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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로봇 전시회인 2018

로보월드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일산킨텍스에서역대최대규모

로치러진다

올해로 13회째인 로보월드는 국제로

봇산업대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홍보관 국제로봇콘테스트 국제로봇기

술포럼등다채로운행사로마련됐다산

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

업협회한국로봇산업진흥원제어로봇

시스템학회가공동으로주관한다

개막식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승탁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황철주 제어

로봇시스템학회회장 국내외로봇유관

기관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막다음날인11일개최된다

올해 로보월드는 총 18개국 154개사

가 611부스(해외 25개사 72부스 포함)

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지난해 로보월드에는 16개국 151개사

가490부스로참가했다 6만4000여명의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방문했으며 약

7900만달러의수출상담실적을기록했

다 올해는 부스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만큼수출상담실적도많아지기를기대

하고있다

올해국제로봇산업대전(전시회)은킨

텍스 1홀과 2홀에서열린다 1홀에선시

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홍보관 국제로

봇콘테스트가열리며 2홀에선제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로봇부품 스마트

제조솔루션 스마트응용소프트웨어무

인기&드론등로봇산업전반에걸쳐제

품을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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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전시회역시지난해와마찬가지

로협동로봇이대거등장해미래제조공

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대중공업지

주한화정밀기계두산로보틱스뉴로메

카에스비비테크민트로봇유니버셜로

봇 가이텍코리아등총 7개국 12개사가

85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특히 협동 로

봇/산업안전특별관을구성하여제조기

업의 로봇 보급확산의 첨병 역할을 담

당한다

협동 로봇무인이송 로봇 간 매니퓰

레이터제품출품이증가하면서물류로

봇중심의스마트공장비전도제시한다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과전문서비스

로봇인무인이송 로봇이 결합돼새로운

로봇영역을 제시한다는 점에서주목받

고있다

수성 테크플로어 포테닛 인아텍 한

성웰텍 등총 5개사가 40부스로 참여한

다각각의로봇들은제조공정간연계작

업유연성증가및자동화로생산성향상

을기대할수있는제품들이다

전년대비주요부품기업들의참여가

크게증가한것도두드러진현상이다하

이젠모터 한즈모트롤 한국에프에이산

업 등 총 19개사가 65부스 규모로 참여

한다 특히 협동로봇 개발 및 보급 확대

로모터 감속기 케이블 그리퍼등로봇

주요부품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부스규모도250%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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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회에는 국방 의료 건설 농

업을비롯해다양한서비스분야에적용

가능한웨어러블로봇이다수출품된다

현대로템 엠디 SG로보틱스 엑소아틀

레트등총 6개사가 25부스규모로참여

한다

코딩교육의정규교과과정편성에따

라교육용로봇기업전시규모가확대됐

다 로보티즈 로보로보등국내로봇기

업과국내시장진출을모색중인중국유

비테크 등 총 10개사가 40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무인기및드론퍼스널모빌리티등특

별관및시연장운영으로참관객및바이

어가직접로봇을체험할수있는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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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전시회에는미국 일본 중국덴

마크 스위스등해외총 18개국주요기

업25개사가72부스규모로참여해글로

벌전시회로의위상을강화한다

또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덴

마크이스라엘베트남말레이시아인

도네시아 등 해외 초청 바이어 25개국

100명을포함 1000여명의해외바이어

가 방문해 글로벌 주요 로봇 마켓 플레

이스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전시회 기간동안에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제5회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

럼 제10회 한중일 로봇워크숍 제4회

한중 로봇포럼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로봇워크숍은 벌써 10회째를

맞아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3국간 로봇

전문가교류의장으로뿌리를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비즈니스 전시회로서

로봇마켓 플레이스로서의 입지를 강화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구매 상담회 로봇 표준화 동향 세미나

신제품런칭쇼등수요자기반 B2B전시

확대를위한부대행사가운영되며 전국

산업단지공단 및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구매담당자를대거초청해실거래확대

를유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 로봇산업 방향

을모색하는자리를마련했다 기조강연

및명사초청특강 SC 채용설명회 전문

가세미나등을통해로봇산업전반에걸

쳐방향성을제시한다

로봇 강국 코리아 새로운 희망을 쏴라

국내외참가기업급증역대급규모 자랑

협동로봇웨어러블로봇등 신세계로초대

해외바이어몰리며수출확대신바람기대

세계3대로봇전시회로자리매김한 2018로보월드가10월10일부터13일까지일산킨텍스에서열린다사진은 2017로보월드전시부스모습

국내최대로봇축전 2018 로보월드 10일 킨텍스서개막

 2,-./
부스배치도 및 참가업체 리스트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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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에 참여했던 로봇

기업들의제품서비스를홍보하기위한대형시

연회 장으로 17개사 20여종 로봇 제품을 시연

한다

유망분야별체험및시연부스설치를통한바

이어 및 관람객 대상 제품 홍보 활동을 펼친다

상하지재활로봇배변케어로봇등으로구성된

재활로봇치료서비스체험공간을마련하고 협

동로봇분야에선볼트체결공정자동차도어실

링공정 위생도기조립공정등에서협동로봇과

사람이협업하는공정을시연한다

이밖에도자율주행물류로봇 철도보안로봇

접목로봇등물류 사회안전 농업등다양한분

야의로봇제품시연이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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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3일까지열리는국제로봇콘테스트

는 로봇인재 육성과 로봇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

며로봇산업활성화및대국민로봇마인드확산

에기여하겠다는목표하에 인간과로봇의공존

을대회슬로건으로설정했다

행사기간 동안 총 11개 대회 32개 종목에서

2700여명의선수가참여해국내최고권위의로

봇경진대회로서위상을다지고대국민로봇마인

드확산에기여하게된다

주최측은주요종목현장중계안내자료제작

배포로대회에대한이해도향상과로봇체험행

사를통해국민적관심을제고한다

이밖에도 올해는 로봇윤리에 대한 공감대 확

산을 위한 로봇윤리 토론대회 운영확대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로봇윤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한다

생체모방로봇을주제로열리는국제로봇포럼

도 관심을 가질만한 행사다 국방 재난 건설 등

다양한분야에적용이기대되는생체모방로봇에

특화된 콘텐츠로 구성됐다 생체 로봇의 전반적

인개요와특정로봇의개발사례등을통해참가

자들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한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및 참가기업 관

계자 참관객여러분 글로벌로봇산업

의트렌드를이끌어가고있는 2018 로

보월드가 성황리에 개막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로봇 관련 관계자

와 기업인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드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로

보월드는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고있

는로봇을주제로 전세계 18개국 154

개사 610여부스규모로개최되는세계

3대로봇전문전시회로자리매김하였

습니다

2018년도로보월드는 Smart Indus

try! Smart Life!라는슬로건을모토로

사람과 로봇의 공존 해법을 제시하고

자합니다이미로봇은인간을도와주는

것을지나인간과소통하고있습니다세

계각국에서는로봇이사람의일자리를

대체하지않을까우려하고있지만로봇

을활용한사람로봇간 상호협력을통

해새로운일자리가생겨나고삶의질이

향상되는등사람과로봇이상생하는관

계가가능함을보여주려고합니다

최근미국중국일본등해외주요국

가들은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에따라

스마트팩토리에대한 계획을수립추진

중에있습니다금년로보월드는협동로

봇을중심으로다양한산업에적용가능

한어플리케이션을시연함으로써스마트

팩토리의방향성을제시할것입니다

특히 최근 무인이송 로봇과 협동 로

봇의개념이합쳐지는추세를반영하는

매니퓰레이션 제품도 다수 전시되어

제조공정 간 연계작업 유연성 증가와

자동화를 위한 물류 로봇의 새로운 트

렌드도가늠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용 로봇을 활용한 스마

트시티구축플랫폼으로서인공지능 I

oT클라우드블록체인 VR/AR 등지

속적으로이슈가제기되는분야의로봇

역할을제시할것입니다

금년로보월드에는미국일본 중국

덴마크 스위스등해외총18개국의주

요기업 25개사가 참여하여 신기술 신

제품을전시함으로써이번전시회를통

해 글로벌 로봇산업 트렌드를 확인할

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아울러미국일본 중국프랑스인도

덴마크 이스라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해외초청바이어25개국

100명을포함해 1000명의해외바이어

가방문하여 로보월드가글로벌로봇시

장에진출하기위한마켓플레이스역할

도충실히수행할것으로기대합니다

4일간개최되는로보월드와함께좋

은성과거두시기를기원합니다

사람-로봇공존해법제시

김승탁
한국로봇산업협회장

올해로 13회를 맞이하게 된 로보월

드 2018의 개막을 진심으로축하드립

니다

지면을 통해 로보월드 준비에 참여

해 주신 산학연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로보월드는 매년 발전된 모습을 거

듭하고 점점 규모를 확대하여 이제 명

실공히세계적인로봇축제로발돋움하

고있습니다 특히올해는협동로봇주

도 미래 제조공정과 웨어러블 로봇 중

심 서비스 로봇 플랫폼을 제시한다고

하니 로봇의현재와미래를직접눈으

로확인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입

니다

제어로봇시스템은 생활의 편리함

과산업의성장동력으로서 4차산업혁

명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글로벌 산업

용로봇시장은개발도상국과중소기업

에서의수요증가로5년뒤인2023년에

는 출하량이 약 89만대에 이를 것이라

고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성장비중이큰데 이는중국 인

도 한국 등에서의 수요증가가 원인입

니다

특히 중국은 수요시장도 커지고 있

지만 해외 로봇기업들을 인수하는 등

기술 경쟁력도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따라오고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산업이란 단순 기술분

