설비 서보/센서를

활용한자동화로봇등메카트로닉스를

기반으로하여방위사업과민수사업분

야에서전문성을확보하고있다

이번 홍보관에 바로텍시너지는 KA

I 방위산업 항공 산업 분야에서 사전

모의 훈련을 위한 BIMOSR2 FX항

공기 시뮬레이터를 전시한다 BIMOS

R2 시뮬레이터는 역동적인 3축 모션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항공기

와 유사한 형태의 콕핏 스킨 215도의

다기능시현장치를적용하였다 3채널

커브드 모니터를 적용하여 몰입감을

증대하였다

FX항공기 시뮬레이터는 가상과 현

실이융합된시뮬레이터로전투기시뮬

레이터와게임체험장치가결합돼있다

바로텍시너지

바로텍시너지항공기시뮬레이터BIMOSR2

소형고정밀델타로봇의강자

로보트로(wwwrobotrocom)는 서

보 엑추에이터 모터 드라이버 모션 컨

트롤러등의로봇부품과소형산업용로

봇을생산하는기업이다

다른 로봇에서는 볼수 없는 소형사

이즈 델타 로봇을 개발하여 기존의 조

립/검사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도적용할수있다

로보트로는이번홍보관에초소형델

타로봇 JRDU7 소형고정밀델타로봇

JRDM7 중형중하중델타로봇 JRDS

7400 중형고하중 델타로봇 JRDS7

550 등 다양한 종류의 델타로봇을 선

보인다델타로봇(병렬로봇)이란 3차원

공간에서보통XY Z등특정한방향으

로만움직이는제한적인동작이한계이

긴 하지만 작동 반경이 넓지 않아 좁은

공간에서단순반복적인이동작업을하

는데는최선의로봇으로여겨지고있다

손바닥 위에올릴 수 있는소형 사이

즈에서부터 가반 하중 10kg의 중형 사

이즈까지 보유하여 소형/중형 IT제품

조립/검사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경

량링크및BLDC고속모터를채택하여

100mm거리를1초에4회반복할수있

다 모터 감속부에 채택된 고정밀 하모

닉감속기및특허출원된백래쉬저감형

델타링크메카니즘에의하여 50um이

하의반복정밀도를구현하였다 

로보트로

로보트로 델타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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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큐브는산업용로봇제어기3대핵심부품

인 교시조작기(Teach Pendant)와 로봇모션제

어기안전컨트롤러(Safety PLC)를공급하는로

봇 제어기 전문기업이다 다양한 로봇과 장비에

적용되어연간2천대이상의제품을국내외기업

에공급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로봇분리조작기 로봇제어기

를출품한다 로봇 모션컨트롤러는산업용로봇

에최적화된컨트롤러와교시조작기일체형으로

만들어졌다

디에스티로봇

디에스티로봇은 1999년 설립이래 '로봇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편리한 로봇 서비스 제공'이라