야가아닌 4차산업혁명의핵심분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등 여러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융복합산업으

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분야에서 많

은 경험으로 상대적인 기술우위에 있

는 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 확실한 성

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

구개발에 힘쓴다면 로봇산업이야 말

로더욱앞서나갈수있을것으로믿습

니다

앞으로 로보월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로봇기술로 더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동시에

국가도성장해나가는데최선의노력을

기울이고자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보다 여유롭

고 행복해지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우

리학회는앞장설것이며 로보월드관

계자분들도큰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

다

로보월드 2018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

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산업 세계호령자신

황철주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대

한민국 최대 로봇 축제 2018 로보월

드개막을진심으로축하합니다

4차산업혁명이다가오면서이를실

현하는 주체인 로봇이 그 어느 때보다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시장은

매년 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며 기존의 제조용 로봇에서 나아가

소셜 로봇 교육 로봇 의료재활 로봇

등다양한서비스로봇이개발및상용

화되는등그변화는매년더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

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보월드 기간동

안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홍보관

을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운영합

니다 사회 안전 의료재활 협동 물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제품을 시

연현장에서직접만나실수있습니다

또한 국제로봇콘테스트는 국내 최

대의로봇경진대회로10월11일부터3

일간11개대회32개종목 2700여명이

본선에참가합니다특히올해도해외8

개국에서 150여명의외국선수들이참

석해명실상부한국제적대회로서의면

모를이어나가게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의혁신기술은로봇이라는기반위에

서융합될때비로소그역할을발휘하게

될것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이

를위해 인간 로봇더나은미래 4차

산업혁명을선도하는로봇산업진흥기

관이라는 비전하에 로봇산업 수요창

출과 확산을 위한 시장창출형 로봇보

급사업을 수행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으로 로봇 설계부터제작 인

증까지 전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규제개선을 통해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가

이드를선제적으로마련하여협동로봇

시장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등 가

시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생태계구축을위해미래로봇인

재양성과기존인력의재교육 로봇분

야로의직무전환교육에도힘쓰고있습

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대한민국

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

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 로보월드가 모든

국민여러분께로봇산업이열어가는4

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미리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남녀노소가 즐

길수있는로봇축제의장이되길바랍

니다

4차 산업혁명주역부각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재활배변 돕는 로봇인간 반려자로 우뚝

2018로보월드에는협동로봇웨어러블로봇등다채로운로봇이관람객의눈길을모을전망이다사진은2017로보

월드행사장전경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홍보관시연다채

국제로봇콘테스트엔 2700명 선수참여 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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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이면 한국이 산업용 로봇 운영 대수

면에서미국을추월해세계3위시장에올라설것

으로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노동력부족과초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산업용 로봇의 도입이

확산되면서각국의로봇밀도도높아지고있다

하지만산업용로봇업계역시시대적인변화

에발맞춰변화를모색해야할시점이다 인더스

트리 40과 스마트팩토리등의확산으로산업용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

술의수용등노력이절실한상황이다

IFR의츠다준지일본야스카와회장겸IFR회

장은현재전세계로봇시장의대부분을산업용

로봇이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용 로봇은

유연성과정확성 획득한기술의공유및시각화

가요구된다고주장했다

산업용로봇시장에서중국의영향력이지속적

으로확대되고있는것은최근두드러진현상이다

IFR에따르면2019년까지전세계에공급되는

산업용로봇의약 40%가 중국에설치될것이며

한국 일본 대만및기타동남아국가등모든아

시아 시장에서 로봇 설치 대수가 지속적으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이미 연속 5년 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최대 소비시장 자리를 차지

하고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사이중국산업용로

봇판매량은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가고있는데

2012년2만3000대였던로봇판매량은지난해13

만8000대로늘어5배성장을실현했다산업용로

봇수준이높아지면서자동차와하이엔드장비제

조및가전업이주요수요업종으로떠올랐다

중국쳰잔산업연구원에따르면중국산업용로

봇 시장은 세계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면

서세계1위산업용로봇어플리케이션시장으로

뿌리내렸다 지난해중국산업용로봇시장은 42

억2000만달러로전년대비 24%성장했다 연구

원은올해상반기중국산업용로봇시장규모가

이미52억2000만달러(약 5조8881억6000만원)

에달했다고밝혔다

최근중국의 제조스마트화바람이거세게불

면서산업용로봇시장수요가성황을이루고있

다 IFR 예측에따르면올해중국산업용로봇판

매량은 15만대를 넘어서고 시장 규모는 62억

3000만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일본

야스카와 가와사키 화낙등산업용로봇강자뿐

아니라 중국 메이디 그룹에 인수된 쿠카 로보틱

스 스위스 ABB 등산업용로봇업체들의생산라

인증설 중국영업확대등으로증가하는산업용

로봇수요에대응하고있는상황이다

수요 40%가중국동남아도 꿈틀

세계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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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산업용로봇 300만대눈앞한국 3위시장도약

세계산업용로봇보급대수가2017년200만대를넘어선데이어2020년300만대돌파를눈앞에두고있다이가운데중국이수요의40%를차지할전망이다사진은중국QJAR로봇

(왼쪽)과스위스의산업용로봇ABB시연모습

그동안 외국산 주도로 이뤄지던 협동 로봇 시

장에 국산 협동 로봇이 본격 출시되면서 국내에

도협동로봇시대가활짝열렸다

한화테크윈이 지난해 협동 로봇 HCR5를 발

표하면서 협동 로봇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두산로보틱스도 수원에 협동 로봇 공장을

만들고협동로봇양산체제에들어갔다

대기업이속속협동로봇시장에진출하고있

는모양새다

협동로봇개발및공급열기는대기업에만국

한되지 않는다 로봇 부품 업체인 에스비비테크

와뉴로메카도협동로봇을독자개발 시장개척

에나섰다

에스비비테크는모듈러로봇액추에이터를기

반으로 협동 로봇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으며

뉴로메카는 스마트 커넥티드 로봇 기반 보급형

협동로봇 인디(Indy)를개발시장공략에나섰

다푸른기술도협동로봇을개발국내외시장공

략에나서고있다

올해로보월드에는협동로봇부문에서현대중

공업지주 한화정밀기계 두산로보틱스 뉴로메

카 에스비비테크민트로봇 유니버셜로봇 가이

텍코리아 등 총 7개국 12개사가 85부스 규모로

참가했다특히협동로봇&산업안전특별관을구

성해협동로봇저변확대를모색하고있다

협동로봇의보급확대를위해한국로봇산업진

흥원은 협동 로봇 안전인증제도를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간과 로봇이 동일한 공간에

서협력작업을하려면협동로봇에대한안전기

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간것이다

이에따라국제기준에걸맞는협동로봇의제

작및공급이이뤄져국내협동로봇업계의내수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성을확보할수있게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동 로봇 시장을 비롯한

산업용로봇이전반적으로확대보급되기위해선

여러 로봇기업과 기관들이 힘을 모아 산업 현장

에로봇을적용할수있는 SI 기술력을키우는일

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

특히국내 SI 로봇기업발굴및육성을통해협

동로봇등미래로봇시장을선점하기위한기술

력확보가중요하다고보고있다

大中企독자개발러시SI 기술력 관건

국내 시장 현황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도 꿈틀

대고있다 협동로봇시장규모는아직전통적인

산업용로봇에비해서매우작지만지난 50년이

상별다른변화가없던보수적인산업용로봇시

장에혁신을몰고오고있으며미래성장성이매

우크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다

2010년대초반에는거의유니버셜로봇(Unive

rsal Robot) 단독으로 제품을 출시했지만 시장

이확대되자기존산업용로봇업체들특히수직

다관절 로봇 제작업체들이 속속 이 시장에 뛰어

들고있는상황이다

여러조사기관들은산업용로봇시장에서협동

로봇의존재감이확대되면서미래산업용로봇의

핵심엔진으로떠오를것으로예상하고있다

루프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까지 판매되는

산업용 로봇의 34%를 협동 로봇이 차지할 전망

이다지금은전체로봇판매의3%선에그치고있

다 루프벤처스는 2025년에 이르면산업용 로봇

시장이 338억 달러(약 39조 원)로 성장 2016년

대비27배에이를것으로예상했다

특히이성장을견인하는것은전통적인제조용

로봇이아니라협동로봇이될것으로내다봤다

글로벌협동로봇시장의활성화가예상되면서

글로벌로봇업체들의협동로봇시장쟁탈전도갈

수록치열해지고있다 기존의유니버설로보틱스

등전문업체와별도로전통적으로산업용로봇에

주력했던 ABB 쿠카 로보틱스 야스카와전기 덴

소등업체들이경량급의협동로봇을속속내놓고

있다협동로봇에모바일베이스를부착해이동성

을강화하거나휴머노이드의형태를갖춘협동로

봇들도등장하고있다

협동로봇은기본적으로펜스없이설치가가능

하다이때문에어플리케이션도확대되고있는추

세다 제조 전자물류산업뿐아니라서비스업체

식음료업체등도산업용로봇에비해저렴하고설

치가용이한협동로봇을도입해제조및서비스의

생산성을높이고있는상황이다협동로봇의보급

으로중후장대한산업용로봇대신경량급의협동

로봇이인간과보다친밀한존재로다가오고있다

2025년 산업용로봇의 34% 차지성장견인

무섭게 비상하는 협동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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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스타는 20년 이상로봇관련연구개발및

제조를진행해온제조용로봇전문업체다 LG산

전(현LS산전)에서산업용로봇사업에소속된엔

지니어들이1999년독립해설립됐다 올해 LG전

자에인수됐다

LG전자는 로봇사업을미래사업의한축으로

삼아 독자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협력

을강화하고있다면서지속적인투자를통해신

성장동력인로봇사업에속도를낼것이라며 지

능형 자율공장 구축에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기술을적극활용한다는방침이다

로보스타의 주요 제품으로는 직각좌표 로봇

(클린) 리니어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스카라)

데스크탑로봇 수직다관절로봇 컨트롤러 글라

스반송용로봇웨이퍼반송용로봇진공로봇정

밀 스테이지등풍부한라인업을갖췄다 로보월

드 행사에서 이들 다양한 로봇 제품군의 성능과

기능을확인할수있다

로보스타는제조용로봇을중심으로자동화장

비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종전의 제조

용로봇기술(HW SW)을 활용한모바일 디스플

레이자동차반도체전기전자이차전지등다양

한 산업에 적용되는 제품군 확대는 물론 FPD장

비 IT부품제조장비반도체장비등자동화장비

사업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자동화장비팔색조매력발산

로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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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스타 스카라로봇

두산로보틱스는이번에협동로봇을

주력으로선보인다 가장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자동화를구현할수있는자

동화솔루션이다 두산로봇의각 6개의

축에 탑재된 토크 센서는 작은 충격도

민감하게감지하고운전을정지하여사

람과의협업에서안전을보장하며다양

한 안전설정기능을통해작업자와대

상물을더욱안전하게보호할수있다

고성능 토크 센서를

기반으로 안정된 플랫

폼위에개발된힘제어

순응제어 등의 알고리

즘은 기존 위치제어만

으로는 불가능했던 섬

세하고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다 01mm의 반

복 정밀도를 통해 정밀

한 작업 지원을 가능하

게한다두산로봇은작

업 환경을 스스로 감지

하여 공정 구현에 필요

한 파라미터들을 자동

으로입력할수있고주

변 기기와의 연결도 편

리하기 때문에 한 공정

에서 다른 공정으로의

전환도 용이하다 최대 17m의 로봇팔

작업반경과최대 15kg 가반중량의넓

은 라인업은 적용 가능한 공정의 범위

를더욱다양하게한다

이번 두산로보틱스 전시관에서는 실

제공정에바로적용이가능한다양한자

동화사례를구현해놓았으며두산로봇

의직관적인로봇티칭을실제로경험해

볼수있는섹션도마련했다방문객들을

위해로보월드특별프로모션패키지도

준비하였으며 신한은행과의업무제휴

로로봇업계최초로로봇전용금융상품

을개발하여전시회중런칭한다

6축 다관절로정밀작업 마법사

두산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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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M0609

라온테크는2000년설립이래18년동안산업용

로봇및물류장비를공급하는회사이다반도체플

랫패널디스플레이(FPD)공장자동화분야의물류

관련로봇및장비자동화사업에집중하고있다

2018 로보월드에 출품한 웨이퍼 이송용 진공

로봇은핸드가 4개이면서독립적으로웨이퍼위

치를보정하여이송할수있는로봇이다핸드가

4개이면서독립적으로암이움직이기때문에높

은이송능력과높은정밀도를가진로봇이다국

내 뿐만 아니라 외산 로봇과의 경쟁에서도 우위

에설만큼많은강점을가지고있다

그리고자성유체씰을적용해고진공환경에서

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도 유지보수

기간이긴것이장점이다

또기존의2핸드 4축진공

로봇을 적용하는 챔버는 클

러스터 형태를 가지기 때문

에크기가크지만 4핸드 7축

진공로봇을 적용할 경우 적

은 공간으로 최대 6개의 공

정챔버를장착할수있는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

으로 암이 움직이기 때문에

챔버 1개가 고장 나더라도

가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리고 핸드의 위치를 다르

게가져갈수있는구조로되

어 있어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제공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번에출품한소형델타로봇은직경500mm

크기의 로봇이며 작은 공간에 빠르게 제품을 이

송하는데 최적화된 로봇이다 비교적 간단한 구

조로구성돼있어로봇지식이없더라도쉽게운

영가능하며유지보수또한간단하기때문에트

러블이 발생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생산에영향을거의주지않는다

라온테크 델타 로봇은 식품 의료 자동화분야

다양한 고객사에 공급되고 있으며 로봇을 응용

한자동화라인까지구축하고있다또델타로봇

과 비젼을 연동하여 콘베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불특정 위치의 제품을 로봇이 이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다양한 제품을 이송할 수

있다또한비전을이용하여위치및식별이가능

하므로간단한검사도이루어질수있다

진공이송로봇기술외산압도

라온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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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테크 4핸드진공로봇

현대중공업지주는 자동차 산업과 L

CD/전자산업에서사용되는로봇을개

발생산판매하는국내산업용로봇선

도기업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로봇 및 공장 자

동화 엔지니어링 설치 시운전 AS의

전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특히첨단로봇기술을통해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

다 고객의요구에맞는새로운로봇을

개발해자동화시스템을선제적으로개

발제공하고있으며 글로벌서비스네

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사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원활한공

장운영을지원하고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이번에협동로봇

과소형핸들링로봇등을출품한다 협

동 로봇은 가반하중 12kg급의 로봇을

개발 중이며 향후 다양한 가반하중 로

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타사와 차별화

한디자인을채용하여혁신적인형상을

가지고있고 강력한응용기능을구비

해작업자와의협동작업효율을극대화

하는한편높은공간효율성및가격경

쟁력을제공할계획이다

소형핸들링로봇은산업현장에서부

품을이송하거나조립하는등의다양한

일을수행할수있는로봇을의미한다

특히 전자산업과 같이 공간적 제약

이있고빠른생산속도를요구하는산

업의 특성에 맞게 컴팩트한 디자인과

고속으로 구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현대중공업지주의 소형 핸들링 로

봇은 가장 작은 Wrist 회전 반경과 최

고 수준의 속도 성능을 보유하였으며

고정밀고강성케이블내장화경량화

등의장점을갖고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편

리한기능을제공하고있다

자동차전자분야노하우탄탄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지주 협동로봇

한화정밀기계는 지난 40여년간 쌓

은정밀기계가공기술과제어기술영

상분석및 SW기술과더불어무인감

시 경계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 다양

한로봇관련프로젝트수행경험을기

반으로협동로봇사업을전개하고있

다

한화정밀기계가공급하고있는협동

로봇인HCR5는 6축다관절로봇으로

작업반경915mm반복정밀001m가

반 중량 5kg의 제품이다 안전성 사용

편리성유연성등 3가지가장점으로꼽

힌다 가장중요한안전의경우기존산

업용 로봇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다

HCR은 외부 충격을 감지하면 정지

하는 충돌감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사전 설정한 힘 이상이 느껴지면 로봇

은그즉시동작을정지하기때문에작

업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제어기

이중화설계등다양한조건을충족해 I

SO 138491의PLD단계수준으로인

증을취득했다

이와 함께 아이콘 기반의 직관적인

사용자인터페이스로마치스마트폰앱

을사용하듯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

는편리성을갖췄다간단한 UI 외에도

다이렉트티칭기능도탑재하고있다

정밀기계 40년 안전품격 자랑

한화정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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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정밀기계협동로봇 HC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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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설립된아미쿠스(AMICUS)는산업용