는비전아래최상의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산

업 현장에 적합한 소형 핸들링 로봇과 트랜스퍼

로봇을제공하고있으며 적극적인R&D및인적

투자를 통해 로봇 응용시스템 사업을 전개해 나

가고있다

서비스용로봇분야에서는스마트서보와소형

휴머노이드 애완로봇 제니보 등의 상품화를 통

해에듀테인먼트와쇼핑도우미로봇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쇼핑도우미로봇

호비스라이트(Hovis Lite) 제니보 허큘렉스서

보모터시리즈등을선보인다

로보테크

로보테크는FA토탈솔루션을제공하고있는업

체다 직교좌표로봇 스카라로봇 겐트리로봇 수

직다관절로봇로봇콘트롤러모션콘트롤러서보

드라이버그리퍼스위블등백여종에달하는주변

기기각종라인시스템을개발해공급하고있다이

번에 공공기관스마트가이드로봇 시아 공공기

관가이드로봇PGR6을출품한다시아는음성T

TS 및음성인식 자율주행및안내서비스 주차확

인사진찍기자동충전기능을갖추고있다

쎄네스테크놀로지

쎄네스테크놀로지는 2004년 설립이래 스마트

카드기기산업의발전을주도해왔다소형6축다

관절산업용로봇시리즈(Robo 005/010/015)와

우수한품질의서보메이트감속기(ServoMate

Reducer RV Reducer type) 제로백 하모닉 드

라이브를선보였다이번에소형6축다관절산업

용로봇제로백드라이브(하모닉드라이브)를출

품한다 소형 6축 다관절산업용 로봇은 고속고

정확성 집약에너지 공급시스템 광범위한 설치

포지셔닝 공간절약축약성 저유지보수성 최소

화된 사이클 타임 안전구동시스템 등을 특징으

로한다

고영로보틱스는컴퓨터통신기기장치및반도

체검사장비개발등제조분야와각종로봇무대

제작 과학완구등분야의사업을펼치고있다 이

번에교육용개발용휴머노이드로봇을선보인다

로보라이프

로보라이프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 로봇을 접

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이번에티니웨이브코

드위저드키트(CODE WIZARD KIT)매직로봇

수중엑추에이터등을선보인다매직로봇은로봇

과마술시스템의상호작용을통한멀티미디어구

현과HW 제어를활용 관람객들에게즐거움을선

사한다 특히모션중심의휴머노이드개발 모션S

W 테이블로봇의멀티미디어특수HW장치관제

SW등으로분산되어있는다양한기술을융합해새

로운형태의공연로봇시스템을제공한다

에이치에스지

에이치에스지는 2002년에 설립된 산업용 기

어드모터(Geared Motor) 전문기업이다표준감

속기유성감속기WORM감속기의설계및제조

기술 개발과 40년간의 모터 제조 기술을 결합해

고객에게고품질제품을제공한다이번에DC기

어드 모터 BLDC 기어드 모터 BLDC 드라이버

로봇관절용모터를출품한다

엠티에스이

엠티에스이는 2000년 설립 이후 메카트로닉

관련유통에서산업용로봇및전동액추에이터

서보실런더생산및판매업체로발전하고있다

이번에서보실린더 TM로봇을출품한다

티엠테크아이

티엠테크아이는산업용대용량BLDC모터드라

이버전자브레이크및특주형AC인덕션모터등

을생산하는모터전문업체다 국내최초대용량

BLDC모터인파워 TM을생산공급하고있다파

워 TM BLDC 모터는강력한네오디늄자석을적

용한고효율고토크모터로정속및부하대응특

성이 우수하다이번에산업용및로봇관절용BL

DC 모터를출품한다 BLDC 모터는이브러시를

반도체 스위칭 소자로 대체해 수명이 10배 정도

길고 소음이나전자파발생율이낮다

마로로봇테크

마로로봇테크는최첨단로봇시대를이끌인재

양성에목표를두고산업용로봇및기자재를개

발제조하기위해설립됐다 EMC스캐너및산업

용로봇을모체로누구나로봇을제어할수있도

록관련기술개발에매진하고있다이번에QR코

드형스마트물류로봇 M3 를선보인다이로봇

은바닥에부착되어있는 QR코드를인식하여정

확한위치와방향을파악하고최대 200과 400

을 들어올려 물건을 이송하는 물류 로봇이다

지정경로의주행이아닌사용자지정경로주행

이가능해다양한공간에서사용할수있다 로봇

이 상호 간섭없이 일정한 위치로 물건을 이송할

수있으며 정해진주행경로에따라동작하는것

이아니라주위환경이영향을주지않는상황에

서사용자가원하는최단거리로이동할수있다

아이알로봇

아이알로봇은소형서보모터제어기술을바탕

으로 산업용부터 교육용 엔터테인먼트용 로봇을

선보이고있다올해전시회에는소형리니어서보

모터 아두이노호환이족보행휴머노이드를출품

한다소형리니어서보모터는위치제어선형동작

이가능하며직선운동이필요한다양한애플리케이

션에적용할수있다아두이노호환이족보행로봇

은아두이노API와다양한아두이노쉴드를활용해

로봇의기능을무한하게확장하는것이가능하다

이노스웰

이노스웰은원자력주기기부품 측정자동화시

스템및방사능환경원격제어로봇사업을시작했

다이노스웰이개발한로봇및장비는국내원자력

발전소의다양한현장에적용되어성공적으로작업

을수행했다 현재원자력부문에서축적한기술을

바탕으로일반산업용로봇및FA 자동화장비개

발 고객니즈에따른특수작업장비개발등으로

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

이번에PCB핸들링로봇을출품한다 PCB핸들

링로봇은가반하중 20의수직3축다관절구동

으로향후양산성을고려하여주조또는다이캐스

팅으로제작가능하다

더케이볼트는 제품의 기구 회로 설계를 기반

으로교육용로봇기자재를생산및판매하고있

으며단계별교육커리큘럼을갖추고있다 관계

회사인 케이로봇을 통해 로봇 제품의 관절 역할

을하는구동모듈 15개모델 회전구동역할을하

는DC모터20개모델을보유하고있다이번전시

회에더케이볼트는산업용서보 드론 교육용로

봇교구재 유아용블록로봇등을출품한다유아

용블록과완구형로봇의해외수출도적극추진

하고있다

디자이너스킹덤은 로봇 디자인과 디자인 소재

분야를주력사업으로하고있다 업무영역은DKR

(Robot Design) DKP(Products Design) DKM

(Materials of Design) 등이며컨설팅과제작등도

하고있다 그동안로봇디자인을하면서축적한로

봇디자인프로세스노하우를소개하고 로봇디자

인작업시디자인업체에서는어떤과정으로디자

인하는지등에관해소개한다

마농탄토

마농탄토는제품디자인과로봇디자인을주로

하고있으며 각종로봇의선행디자인으로로봇의

디자인미래를발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이번 전시회에 투어가이드 로봇 시각장애인

보조로봇 대형서점용정보제공로봇등을선보

인다 이들로봇은부드럽고감각적인형태를취

하고있으며자연에서오는아름다움을간직하고

있다 투명함과 깨끗한색채감을 특징으로한다

자연과 첨단 기술의 조합은 로봇이 환경에 조화

될수있도록해준다인간과환경 인간과로봇로

봇과환경의관계성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컨

셉 로봇들을 소개하면서 로봇디자인이

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다

부천인천대전 로봇 스타트업 대거 참여

부천산업진흥재단

다인큐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더케이볼트



디자이너스킹덤

쎄네스테크놀로지산업용로봇부품 제로백하모닉드라이브

마로로봇테크스마트물류로봇 M3 

에이치에스지포신청소로봇용모터

미니로봇 메탈파이터로보노바

고영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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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로봇은 2000년 3월 설립 이래 로