교육용서비스용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

로로봇해외무역(로봇수출입기술/생산기지이

전 현지시장조사및파트너사발굴등) 로봇비

즈 컨설팅(투자유치 제품 및 기업평가 등)을 주

로하는기업이다 이번전시회에는아우보(AUB

O)협동로봇과Pickit 3D비전을선보인다

AUBO로보틱스는미국테네시주립대학교수

가 개발하고 중국업체에서 투자해 설립된 지능

형협동로봇제조기업이다

AUBO로보틱스사협동로봇AUBOi5는 6축

5kg 가반하중 924mm팔길이를가진경량산업

용 로봇으로서 최첨단 기술과 사용자 친화적 설

계를결합해제작했다 오픈소스아키텍처로설

계되었으며 산업 및 학술적 용도로 API와 ROS

(Robot Operating System)를지원한다로봇셋

업을위하여별도의프로그래밍기술이필요하지

않으며어디든간편하게설치사용할수있다

관절간통신은CAN버스(bus) 통신을사용한

다 통신을통해로봇을 3~7축으로구성할수있

다 이모듈식설계로사용자는목적에맞도록링

크수와축사이의길이를변경할수있다

Pickit 3D 비전은여러가지응용분야에서다

양한 형태의 제품을 픽 앤 플레이스 작업하는데

도움을주는플러그앤플레이제품이다 3D카메

라와 Pickit 소프트웨어는 로봇이 작업할 물체

의정확한3D위치방향치수를인식해준다

Pickit은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전 비전문가라도동작시킬수있다 Pickit은

제품의 사이즈나 형태의 변동도 확인할 수 있으

며광택/무광택색상도확인할수있다

어디든설치손쉽고기능다양

아미쿠스(AM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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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쿠스아우보협동로봇 AUBO-i5

하이젠모터는1963년에LG전자의사

업부를 모태로 출발하여 우리나라 최

초로 모터제작을 시작한 이래 55년간

일관되게 모터사업에 종사해 온 전통

과역사를가진기업이다

산업용 전동기 시장 특히 고압모터

시장에서는 13400v 3500까지 공급

실적을확보하고국내에서는신서천화

력발전소고성하이북평화력등발전

소프로젝트와해외

에서는베트남의두

산중공업 Vin Than

IV 발전소 현대삼

호중공업의 모로코

SAPI 프로젝트 터

키 Seytomer 발전

소향탈황설비용모

터일본히다치의V

IM 등 고부가 기술

제품들을세계시장

에판매하고있다

제어용 모터 시

장에서는 종래의

380v 계열의 제품

군을확대하여전동

식사출기제어시스

템 4D 극장 관람석

구동장치 VR 시스템 내압방폭 서보

모터는 물론이고 차후 성장시장으로

기대되는 협동 로봇용 시장을 겨냥한

24v 계열의 중공형 서보 드라이브와

서보 모터를 개발하여 시제품 시험 중

에있다

부품 업체로서 기술력과 상품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

용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 중이며 그 일례로서 6축 다관절

로봇델타로봇노칭프레스등의제품

을개발하고영업활동을시작하였다

6축 다관절델타로봇 주목

하이젠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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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모터 델타로봇

뉴로메카는 국내 협동 로봇 분야 대

표기업 중 하나다 필드버스에 기반한

리얼타임 임베디드 로봇 컨트롤러 시

뮬레이션및제어소프트웨어를주력으

로 협동 로봇 인디(Indy) 시리즈를 발

표하여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저가

의산업용로봇시장을개척하고있다

협동로봇 Indy(인디)는혁신적인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안전을보증하는로

봇이다임피던스제어를

통해사람이의도하여주

는힘에민감하게반응할

수있으며의도하지않은

충돌에대해서는센서없

이 알고리즘만으로 충돌

을감지하여작업중의사

고와부상을방지할수있

는저비용고효율의협동

로봇이다

주요 기능을 보면 관

절속도및토크를제한

관찰자 기반의 충돌감

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안전한 동작과 직접 토

크 제어를 이용하여 임

피던스 제어 비선형 H

∞ 최적제어가 가능하

다또F/T센서를이용한직접교시(Di

rect Teaching) HRI의물리적장치를

이용한티칭 시각적앱기반의온라인

오프라인 및 다이렉트 티칭 직관적인

HRI장치등을제공한다

뉴로메카가 내놓은 델타 로봇인 레

이저(LASER) 시리즈는 세계 최고 수

준의 성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렬

로봇으로 소형 중형 대형급의 4축 고

속 델타 로봇과 고가반하중 핸들링이

가능한 2축 병렬 로봇 그리고 입체 대

상물핸들링이가능한6축델타로봇의

라인업을가지고있다

쉽고안전성탁월가성비어필

뉴로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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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메카협동로봇 인디

협동 로봇 충돌 안전 솔루션 전문기업인 지티

이코리아(코보시스템)은독일 GTE사의협동로

봇충돌시험측정솔루션을공급하고있으며 협

동로봇안전인증및ISO 102181/22및 ISO/PD

TS 15066표준을바탕으로협동로봇충돌시험

및측정기기를국내에공급하고있다

물리적펜스가없이인간과작업이가능한협동

로봇에서인간과로봇간의충돌은피할수없다안

전한협동로봇워크스테이션의경우압력및압력

에대한 ISO/PDTS 15066에따른허용한계값을

엄격하게유지해야한다

이 제품은독일 IFA 직업안전연구소와협력해

개발됐다 GTE협동로봇충돌측정시스템을사

용해 신체 역학을 생체 역학적 특성으로 시뮬레

이션할수있으며기존의충돌력및최대압력을

결정할수있다 이러한방식으로속도지향어플

리케이션을위한최적및허용속도를설정할수

있다

이시스템은PC소프트웨어데이터로거가있

는압전력변환기및압력측정필름을기반으로

한압력측정방법으로구성된다피에조힘트랜

스듀서는 고정밀 측정 증폭기가 있는 데이터 로

거에의해제어된다 K2 스프링변형과 K1 압축

재료를사용하여지정된신체영역을시뮬레이션

한다충돌압력과압력분포는압력필름으로측

정된다 GTE에서개발한교정시트와함께스캐

너를사용해압력그래프를소프트웨어로자동으

로 평가한다 또한 동일 시스템에 연성전자필름

을사용해측정압을연산한다

獨 GTE 충돌안전솔루션소개

지티이코리아(코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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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이코리아(코보시스템)협동로봇충돌시험측정솔루

션 KDMG-KOLROBOT

에스비비테크는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25년넘게국산부품개발에힘써

왔다 특수장비의동력전달과구동장

치등을생산하는특수정밀구동부품

전문제조업체로본사는경기도김포에

있다

에스비비테크는 최근 코스닥업체인

케이피에프가지분의일부를인수했다

케이피에프는자사의양산능력과자본

력을 에스비비테크의 기술력과 결합해

일본기업들이장악하고있는정밀감속

기 시장을 공략한다

는계획이다

에스비비테크는

25년에걸쳐쌓아온

풍부한자체기술력

을바탕으로수입에

만 의존하던 특수

환경용 복합 베어

링 정밀 제어 감속

기 등을 자체 생산

해 공급하고 있으

며 이러한 원천기

술을기반으로최근

4차 산업혁명의 메

카인공장자동화용

MR 액추에이터 협

동로봇으로사업분야를확대했다

모듈로봇및액추에이터(협동로봇)

는 이더캣(ETHER CAT) 방식을 사용

해쉽게컨트롤이가능하며 스카라(SC

ARA) 델타(DELTA) 다기능 로봇에

적용이 가능하다 공장 자동화를 통한

운영비절감이장점이며작업자가꺼려

하는 3D작업 인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현장에사용가능하다

초정밀감속기인로보드라이브(RO

BODrive)는소형및경량화논백플래

시(NonBacklash) 설계및조립이쉬

우며타감속기에비해(반복)위치결정

정도와회전정도가높다강성이높으

며큰효율이강점이다

25년 관록이빚은 모듈러로봇(MR)

에스비비테크의 MR로봇

에스비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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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은철도사업에서부터방위사업플랜

트및환경사업을통해글로벌종합중공업기업

으로서의위상을다져가고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보다

원활하고효율적인임무수행을위한병사지원용

무인지상차량및원격스테이션등을소개한다

HR셰르파(Sherpa)는 보병의 다양한 임무를

지원하는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이다 운용

자에의해원격으로운용되며탑재된환경센서를

이용하여추종및경로점주행과같은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공용 플랫폼으로설계되어원격무장장치 감시

장비후송용키트자율주행키트드론연동장비등

다양한임무장비적용이가능한무인지상차량이다

원격스테이션은다양한무인체계를통제및관

제할수있는통합관리및통제시스템이다 전방

상황 영상 및 3차원 지형맵 기반의 통제 상황을

전시한다 또한 원격 통제명령을 통한 무인차량

의원격제어및차량상태확인이가능하다

유진로봇은 인공지능(AI)과 강력한 흡입력으

로 무장한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신제품 아이클

레보O5를내놓았다

신제품 아이클레보 O5는 미세먼지까지제거

하는 강력한 흡입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내세워

출시한프리미엄로봇청소기아이클레보오메가

에이어2년여만에선보이는고급형신제품로봇

청소기로 인공지능과원격청소등첨단기능을

탑재한아이클레보시리즈의최상위버전이다

아이클레보제품중최초로인공지능을탑재해

위치를기억학습저장하고 스마트폰원격청소

와청소영역설정이가능하다 또한스스로청소

환경을 파악하여 흡입력을 조절할 수 있고 리모

트업데이트등청소에필요한첨단기능을고루

갖춰사용자입장에서의편리성을극대화한것이

특징이다

아이클레보 O5는 스마

트폰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원격 청

소가 가능하다 전용 어플

리케이션을 통해 집 안팎

에서청소명령및제어실

시간 청소로봇 상태를 확

인할수있다

특히 AI 스마트맵에디

터로청소구역설정도가

능하다 거실등주된사용

공간이한정적이거나반려

동물 등으로 특정 구역만

을 청소하고 싶다는 사용

자들의 강력한 니즈가 반

영된 부분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구역만 청소하

도록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청소 진행 상황을 확

인할수있다 또한아이클레보O5는스스로의위

치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똑똑한 제품이다 에러

발생시 혹은배터리방전으로작동이멈춰도충

전후원래위치를기억해청소를마치지못한구

역부터이어서청소한다

플렉서블석션모드기능에는때로는소음없

이 조용한 청소가 필요하다는 소비자 니즈가 반

영됐다 공동주택층간소음이우려되는밤시간

대나 아기가 자는 동안에도 안심하고 조용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흡입력

조절이가능하다

먼지량과 바닥 재질을 감지하고 스스로 흡입

력을 높이는 인공지능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터

보기능은사용자가원하는대로켜고끌수있다

AI음성인식기능도구현했다AI스피커(알렉

사)와구글어시스턴트를통해편리하게청소명

령을할수있게됐다이기능은해외수출모델에

선적용하고연내에한국어지원을할예정이다

음성인식로봇청소기 거침없는도전

유진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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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임무지원다목적무인차량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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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무인지상차량 HR셰르파

유진로봇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O5

레인보우로보틱스는이번전시회에

미디어서비스로봇인제이(JAY)와협

동로봇을내놓는다

JAY는고품질의영상및음향을제공

하는미디어서비스로봇이다풀(Full)

HD의영상을지면및벽면에투영할수

있으며하만카돈(Harman Kardon) 스

피커를통해정교한음향을제공한다

지면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회전축이 있어 영상의 방향을

고정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박물관이나미술관등에서도슨트로봇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컨벤션 센터나

쇼핑몰등에서광

고홍보용으로활

용할수있다

레인보우 로보

틱스는 또한 4차

산업혁명및스마

트팩토리의핵심

요소중하나인협

동로봇을자체적

으로개발하고있

다 이번 로보월

드에는개발중인

시제품을 출시했

다

6축혹은 7축으로구성된 RCR은제

어기 구동기 센서 등 핵심 부품을 모

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 기술로 개

발 및 생산해 제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공급할수있다로봇전문가가아

니어도협동로봇을쉽게운용할수있

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로봇전문가를위한별도의입

력장치및스크립트기반의운용소프

트웨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 이

제품을 양산해 사용성 평가를 통해 하

반기에 정식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

이다 가반하중 6kg 모델을 먼저 출시

하고뒤이어다양한작업반경및가반

하중을 가지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

다

따라다니며고품질영상제공 매혹

레인보우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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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미디어서비스로봇 제이

수성은물류로봇인 나르마(NARM

A)-를 내놓는다 나르마-로봇은

중량물을취급하는산업현장에서소수

의작업자와로봇이상호작용하며작업

을 수행하거나 사람의 작업을 가까운

거리에서도와주도록설계된로봇으로

가반하중3톤을적재할수있다

실내에서 작업자 또는 물류 이송 지

원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전 방향 자율

주행이가능하다

기존무인운반차(AGV) 기술의한계

를 극복한 모듈형 시스템으로 설계돼

다양한 유형의 대상물 이송이 가능하

다 로봇이 경로를 스

스로 인식해 물건을

옮기는 알고리즘 전

후좌우 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퀴 사람

이 로봇에 가하는 힘

을 측정해 로봇을 제

어하는 협업 제어 알

고리즘 등이 탑재돼

있다 가변적 생산공

정 대응이 가능한 모

듈형협동이송로봇으

로설계돼있어크게3

가지유형으로로봇을

활용할수있다

기본형은 경로생성 충돌방지 라인

추종 전방향 구동이 가능한 모듈형 이

송로봇이다물류협업형은기본형에힘

센서가더해져인간과로봇또는로봇과

로봇 간의 협업적 이송이 장점이다 마

지막으로창고관리형은기본형에리프

트를탑재해고하중대상물리프팅을이

용한창고정리에유용하다

기존 AGV 한계를 극복해 자율주행

뿐아니라로봇간협동 로봇인간간협

동을지원하는자율이동로봇(AMR)이

다 기존 AGV가독립된작업만수행했

지만이제품은로봇여러대가모여함

께물건을운송할수있다 수톤에서수

십톤이넘는초고중량적재물까지도나

를수있다

똑똑한이송로봇 나르마-로명성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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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물류이송로봇 나르마-

언맨드솔루션은 무인차량과 차량형

로봇플랫폼등을개발하고센서및구

동기 인터페이스 등 관련 시스템을 연

구 개발하는 전문업체다 2001년부터

상용차를 이용한 무인자율주행시스템

을 개발해왔으며 장애물 인식시스템/

항법시스템기반자율주행기술을확보

했다

언맨드솔루션에서는 차량제어시스

템 환경인식시스템 통합컨트롤시스

템등크게3가지부분으로나눠서개발

하고있다

차량제어시스템은 액추에이터와 제

어모듈을 이용해

차량을 제어하며

환경인식시스템은

기존의 상용센서

를 이용해 고정밀

위치 측위기술 다

양한 장애물 인식

기술 등의 구현이

가능하다 통합컨

트롤시스템은 차

량제어시스템에서

의 차량 제어기술

과 환경인식시스

템에서의 센서 데

이터를 융합해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인경로를생성하고추종할수있

도록해준다또한언맨드솔루션은농업

용자율주행트랙터 PRT(Magnetic Se

nsorVCU APM PathTrackingAlgo

rithm) PM등의기술개발을통해다양

한플랫폼의무인화를현실화하고있다

언맨드는 자율 주행 교육용으로 개

발된 모바일 로봇 플랫폼 ERP42 시리

즈도내놓고있다 이 플랫폼은학생이

자율 시스템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습

득할수있도록하기위해임베디드제

어시스템에의해제어된다

현재 ERP42 시리즈는 다양한 사용

자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 ERP42V3

0 ERP42 미니 2가지버전으로판매되

고있다

장애물인식무인자율주행강자

언맨드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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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맨드솔루션 모바일로봇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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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근력돕는 착한녀석들 줄줄이나온다

노동자들의육체적피로를덜어주는로봇수트개발이줄을잇고있다미국포드자동차직원이로봇수트엑소베스트(Ekso Vest)를입고자동차를조립하는모습(왼쪽)과일본사이

버다인의외골격로봇HAL을착용한채일하는일본인근로자

일본은웨어러블로봇개발및보급이가장앞

서가고있는국가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산업 의료건

강등분야를중심으로웨어러블로봇보급이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령자들의 간호와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이 큰

관심을끌고있다

일본후생노동성은지난 2016년 간병(개호:介

護) 로봇도입효과검증위원회를설치해실증계

획수립에나섰으며경제산업성은간병로봇커뮤

니케이션로봇등의개발을지원하고있다

간병인의 근력을 보조하는 이승 지원(移乘支

援) 로봇 보행을 지원하는 이동 지원(移動支援)