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에 전념

해배우면서즐기고 즐기면서 상상하고 상상으

로창조하는로봇영역을열어가고있다

사업분야는 교육용 로봇(블록조립형 로봇 휴

머노이드) 대회참가용로봇(인공지능형휴머노

이드)전시체험용로봇(댄스복싱축구로봇등)

이다

전시제품은교육용로봇로봇물고기교육및

대회참가용플랫폼메탈파이터등이다

교육용로봇은 구동부센싱부제어부통신부

로구성된제어시스템과6면조립가능한블록및

미니컴파일러 SW를이용하여사용자가직접원

하는모델을조립하고프로그램하는창작활동을

통해로봇의구동원리를이해할수있는교보재

로이뤄져있다

메탈 파이터 로봇은 기본형(블록조립형 로봇

의 기본학습을 바탕으로 진보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한 2족보행로봇) 댄스 로봇(공연용로봇의

대표주자로서관객의시선을잡을수있는제품)

복싱로봇(체험용 로봇으로 관객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제품) 인공지능형 로봇(로봇 스스로 외

부환경을인식하여스스로상황판단하고자율적

으로동작하는로봇)등이다

보드테크앤다비드는CNC조각기및CNC기기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제진시스템 및

광학기기개발및생산업체이다

이번 전시회에 CNC조각기 레이저 조각기를

출품한다 탁상형 CNC조각기는알루미늄 FRP

아크릴 동판 ABS PVC 목재 고무등을가공할

수있으며각종프레임 로봇부품 RC용품 조각

목업(모델링) 파트 샘플 가공등을쉽고빠르게

가공할수있다레이저조각기는유리아크릴나

무 ABS보드 칼라판 고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비금속재료를 레이저가공및레이저컷팅할수

있다

이회사는CNC머신제작에필요한장비를보

유하고있으며AS발생시쉽게대응할수있는노

하우를가지고있다

위즈윙

위즈윙은 무인항공기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지면이동및자율상승드론분해조

립용드론 비행제어시스템소프트웨어등에관

한특허(출원)및소프트웨어등록기술력을보유

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홀더접이식무인비행기시리즈

와교구재용조립식큐브드론을출품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위즈윙은 교육용 무인항공기 산

업용 무인항공기 비행제어 시스템 기술력을 국

내외에알리는계기로삼을계획이다 또 자유학

기제 방과후수업등과학체험학습교구재로서

체험의장을마련한다

유콘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개발/양산 배치된

군단급 무인항공기 개발의 주역들이 지난 2001

년 창립했다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고집스럽게

외길만을달려온 기업이다 2008년 대대급 무인

항공기를개발해 우리군이사용하는두번째국

산군사용무인항공체계를공급했다

우리나라최초로2004년UAE공군에무인항

공기지상통제장비를수출하였고 2008년농업

용 무인 방제 헬기 시판을 계기로 상용 무인항

공기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국방

과학연구소주관으로개발중인대형무인항공

기의핵심통제장비개발업체로선정되었다이

번 전시회에 공간정보용 드론(리모엠) 등을 선

보인다

코리아드론콥터는 드론利人: 사람에 이로운

드론이라는 모토하에 드론을 처음 접하는 사람

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입문용 드론을 안전하고

즐겁게즐길수있도록제품을개발하고있다안

전과비행성능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블

레이드 부품 국산화를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차

세대드론설계개발에주력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 코딩 학습이 가능한 코딩드론

크론코더와 코딩 3D시뮬레이터를출품한다

크론 코더(KRONE CODER)는 AI 자율 비행의

원리를학습할수있도록 드론및드론시뮬레이

션을채택했다블록기반비주얼개발도구를통

해코딩의개념을익히고텍스트코드레벨의연

계학습과모듈형드론의다양한조건및논리에

따른제어를통해컴퓨팅적사고력를배양할수

있다

아이티즈

아이티즈는교육용전기 전자 메카트로닉스

로봇관련교육용장비및지능형로봇전시용로

봇등교육용기자재전영역을취급하고있다 특

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대학 관련학

과에서필요한솔루션과제품을제공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 PCB 프린터 노벨머신(Printer