로봇등의개발이이뤄지고있다일본정부는간

병로봇시장규모를 2014년 12억7000만엔에서

2020년 500억엔으로확대하겠다는목표를제시

하기도했다

정부의지원책에힘입어일본업체들은웨어러

블로봇개발및보급에적극나서고있다사이버

다인은노령자용로봇수트를시판한다고발표한

바있다

또 사이버다인은일본하네다공항에서리무진

버스를 운영하는 도쿄공항교통(주)에 근력증강

로봇인 HAL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전일본공수

(ANA)의나리타공항현장에도공급했다 이마센

전기제작소(今仙電機製作所)는노인들의보행을

지원하는로봇인 알크(aLQ)를판매하고있다

일본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은공장작업자의

부담을덜어주기위해파나소닉그룹어시스트수

트(Assist Suit)를도입했다포장및운반작업시

작업자의부담을경감시켜준다허리통증등을완

화해주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도요타자동차도재활지원로봇 웰 워크(Wel

walk)를개발해공급에들어간다

일본게이오대와도쿄대연구진은원격조작자

와로봇착용자가협업할수있는웨어러블로봇

을 개발했다 이 로봇은 로봇 헤드와 2개의 로봇

팔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이 어깨에 착용하는

제품이다 원격지에떨어져있는사람은헤드마

운트디스플레이(HMD)를쓰고원격지에서현장

의 화면을 보면서 로봇 팔이나 헤드를 조작하거

나공동작업을진행할수있다원격지에있는사

람에게특정동작을가르쳐줄수도있다

일본뿐아니라미국에서도생산현장에웨어러

블로봇이도입되고있다

미국자동차메이커인포드는외골격로봇전문

업체인엑소바이오닉스(Ekso Bionics)와공동으

로 웨어러블 로봇인 엑소 베스트(EksoVest)를

개발해 현재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근로자

들은자동차차체를사람머리윗부분에놓고차

바닥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을 맡고

있는데장기간작업을하다보면팔에무리가간

다엑소베스트는오랜시간팔을올려자동차조

립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자동차업체인피아트크라이슬러도현재로봇

수트를테스트중인데수트X가개발한로봇수트

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우디는스위스스타트업인 누니(Noone

e)와 공동으로 체어리스 체어(Chairless Chair)

라는웨어러블로봇을테스트하고있다 이제품

은노동자들이의자에앉은것처럼작업을할수

있다 장시간 웅크린 자세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무리가따르지않는다

미국델타항공도웨어러블로봇을도입해직원

들에게제공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외골격로

봇전문업체인 사코스로보틱스(Sarcos Roboti

cs)가 주도하며 벡텔BMW캐터필라GE슐룸

버거등이회원사로참여하고있는 외골격기술

자문그룹(XTAG)에회원사로가입했다

델타항공은사코스로보틱스의외골격로봇을

도입해직원들의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한다는

방침이다 XTAG 가입 기업들은 건설 항공 중

공업등산업분야별로외골격로봇의도입을검

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미국에서도건강및의료용웨어러블로봇의도

입이활발하다대표적인업체가바로리워크로보

틱스다 리워크로보틱스의외골격로봇은척수손

상(SCI)을 입은사람이똑바로서서걷고 회전하

고계단을오르내릴수있도록도와준다

요즘 미국에선 옷처럼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

는웨어러블로봇개발이한창이다 SRI인터내셔

널에서분사한로봇스타트업은옷처럼편리하게

착용할수있는웨어러블로봇개발에적극나서

고있으며하버드비스(Wyss)생물공학연구소는

간편하게하반신에걸칠수있는엑소수트를개

발하고 있다 수트X라는 스타트업은 아예 모듈

러방식의웨어러블로봇을개발해산업현장등

에공급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수트X가 개발한 모듈러 방식 외골격인 맥스

(MAX:Modular Agile eXoskeleton)는등어깨

다리에각각착용하는 3가지외골격으로구성돼

있으며필요에따라개별착용혹은조합해서착

용할수있다

시장규모2026년 5조3000억원 황금알 예고

노인간호이동돕고힘든노동에활용봇물

세계 각국개발열기 후끈

국내업체들도이시장에속속진출하고있다

현대로템은 미래 로봇 핵심 기술이 집약된 의료

용웨어러블로봇 HMEX(Hyundai Medical E

Xoskeleton)와 재활보조용웨어러블로봇 HU

MA(Hyundai Universal Mobility Assist)를 선

보였다

HMEX는노약자의생활보행을돕는의료용

로봇이며 HUMA는 하반신마비환자재활보조

용로봇이다

현대로템은HMEX와HUMA개발을통해익

힌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병사용 웨어러블

로봇기술확보에도힘쓰고있다

최근로봇사업을크게강화하고있는 LG전자

는올해독일베를린에서열린 IFA 2018에서로

봇수트인 LG 클로이수트봇을발표했다 이로

봇은착용자의하체를지지하고근력을향상시켜

제조업건설업등여러산업현장등에서쓰일수

있다

착용자는 훨씬 적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손쉽

게옮길수있다

일상생활에서는보행이불편한사용자가쉽게

움직일수있도록도와준다클로이수트봇은기

존웨어러블로봇의부자연스럽고불편한착용감

을대폭개선했다

또 전용 거치대를 이용해 간단한 동작만으로

쉽고편하게입고벗을수있다 LG전자는웨어러

블 로봇 스타트업인 SG로보틱스에도 자본 참여

하는방식으로의료및재활용웨어러블로봇시

장에가세했다

한창수한양대교수가설립한헥사시스템즈도

상지재활 하지보행보조편마비환자용웨어러

블로봇을상용화해국내외시장개척에적극나

서고 있다 엑소아틀레트 아시아도 의료재활 웨

어러블로봇제품 이에이엠(EAM:ExoAtlet Me

dy) 등제품을공급하고있다

군사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

지4년간200억원을투자해민군공동으로활용

가능한 복합임무용착용형근력증강로봇 기술

개발사업을국방과학연구소 LIG넥스원등과함

께추진하고있다

하반신마비환자재활보조제품선보이고

미래병사용근력증강로봇개발사업 이채

국내업체도속속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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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로보틱스는로봇공학을이용해사람의신체

적능력을강화하는기술을연구하는기업이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걷기 힘든 사람들

을스스로걷게하고 보행장애를이겨내기위해

노력하는사람들의재활치료를보조하는웨어러

블로봇을만들고있다또 부상이발생하기쉬운

작업환경에서사람을안전하게보호하고일상생

활중체계적인건강관리를도와줄수있

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에는워크온수트와엔젤렉스(ANGELE

GS)를출품한다

워크온 수트(WalkON Suit)는 하지

완전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이다 하이브리드구동방식으로동급최

대 크기의 구동력과 관절속도를 구현하

여평지걷기는물론이고계단경사로징

검다리건너기까지가능하다

2016년 국제 사이보그올림픽(사이배

슬론) 착용형 로봇분야 세계랭킹 3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대표 로봇으로 이

름을알렸다

2018년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는전

휠체어테니스국가대표이용로박사가

워크온수트를착용하고성화봉송의첫

번째주자로무대에오르기도했다

오는 2020년 개최되는사이배슬론에

서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보행 알고리즘 무게

그리고유저인터페이스부분에서혁신적인업그

레이드가이루어진로봇으로출전하게된다

ANGELEGS는 하지불완전마비장애인또는

근력이 부족한 노약자의 보행 보조를 위한 웨어

러블로봇이다

무저항 구동기술을 바탕으로 안 입은 듯 가벼

운 착용감을 주며 정밀한 보조력을 제공하므로

알고리즘을변경해착용자의상태에맞게알맞는

보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 일상생활용과

재활치료보조용으로개발중이다

현대로템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책사

업으로진행한 산업용근력증강로봇 과제를수

행하면서웨어러블로봇의본격적인개발을시작

했다이사업을통해국내최초의전신착용형유

압식웨어러블로봇을개발했다

현대로템은이번전시회에서산업현장에서작

업자를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차세대 이동장

비인퍼스널모빌리티등을소개한다

HCEX(무릎보조로봇)는 일명체어리스체어

(Chairless chair)라고 하는 입는 의자로써 오래

서있어야만하는근무환경에서일하는작업자에

게무릎과허리의부담을줄이기위해개발된앉

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무릎관절 보조장치다

다양한착좌각을제공함으로써최적의작업자세

를유지하도록보조한다 경량화및동작메커니

즘 설계를 통해 작업자의 이동과 착좌의 편의성

을극대화했다

HWEX(허리보조로봇)는산업현장에서허리

관절을보조해근골격질환을예방하고작업을더

욱쉽게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장치다누구나

쉽게착용하고사용이가능하도록최신의HRI(H

uman Robot Interaction) 기술을적용했다

허리무릎부담줄여주는작업도우미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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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있다면다리마비절망그만

SG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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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로보틱스 엔젤렉스

현대로템허리보조로봇 HWEX

엑소아틀레트 아시아는 지난 2016

년 10월설립된한국의재활로봇분야

스타트업이다

모스크바국립대 공학연구소에서 개

발한하지마비장애인을위한외골격재

활로봇 엑소아틀레트I에대한로봇원

천기술을이전받아한국의상용화기술

과접목해제품을개발생

산하고있다이로봇은러

시아 스콜코보 스타트업

빌리지에서 2014년 대상

을수상할만큼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원래

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

지만지금은재활로봇으

로공급되고있다

원래 개발자가 설립한

재활로봇업체인 엑소아

틀레트가 현재 러시아에

서외골격재활로봇사업

을하고있으며한국의엑

소아틀레트아시아는 한

국을포함아시아지역수

출권리를확보하고있다

엑소아틀레트 아시아

는 지난 12월 국내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

며 2017년 1월 국내 개발 시제품 제작

에 성공했다 2017년 3월에는 러시아

엑소아틀레트와공동연구소를설립했

으며 5월에 국내 조립라인을 구축했

다 지난해에는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에도선정돼

간편한이동형서스펜션을개발했다

최근선보인의료재활웨어러블로봇

제품 이에이엠(EAM:ExoAtlet Med

y)은무게23kg으로하중분산설계방

식을채택해착용시무게감은2kg이다

무게감 2kg걷기재활 전문의

엑소아틀레트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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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아틀레트아시아의외골격재활로봇 엑소아틀레트I

티로보틱스는 클린 환경 이송용 로

봇 솔루션 분야 선두업체로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태양전지OLED등의

제조분야에로봇솔루션을제공한다

2004년설립이래반도체평판디스

플레이 태양전지 제조 생산공정에 필

요한 로봇 솔루션을 개발 양산 공급하

고있다또국내최초로대형진공로봇

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 이후 상용화

하여 대기업 생산 라인

에공급하고있다 2012

년부터는 중국 미국에

진공 로봇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해외 공급

을확대하고있다

티로보틱스는 이번

전시회에 재활치료 로

봇인 힐봇(Healbot)G

를 발표했다 힐봇G는

환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하는훈련 보조로

봇이다 직관적인 조작

UI를제공하며3가지형

태의모드를제공한다

자율주행 로봇도 선

보였다 T봇 R과 T봇 R

C는UR5를이용한자체

개발 자율 주행 로봇이다 현가장치 및

휠(WHEEL) 서스펜스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가반하중은 330~375kg이

며약 700mm/s 의속도로이동한다

캐리로(Carriro)는 일본 ZMP사의

개발제품으로작년에이어올해도전시

한다 드라이브 모드(Drive Mode)로

운송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쉽게 물건

을운반할수있으며팔로잉모드(Follo

wing Mode)는 각 비컨(Beacon)을 식

별하여인간사용자또는앞에있는캐

리로를정확하게추적하고따라가면서

물건을운반할수있다

한걸음부터부축 힘이절로

티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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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로보틱스의재활치료로봇 힐봇-G

한성웰텍은 1992년 운반기계 전문

업체로설립돼그동안다양한물류운반

기계및자동화설비를공급해왔다

전동대차 리프트 핸들링장비 컨베

어시스템 무인운반차(AGV LGV QG

V) 등을생산및판매하고있다

한성웰텍은일본파나소닉사의관계

계열사인 아토운(ATOUN)사에서 개

발한웨어러블로봇의국내판매및애

프터서비스를맡고있다

이번 로보월드에 소개하는 제품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

리는 연속 반복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업자의허리힘을증강시켜주는Y형

신형모델양팔을들어올려서윗보기

작업을할때팔을지지해주는 ZUI라는

모델등두가지다

이들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에 착용

하여작업자의움직임을정밀센서를통

해감지하고움직이는힘을증강시키고

지지해주는어시스트수트로서작업자

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만든 제품

이다

작업자의 신장이나 체형도 다르고

작업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작업에 맞도록 반응 속도나 힘의 증강

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소형

의 리튬이온 배터리도 인체에 전혀 해

가 없도록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했다

판매시에 안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

세한사용매뉴얼도제공한다

또한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에 착용

하여작업하는것이므로최대한가볍게

만들어야해프레임소재도튼튼하면서

도경량화를하였고배터리도최소형으

로 장시간 쓰면서도 가볍게 했으며 착

용시에는몸에유연하게착달라붙어야

하기에심플한디자인에프레임의유연

성과플렉시블이있게제작했다

허리가휜다?로봇사전엔없다

한성웰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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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웰텍의웨어러블로봇 아토운모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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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알티인터내셔널은 교육용 로봇을 생산 연

구하는 기업으로 중국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약

20여개국에 교육용 로봇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대

학생 일반인까지 이

용할 수 있는 로봇키

트 라인업 완성을 목

표로 제품을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2013

년 국제청소년로봇

연맹(IYRA)을 결성

한 후 글로벌 네트워

크를 통해 국제대회

를 개최하는 등 행보

를넓혀나가고있다

아두이노 스케치

(Arduino Sketch)

와 자체 개발한 MR

T 스크래치를 활용

해 누구나 쉽게 코딩할 수 있는 교육용 로봇 키

트 플라스틱 블록 및 다양한 센서와 여러 가지

모델조립이가능한교육용키트로초등학교저

학년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로봇 키트 RGB

색상 조절과 무한구현이 가능한 디지털 서보모

터를 활용해 휴머노이드 DIY엔터테인먼트 예

술작품등다양한창작활동이가능한제품등을

공급하고있다

센서모터블록결합 변신로봇키트

엠알티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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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부터대학생일반인까지이용할수있는엠알티인터내셔널의 로봇키트

로보웍스는 PC 없이도 쉽게 코딩을

배울수있는링키를출품했다링키는

모든연령대가사용할수있는코딩로

봇으로간단한코딩부터고급프로그래

밍까지배울수있다 특히블록로봇은

상하좌우 전후면 결합 방식을 장점으

로 하기 때문에 적은 수량으로도 다양

한사물표현이가능하다

또 로봇 시스템과 접목이 가능해 다

양한기능을실현할수있다 일반적인

로봇 제어 컨트롤뿐만 아니라 여러 센

서 모듈을 이용하여 나만의 기능을 가

진링키로봇을제작할수있다 홈페이

지에서는SW를포함한다양한교육자

료를 무료로 배포해 누구나 자유롭게

코딩을배우고즐길수있다

로보웍스는 인공지능 자율 드론 허

밍버드(Humming Bird)도 선보인다

드론이나를따라오고내가조정한다는

컨셉을 구현했다 딥러닝 기술을 채택

하고 있으며 군집 비

행 AR연동콘텐츠구

현 등이 가능하다 카

메라를부착해영상전

송및영상인식이가능

하며리모콘없이비행

하는자율기능을구현

했다

로보웍스는현재실

내외 군집비행을 연구

하고있으며평창올림

픽 당시 인텔의 드론

군무와 같은 엔터테인

먼트 영역부터 군집으

로서비스를하는영역

까지연구개발중이다

2017년 12월에는

인천시로부터 로봇기

업표창을받았다

PC 없이도코딩 나만의로봇 제작

로보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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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없이도쉽게코딩을배울수있는로보웍스의 링키

로보로보는교육용휴머노이드로봇

인 로맨보(ROMANBO) 유아용 코딩

로봇인 유아로(UARO) 스크래치와

엔트리 호환의 페이퍼 토이를 이용한

교육용교구 코딩스토리레고블록형

코딩 교구로봇 로보키즈(ROBO Kid

s) PC프로그램과스마트장비를이용

해 다양한 코딩이 가능한 로보키트(R

OBO Kit) 등을선보인다

코딩 로봇 유아로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코딩교육로봇으로피지컬컴퓨팅

방식이 도입된

제품이다NFC

무선통신이적

용된 코딩블록

과 코딩보드를

이용해 PC가

없어도 유아들

이완구를가지

고놀듯이손쉽

게코딩을배울

수있다

교육용휴머

노이드 로봇

로맨보는 이

족보행 로봇으

로 사람처럼

두발로보행이가능한로봇제품이다

로보로보는교육용로봇을통해오랜기

간 쌓아 온 기술력을 집약해 안정적인

스마트액추에이터및제어보드를로맨

보에개발및적용했다

초등용코딩교구 코딩스토리는코

딩 교육 프로그램인 스크래치 엔트

리와 호환되는 제품으로 기존 로봇보

다 간소화한 조립 형태는 물론 기존의

로보로보로보키트부품과도호환이가

능하다

신개념학습도구인 로보키트는수

요자인 학생들이 로봇 구조와 로봇 프

로그램을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어

흥미와함께사고력을향상시켜준다

놀이하듯코딩체득유아에제격

로보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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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로보가출품한유아용코딩로봇 유아로