NOVEL Machine)을 출품한다 전자회로기판(P

CB)의일반적인제조방법인에칭(Etching)을사

용하지않고전도성잉크(Conductive Ink)를이

용 전자회로기판을 인쇄하고 납땜이 되는 부분

에는솔더링잉크(Soldering Paste)를인쇄해리

플로우(Reflow) 기능을 구현 PCB를 직접 제작

할수있다

새온

새온은지능로봇 알티노를출품한다지능로

봇알티노는자이로 나침판 3축 가속도 장애물

센서온도 조도 리모컨등 7개센서와다양한디

스플레이장치를탑재해유연한코딩학습이가능

하다별도분해조립모델을이용한로봇메커니

즘학습이가능하다

바램시스템

바램시스템은차세대성장기술인스마트홈로

봇및임베디드시스템 영상인식기술등다양한

제품을개발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스마트홈모니터링로봇 앱봇

라일리를출품한다

기존 홈 카메라는 CCTV나 IP 카메라 형태로

벽면이나책상등에고정된상태다 하지만이러

한 카메라 제품은 설치된 공간에서만 영상을 확

인할수있는사각지대의한계를가지고있다앱

봇은 기존홈카메라한계를극복할수있는새로

운형태의제품으로 로봇의이동성과 IP카메라

의 편리한 연결성을 융합했다 스마트폰으로 손

쉽게 접속이 가능하며 밖이나 회사에서도 집안

에 있는 자녀와 애완동물을 따라 다니면서 실시

간으로확인할수있다

마젠타로보틱스

마젠타로보틱스는통합제어 GUI프로그램M

aVIX(영상처리개발전용임베디드시스템)을개

발하는 업체다 이번 전시회에 통합제어 GUI 로

봇제어시스템을출품한다

이솔루션은다양한로봇구성에대응가능한통

합제어 GUI시스템으로로봇하드웨어장치디바

이스와인터페이스모듈로로봇을제어하는소프트

웨어간정보를연동하며 3차원영상복원정보와

장비상태정보를통합 GUI에도시하는기능을한

다 3D마커를이용해마우스드래그로로봇을직관

적으로컨트롤할수있다 또ROS기반의3D비주

얼라이저(Visualizer) 라이브러리를사용 다양한

로봇들을비주얼창에서3D로확인할수있다

두시텍

두시텍은전파항법원천기술보유업체로무인

화에필요한위성항법오차보정(GBAS/SBAS/N

DGPS)과관성자동항법(INS/IMU)을융합해무

인시스템을공급하는벤처기업이다

관성항법과위성항법은기술장벽이큰위치정

보핵심기술로두시텍은전파오류획득분석과정

밀 시각동기 및 오차보정 알고리즘 대부분을 독

자 개발했다 미래 무인화에 필요한 기술융합으

로 위성기반 항법 시스템과 센서기반 융합항법

운용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우주핵심부품개발

업체선정과한국형항법드론(KnDrone)국산제

품을출시했고무인시스템을다양하게개발하여

자동항법을실현하고있다

이번에출품한무인항공기는정밀위치데이터

로거(Data Logger)를 위한 자동이착륙 자동비

행 운영시스템 실외환경의 강인한 10m/s 풍속

비행성능(이륙5m/s이하임무장비탑재가가능

한 48cm규격 1kg 실현(세계최저중량) 등을지

원한다

네스앤텍

네스앤텍은 순수 국내기술과 독자적인 알고

리즘으로무인기시스템을전문적으로개발하는

기업이다 다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맞는애플리케이션을성공적으로수행하

여무인기분야에서소형경량화기술과함께탑

재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

망기업이다

이번전시회에SWID(SmartWired Drone) A

RIS SPIKE ARIS VIEW085 등 제품을 선보인

다 SWID는광범위재난현장관제 경로점설정

자동비행및자동이착륙 1인운용가능실종자

탐색 3D 지도 매핑 대테러작전 등이 가능한 제

품이다 ARIS VIEW085는대대급소형무인기

로3축짐벌을채택했다

풀뿌리 로봇산업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

유콘시스템

대전테크노파크

미니로봇



보드테크앤다비드

코리아드론콥터

새온지능로봇 알티노

위즈윙홀더접이식무인비행기

바램시스템스마트홈모니터링로봇 앱봇라일리

유콘시스템무인항공기 리모아이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국제로봇기술포럼

한-이스라엘 협력 주제로 신기술 대거 선보여

로보월드2017기간에는산업통상자원부와한

국로봇산업진흥원이주최하고제어로봇시스템학

회가주관하는 국제로봇컨퍼런스(KRC 2017)가

열린다지난2012년과 2016년에이어세번째개

최되는 올해 국제로봇컨퍼런스는 국제로봇기술

포럼형식으로9월14일진행될예정이다

이번포럼은한국과이스라엘의로봇협력사업

현황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스라엘의

로봇기술 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양

국이협력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계획이다 우

리나라와이스라엘양국정부는지난2001년5월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Korea Israel

Industrial R&D Foundation:KORILRDF)을

설립운영하고있다

최근에는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라는

프로그램을만들어특히로봇분야협력을중점적

으로모색하고있다 우리나라는로봇기업과대

규모 수요 시장의 강점이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다양한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어상호윈윈(W

inWin)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기술강국인이

스라엘은신기술을바탕으로활발한창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벤처캐피털(VC)의 무려

35%에달하는자금이이스라엘기업에집중되고

있으며나스닥외국기업160여개중이스라엘기

업이61개로세계 1위다 인구가 770만명에불과

한이스라엘기업에VC자금이몰리는이유는이

베이 체크포인트 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하며나스닥에안착한전례가있기때문이다 대

표적으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웨이즈는

지난 2013년 13억달러에구글에인수되어 구글

맵과연동되어전세계에서비스되고있다

이번국제로봇기술포럼은이스라엘의로봇관

련원천기술소개 양국협력프로그램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로봇기업 제품과 시장을 소개하는

자리로마련됐다 이번포럼발표자와발표내용

을간략히소개한다

주제:Fundamentals and Curr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Robots for

Field Operations and Precision Agriculture

제초 이식 농약살포 선택 수확 등 농업 분야

에서의로봇활용분야는다양하나야외환경에서

신뢰성있는환경인식자율주행기술등은보완

되어야할부분이다 이스라엘농업연구기관Vo

cani 센터의 아비탈 베차르 교수는 다양한 센서

융합및인식지능에대한새로운접근및활용사

례등을통해농업로봇의최신기술을소개한다

주제:On Curiosity of Children and Robots

호기심이란 무엇인가? 로봇도 호기심을 가질

수있나?뇌과학에기초를둔호기심에서유발되

는인간과로봇의행동에대한새로운수학적모

델들이제시되고있다 로봇분야에서는로봇운

동과외부와접촉을통한학습에활용가능하며

이에 대한 연구내용을 소개한다 어린아이처럼

로봇도호기심을통해어떻게배울수있는지 어

린아이들의행동발달에는어떻게활용될수있

는지등을짚어본다

주제:Introductionof KoreaIsraelCooperation

Program

한-이스라엘 산업연구재단은 한국과 이스라

엘 양국간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금 및 기금관

련활동을관리하고실효성있는사업추진담당

기관으로 2001년 5월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

로는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 활성화 및 경제

통상관계강화 기업간공동연구개발사업의발

굴 및 자금지원(프로젝트 당 최대규모 $1000

000) 기업간 협력기업중개및알선 기업간산

업기술이전중개산업기술교류사업촉진을위

한홍보등이있다최근에라이트하우스(Light

House)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로봇분야 협력

사업을발굴중이다

주제:Manufacturing Robot Business of

Robostar

로보스타는중소형제조용 로봇의국내최대

공급회사로 모바일 반도체 FPD자동차 IT 등

다양한분야에로봇과장비를공급하고있다글

로벌리더로성장하기위해다양한기술과사업

을추진하고있는로보스타의사업에대해소개

한다.

주제:TES Vacuum Robot for High Resolution

Display and R&D for New Business

TES는고화질디스플레이패널제조에사용되

는핵심장비의세계적인회사에진공로봇을공급

하는 등 진공로봇 관련 세계적인 기술과 시장을

갖고있다이와관련된주요로봇기술개발이력

등을 소개하며 신규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

한소개도이뤄진다

주제:Technologies andProducts for Service

Robot

유진로봇은글로벌로봇기업으로급속하게성

장중이며청소로봇교육로봇고령자간병로봇

장난감및산업로봇등의사업분야를갖고있다

이를가능하게하는로봇기술 제품및관련서비

스소개를통해로봇산업현황을소개한다

주제: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Suc

cess Based on the Open Source Platform

Creating the Virtuous Circle

로보티즈 사업 철학 중 하나는 다이나믹셀을

통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로봇분야에

있어서협력생태계를만들어가는것이다 최근

터틀봇(TurtleBot)3출시를통해한걸음더전진

하고있다 그동안축적된기술을통해간편하고

실질적이고유용한로봇기술을소개한다

아비탈베차르박사(Vocani)

고렌 고든교수(텔아비브대)

데보라 샤베스 매니저(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남궁휘문이사(로보스타)

이수종 소장(TES 코리아)

김영재 전무(유진로봇)

아론박미국지사장(로보티즈)

아비탈베차르박사 고렌고든교수 데보라샤베스매니저 남궁휘문이사 이수종소장 김영재전무 아론박미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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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3일 수요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 클러스터

설계-시제품-평가인증 까지 국내 유일 원스톱 지원기관

로봇기업에게수요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국내유일의로봇기술지원기관인한국로봇산업진흥원클러스터사업단전경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산업클러스터기반조성사업

을통해중소기업기술지원인프라구축을완료하였으며해당

사업은△센터및장비구축△기술사업화촉진‧창업지원△보

급확산을통해기업지원서비스를위한기반조성 로봇기업

의제품경쟁력강화및시장활성화도모 로봇산업저변확대

등에목적이있다

세부적으로는 △로봇혁신센터(설계ㆍ해석) △로봇협동화

팩토리(시제품 제작) △표준시험인증센터(시험평가ㆍ인증)

등3개의센터건축및장비구축을통해수요중심의맞춤형서

비스제공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로봇혁신센터는창업벤처로봇기업화기업에장비활용교

육및설계지원을통해제품기획부터제품검증까지전반의

과정을지원한다로봇엔지니어링스튜디오가상화엔진니어

링스튜디오등23종 49대의장비를보유하고있다

로봇협동화팩토리는로봇기업의시작품‧시제품제작지원시

험생산을통해로봇기업의아이디어를구체화하여고품질제품

생산을지원한다 로봇프레임제작 가공부품제작 특수형상가

공시제품제작마무리공정장비28종28대를보유하고있다

표준시험인증센터는로봇설계해석디지털검증등시제품시

작품가공제작장비 성능시험평가및품질인증관련장비등을

갖추고시험평가인증을지원한다 신뢰성평가 전자기적합성(E

MC) 성능평가관련53종79대의장비와주행성능조작성능충

돌안전성을측정하기위한10종10대의장비를보유하고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이미구축이완료된총114종166대

의 장비에 대해 △설계ㆍ해석(제품기획 및 설계검증) △시제

품 제작(제작지원 시험생산) △시험평가(성능 신뢰성 전자

기적합성)ㆍ인증(청소로봇 교구용ㆍ교육보조로봇) 등 기업

의수요와목적에따라다방면에서활용이가능하다

현재시험인증 제조지원장비구축을완료하여로봇시제

품 설계제작부터 시험평가 인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명실상부한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기관으로자리

매김함으로써고품질제품의시장공급 국내로봇산업의경

쟁력증진및수출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KS 인증기관및KOLAS 공인

시험기관이다 KS인증대상품목은건식가정용청소로봇교

구용로봇 교육보조로봇 3개품목이다 로봇분야 KS인증기

관으로서인증대상품목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향후바퀴형

이동로봇등시장의다양한로봇제품에대한인증을시행할

계획이다 KOLAS 공인시험은현재가정용청소로봇 교구용

로봇 교육보조로봇 방진시험 방수시험 5개 항목이다 2017

년 연말인정획득을목표로전자기적합성(EMC)분야와열충

격시험 온습도 시험 염수분무 시험 등 인정범위를 지속적으

로확대할계획이다

건식가정용청소로봇및교구용로봇에대한KS인증획득

을희망하는기업은한국로봇산업진흥원홈페이지(http://w

wwkiriaorg)를통해 KS인증신청절차및구비서류등에관

한정보를얻을수있다

박기한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이국내유일의로

봇전문기술지원체계를구축한만큼우수한인프라를중소기

업이적극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며 지속적인고객과

의소통및의견수렴을통해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에앞장

서나가겠다고하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장비목록 및 활용절차는 홈

페이지(wwwkiriaorg) 혹은 블로그(http://blognaverco

m/kiria_test)를통해확인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시

행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및승인을받은경우연중수시장비이용료의최대60~70%(3

000~7000 만원) 범위내에서정부지원금을바우처(쿠폰) 방

식으로지원받을수있다

114종 166대 장비구축완료

수요자중심맞춤서비스로

중소기업적극활용에힘써

한국로봇산업진흥원보유주요장비현황

분류

HW

구분

신뢰성

장비명

열충격시험기

항온항습기

가상화 엔지니어링 시스템

로봇 시뮬레이션 S/W

태양광노화환경시스템

액추에이터 가속노화 시스템

염수분무시험기

방수챔버

분진시험챔버

나일론 진공주형기

레이저용접기

3차원측정기

와이어컷방전가공기

조작성능시험기

3차원 레이저가공기

CNC방전가공기

고정밀 RP장비

고강도 RP장비

5축 가공기

수직형 복합가공기

수평형 복합가공기

레이저커팅기

고속가공기

범용 밀링

제조

지원

범용선반

안전성 로봇충돌안전성능평가 시스템

EMC
로봇전자기적합성시험인증

시스템

의료제조정밀모션측정시스템

로봇주행성능평가시스템

HRI성능평가시스템

모션캡쳐 및 실내외 이동시

험 측정 장비

IEC 청소로봇 주행성능시험

설비
성능

평가

먼지제거 및 경사주행 복합

시험기

충격·낙하·하중 복합 시험기

동역학 및 해석 S/W

해석/

시뮬레

이션

다분야 유한요소 사전 처리

도구

콘텐츠 제작 엔진

데이터 표면 현실화 제작 S/W

재구성 가능한 모듈형 서비스

로봇 시스템

3차원 형상 스캐너

3차원 역설계 소프트웨어

3차원 캐드 소프트웨어

통합 GUI개발 도구

테크니컬 컴퓨팅 언어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SW

디자인/

설계

표면 설계 도구

레이저커팅기

CNC선반

시험평가-의료제조로봇정밀모션측정시스템

시제품제작-수평형복합가공기

설계해석-3차원형상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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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시하는 미션 수행수상자엔 채용 기회

정부의연구개발결과물인개방형로봇서비스

플랫폼인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S

ervices)를활용한소프트웨어경진대회이다 로

봇에관심이많은전국의학생및일반인들이OP

RoS 기반의 로봇 SW와 HW를 설계하고 운용하

는 경험을 갖게함으로써 로봇 공통 플랫폼에 대

한이해를높이기위해마련됐다

OPRoS 창작로봇과로봇SW 개발등2종목으로

치러진다창작로봇은로봇HW와SW를개발해창의

성 활용도 실용성을평가하며로봇SW개발은공개

된컴포넌트를기반으로미션수행능력을평가한다

특히 OPRoS는 현재 2~3개 로봇 관련 고등학

교에서연 10회로 SW 교육을추진하고서울 대

전등에서는OPRoS 교실을상시운영하는등저

변확대를꾀하고있다 이 대회는 ETRI 강원대

학교퓨처로봇로봇앤휴먼네트웍스가주관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허청기술표준원이후원한다

대한로봇스포츠협회가주관하는이경기는국

제로봇올림피아드세계대회의국내예선전성격

이강하다 성적우수자는세계대회진출권을획

득하며 국제 청소년 로봇 교류캠프 형태로도 진

행된다 로봇을 매개로 세계적 수준의 창의융합

형로봇인재를발굴하고양성하는것이이대회

의가장큰목표 2020년10개국이상이참가하는

국제청소년로봇교류캠프를지향하고있다

종목으로는제한시간내로봇을조종해큐브를

바스켓안에넣어점수로우열을가리는배틀큐

브 로봇이 등장하는 1분 이내의 초단편 영화를

현장에서제작하는로봇인무비 현장에서출제

된 미션을 제한된 부품을 활용해 제작하고 수행

능력을겨루는미션형창작등3종목으로나눠진

다초등학생과중학생까지만참가할수있다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WCRC

는 다양한 세계 로봇 경진대회와 연계되는 경기

로 성적 우수자에게는 세계 대회 본선 진출권이

부여된다

세계로봇경쟁으로가는지름길(Expressway

forWorld Robot Competition)이라는슬로건하

에2020년까지10개국제로봇대회진출및상위권

수상을목표로하고있다종목은주어진시간내에

상대방진영에억류돼있는인질을먼저구하는팀

이승리하는 WCRC로봇배틀 인명구조로봇파

일럿이되기위해주어진4개의미션맵을수행하는

WCRC로봇프로그래밍이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프로그래밍이 포함된 로봇의 R&D

프로젝트를소개하고발표하는경기(로보페스트

Exhibition)컴퓨터비전과자율형모바일로봇

의 기초적인 R&D를 제시하는 종목(로보페스트

VCC)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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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작년에열린R-비즈챌린지DST로봇멀티미션챌린지모습 사진은작년에열린창작로봇경진대회모습

종목을세부적으로보면로봇제품서비스 SW

코딩미션이3종목으로가장많다

새온은무인자동차자율주행미션챌린지를내

세웠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차량형 로봇

으로트랙주행임무를수행하는내용이다 수상

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백만원 그리고 120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 특전으로 취업시 가산

점부여로봇강사기회를제공한다

로보링크코드론코딩자율미션챌린지는드론

자율비행을통해인간생활에도움을줄수있는

창작 시나리오 제작 및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이

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백만원 그리고

180만원상당의상품이주어진다특전으로취업

시가산점을부여한다

로보티즈는지능로봇알티노를활용해주어진

시간 내에 자율주행 미션(직선 커브 요철 통과

돌발상황등)을수행하는터틀봇3오토레이스를

진행한다 수상자에게는상장과 350만원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 특전으로 본선 진출자에게 터

틀봇3버거로봇을제공한다

로봇제품서비스개발종목은 1개부문으로 D

ST 로봇이 제시하는 DST로봇 멀티미션 챌린지

다 서보모터를활용해자가변신이가능하고다

양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하고

시연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

장과상금 220만원그리고 2천만원상당의상품

이주어진다 특전으로취업시가산점부여 수상

작상용화시로열티를지급한다

마지막으로로봇제품서비스마케팅전략종목

에서는 MRT인터내셔널이 로케팅 대회를 개최

한다

로봇및로봇부품에대한적용가능시장발굴

및효과적인홍보를위한비즈니스모델 마케팅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미션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상금 1백만원특전으로인턴십기회를제

공한다

2017 RBIZ 챌린지 2017 국제로봇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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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올림피아드

국제 청소년 교류 캠프로

2020년 10개국참가목표

◆ OPRoS 경진대회

개방형 로봇 플랫폼 활용

SWHW 설계능력평가

◆ WCRC

4개 미션성적우수자

세계대회본선진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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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슬로건으로 종목간 통일성 높여

로봇신문과 ITC로봇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에

어스포츠 경진대회는 자율 주행 모드와 조종 모

드를 융합한 로봇 스포츠 경연으로 올해 흥미진

진함을더한다

인간과로봇이하나되어열정이살아숨쉬는로봇

스포츠를슬로건으로하는이대회는창의적이고혁

신적인임베디드SW개발및하드웨어제작능력배

양이목표다 핸즈온테크놀러지 레고 에듀케이션

피츠코에듀케이션등이후원사로참여했다

종목은로봇유도(초․중학생대상)와 로봇농구

(고등학생대학부)등2가지로봇유도는1:1로대

결해3분동안상대방을유도기술(뒤집기등)로제

압하는내용으로프로그래밍기술이중요하다

로봇농구는제작한로봇을자율주행모드(30

초)와드라이브모드(3분)로나눠대결하며로봇

제작과정을기록하는엔지니어링노트가필요하

다 장관상과 진흥원장상 로봇신문사장상등 종

목별1~3위까지총9명에게시상한다

프로그래밍을통해로봇제어를평가하는로보

콘은 학교에서 배운 로봇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

인로봇제작 부품의이해와프로그래밍을통해

주어진미션을수행하는대회이다

자동형로봇과조종형로봇을함께운용하면서

타이밍 혹은 해결 방식을 고민하고 협업 로봇에

대한이해를높이는 팀플레이 주어진미로구조

에따라최적의시간에효율적인미션해결이가

능한 로봇의 형태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미로찾

기 프로그램알고리즘에대한이해도가낮은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의 각 부품과 미션

을이해시키는무인운반미션등의종목이있다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가주관하고(주)로보트

론이후원하는이대회는주어진주제에맞게로봇

을 제작 프로그래밍하는 내용이 미션이다 학생

들이로봇에대해마음껏상상하고이를표현하고

로봇에대한기술적인이해를높이는취지에서마

련됐다 모두 초등학생 대상이며 로봇 조립 능력

및프로그래밍스킬코딩능력을평가한다

주어진주제나미션에맞게현장에서로봇을제

작해시연하는로봇창작 현장에서로봇을활용한

코딩을통해시연하는로봇코딩종목으로나뉜다

로봇 윤리 토론대회는 국제로봇콘테스트대회

가운데 인문학적인 지식과 현안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필요한종목이다

다양한인공지능(AI) 로봇들이등장하면서점

점 중요해지고 있는 로봇 윤리에 대해 청소년들

이직접나와토론을벌임으로써로봇활용능력

을 제고하고 윤리적 마인드를 확산하는 효과를

꾀하고있다

서울교육대학교 어린이철학교육센터에서 주

관한다 주어진 주제를 기반으로 토론하는 단일

종목이며총18명에게시상한다

융합인재를양성하기위한STEAM교육은해가

갈수록그중요성을더하고있다 STEAM교육협회

가주관하고로보티즈가후원하는STEAMCUP은

로봇하드웨어의기구적인특징과제어SW의알고

리즘을이해해제시된미션을창의적으로해결하고

아이디어를표현하는데주안점을두는대회다

전국초등학교를연계한창작로봇콘테스트및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 대

회의 목표이기도 하다 2017 행사에서는 자율형

보행로봇 오픈 임베디드 창작 등 총 4개 종목이

진행된다

올해 신설된 종목이다 주최 측인 한국로봇산

업진흥원은로봇교육에대한동기부여및로봇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

다주관기관은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이다로봇

에대한구조적 기술적원리를이해하고창의적

사고를할수록유리하다

로봇미니올림픽과 나는로봇디자이너 등 2

종목으로열린다 참가대상은로봇창의교육사업

인 창의나눔 지역아동센터별 대표 학생이다 로

봇미니올림픽은토너먼트로진행되며SW코딩

을주요기술로평가한다

나는로봇디자이너는부모님께만들어드리고

싶은로봇을제작하는경기로학생들이수업받은

내용을바탕으로상상력과창의력을발휘해만들

면된다

대통령상과국무총리상이걸려있는지능형So

C로봇워는반도체기술을적용해영상인식을구

현하는지능형로봇콘테스트이다

SoC(System on Chip)를 활용해지능형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고 고급 인력 양성을 구현하겠

다는취지로매년열리고있다 KAIST 시스템설

계응용연구센터(SDIA)에서 주관하고 인텔 에

이디칩스로보티즈미니로봇디에스티로봇유

엑스팩토리 반도체설계교육센터 등이 대거 후

원한다

종목은2가지휴로컴피티션은장애물트랙달

리기로영상인식을통해장애물회피등의미션

을 수행해야 하는 경기다 SoC 태권로봇은 로봇

을 통한 1:1 태권도 겨루기로 영상 인식과 로봇

컨트롤기술이중요하다 모두 대학생/대학원생

이참여할수있다

인체의움직임과스포츠경기를묘사하는휴머

노이드 로봇 경연대회로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주관하고한국로

봇산업진흥원 서울과기대 ADBL사업단 FIRA

로보티즈가후원한다 로봇 제작및운용기술의

발전과 로봇의 이동방법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취지로하고있다 특히 2010년 이후 3개국이상

의팀을초청하면서글로벌경연장으로도인기를

끌고있다

종목은지능형과조종형 국가대항전 인간형

스키로봇 경진대회 등 크게 4개로 구성되며 7개

세부로치러진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지능형로봇

경기다 로봇분야의흥미유발과대중적인공감

대를형성하기위해마련된이행사는세계최고

다분야 지능형 로봇 경진대회를 지향하고 있다

로봇의 근간을 이루는 로봇 구조설계 프로그래

밍등의미션을수행해야한다

종목은크게지능형씨름로봇 지능형창작로

봇 드론로봇 장애인용휠체어로봇등의경기로

나뉘며대학생이상만참여가가능한지능형창작

로봇을제외하고는참가대상에제한이없다

◆에어스포츠 경진대회

자율주행조종모드융합

열정숨쉬는로봇스포츠

◆지능형 SoC 로봇워

반도체로영상인식구현

태권도겨루기등 2종목

사진은작년에열린에어스포츠경진대회모습 사진은작년에열린지능형SoC로봇워대회모습

◆ STEAM CUP

오픈임베디드창작등

4개 종목서 열띤 경연
◆서울테크지능로봇경진대회

구조설계프로그래밍등

지능형로봇미션수행

◆휴머노이드로봇 스포츠

인간형스키로봇대회등

7개 세부종목 시상 푸짐

◆교육용 로봇 창의대회

지역아동센터대표출전

원리이해와창의성겨뤄

◆로보콘

학교에서배운기술활용

팀플레이 등 종목다양

◆로봇윤리 토론대회

청소년이토론자로참여

윤리적사고확산에기여

◆창작로봇경진대회

초등학생대상으로

로봇조립등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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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로보월드

SHOW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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