팀보로봇토포보코리아(주)는 TUI를 적용한

모듈러로봇(Modular Robot) 블록신제품 팀보

로봇(TIMBO ROBOT)을출품한다

대부분코딩은모니터를보면서키보드로입력

해 로봇에 명령을 주지만 TUI 기술을 이용하면

직접손으로로봇블록을조립한후버튼을누르

고움직이면 그 동작을기억했다가기억된동작

을재생할수있도록도와준다 이기술을이용하

면어린친구들도로

봇블록으로 사슴을

만들고 그 사슴을

네 발로 걷게 할 수

있다

팀보로봇은 자연

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원리인 피보나

치비율로설계가되

어 자연계동식물을

표현하기에 적합할

뿐아니라바퀴 회전

날개 등을 활용하면

자동차 비행기 등과

같은 작품들도 손쉽

게표현할수있다

가장 핵심적인 블록들은 모션 블록 퀸 블록

센서 블록이다 모션블록은다른블록들과연계

하여 동작을 기억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블록이

며퀸블록은여러개의모션블록과연계하여동

작입력시모션블록들이동작을그대로따라하

게할수있다

빛거리소리등을감지하는센서블록들은버튼

을누르면그때의빛 거리 소리 등을기억했다가

동일한환경이주어졌을때모션블록이나퀸 블록

등에신호를주어기억된동작을재생할수있다이

제품과관련하여여러건의국내외특허를등록및

출원중이다

모듈러블록이동작기억 동심자극

팀보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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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한동작을재생하는모듈러로봇블록 팀보로봇

로보티즈는 로봇이란 무엇인가(Ro

bot is)라는 철학을 가지고 1999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로봇을 사업화 해

오고있다

로봇 솔루션 및 교육용 로봇분야에

서제어기 센서모듈등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모듈관리 프로그램 로봇구동

소프트웨어에이르기까지독자적인역

량을축적해왔다 특히로보티즈는 액

추에이터를 독자개발해 국내 기업뿐

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

하며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

로보티즈는 모든 사업분야에 로봇기

술이적용되어가고있는이른바로봇시

대를맞아모듈화되고규격화된로봇기

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로봇개발자

들의기술공유와확산에기여하고있다

로보티즈는 올해 전시회에 크게 로

봇제작솔루션과창작로봇교육분야

로나누어제품을소개한다

로봇 제작 솔루션의 경우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연구용 휴머노이드 로봇

ROS 교육용공식로봇플랫폼 오픈소

스기반소형로봇팔 자유창작공간 메

이커스페이스작품등을선보인다

창작로봇교육분야에선코딩및창

의로봇 교육 교구인 차세대 교육용 다

관절로봇등을선보인다

다관절창의로봇으로창작성 쑥쑥

로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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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로봇교구로안성맞춤인로보티즈의 차세대교육용다관절로봇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홍보관

�������	
��	��������������������������

 !�� "#$%&'	���()�*+,-.$�)/)�&'!012��*+)

-3$��)�4&' 56��7 �89:��7 ;<��7 =���>*+!:?�@ A

/BCD69$E�FG��H�&'	���GI��@ !JKFG�#$�&'

재활로봇전문특허만 20건

맨엔텔은 첨단기술교육장비와 재활의료기기

를개발 제조 판매하는이노비즈

기업이자벤처기업이다

맨엔텔의 재활 의료기기는 환

자의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

활운동을할수있는재활토털시

스템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

다의료관련20건의특허를보유

여러 제품이 CE FDA 등록을 완

료하였고 2013년 보건신기술(N

ET) 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 기

준 교육장비 51개국 의료기기 7

개국수출을달성했다

이번홍보관에는 가밀로(Cami

llo)를소개한다로봇시스템을이

용한 링크 암을 구동시켜 상지 근

위부근육의근력강화및동작수

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모니터

화면에나타나는콘텐츠를따라훈

련을수행하는상지재활훈련기기

다 모든훈련은게임을통해환자

가재미있게훈련할수있다

누적된데이터로사용자의호전상태파악이가

능하고 의료특허와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재활

훈련기로활용할 수있다 국립재활원 동국대학

교일산병원충남대학교병원등에공급했다

맨엔텔

맨엔텔의 상지 재활로봇 가밀로(3DBT-61)

어르신말벗토이봇으로성장가도

스튜디오크로스컬쳐는2009년설립돼약100

건의 기업 및 지자체 경영컨설팅과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정책솔루션을

연구하는시니어감동디자인연구소를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토이봇 사업과 어르신

을위한자서전출판사업을전개하고있다

건강웰니스 분야

의 IoT 솔루션 개발

및 기술사업화 전문

기관으로서 2017년

벤처기업 및 이노비

즈인증을취득했다

이번전시회에 부

모사랑효돌을 선보

인다 IoT와 감성디

자인 솔루션이 결합

된토이봇으로 어르

신의정다운말벗친

구이자똑똑한손주

손녀 인형이다 사회

고립형 독거노인에

게가장큰문제인우

울증과 치매를 예방

할수있는최적의솔루션이다 인형을쓰다듬거

나등을토닥거려주면인형이소리내어음성반

응을 하며 애교를 부린다 체조 치매 예방 퀴즈

이야기 종교말씀등어르신전용재가프로그램

이내장돼있다

전용어플리케이션에설정된시간을바탕으로

어르신의 일상생활(투약 식사 기상 요일) 리마

인드 알람을 제공한다 근접에서 어르신의 활동

을감지하며 문제발생시전용어플리케이션을

통해보호자에게전달한다

스튜디오크로스컬쳐

신경계근골격계스마트재활 척척

네오펙트는 2010년에 설립한 스마

트 재활 스타트업으로 환자 상태별로

임상적근거를갖춘재활훈련프로그램

을 재미있는 게임 형태로 제공해 뇌혈

관질환 어깨결림 등 신경계와 근골격

계환자의지속적인재활훈련솔루션을

제공해오고있다

이번에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RAP

AEL Smart Glove)와 라파엘 스마트

보드(RAPAEL Smart Board)를 선보

인다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는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

자들이 다양한 재활

훈련 게임을통해손

가락과 손목 아래팔

기능의 재활 훈련을

할수있는치료용의

료기기이다 라파엘

의재활 훈련게임들

은 환자들의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감각을

동시에 자극해뇌 가

소성 증진과뇌 운동

부위의재학습을도와주도록개발됐다

라파엘 스마트 보드는 팔을 뻗는 기

능 향상을 목적으로 과제 지향적 훈련

게임을 하도록 개발됐다 뇌졸중 척추

외상 다발성경화증 근골격계장애등

중추신경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환

자들이능동관절가동범위및조절능력

향상을위한훈련을할수있으며기능

적인 움직임에 어려움을 가진 모든 환

자군이사용가능하다

네오펙트는 네오마노(NeoMano)도

선보인다 손가락굽힘폄동작기반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신경손상 환자 쇠

약환자에게 손가락 굽힘폄 동작 보조

력을제공하는일상생활보조기기다

네오펙트

네오펙트의 손가락과 손목 재활훈련용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원하는경로주행물류로봇공급

2008년 설립된 마로로봇테크는 스

마트물류로봇M3를비롯해3축포지

셔닝반도체검사장비인 RPASS표

면저항측정장비제어용보드등을공

급하고있다

마로로봇테크는 QR코드형 스마트

물류 로봇인 M3를 개발 완료하고 지

난해부터본격공급에나서고있다

M3는 QR코드를 인식해 로봇의 방

향과위치를파악하고외부제어없이독

립적으로실행이가능한물류로봇이다

외부컴퓨터에의한실행도가능하다

QR코드 인식을

통한위치정보추출

기술은기존랜드마

크(Landmark)를이

용하는방식보다매

우뛰어난위치정밀

도및내비게이션기

능 구현이 가능하

다바닥에부착한Q

R코드가 물류 창고

나공장내지게차나

사람들에의해훼손

되지않도록했다

지난해발표된 M3 로봇은최대 200

kg과 400kg을 들어 올려 물건을 이송

할수있었으나올해새로발표된M3는

최대1톤까지적재할수있도록개발됐

다평균주행속도는분당 30m이며최

대속도는분당 48m다 와이파이를지

원하며무부하시운용시간이최대 12~

15시간에달한다

WIFI무선인터넷을이용해원격제

어가 가능하며 단독형 또는 네트워크

통합관리형으로사용할수있다포토

센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라

이더(LIDAR)나범퍼센서는옵션으로

부착이가능하다

마로로봇테크

마로로봇테크의 QR코드형 스마트 물류 로봇 M3

6축 토크센서탑재산업용로봇시연

대신건기산업은 1979년 창립 이래

국내외에 프리미엄 욕실 자재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35년간 끊임

없는연구개발로고객삶의가치를높

이고첨단기술과품격이어우러진명품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해왔다

이번 전시회에 두산로보틱스 M

0609를 시연한다 CNC 공작기계보조

작업 조립 작업(나

사체결기어조립)

배터리 품질 검사

프레스기기머신텐

딩 가구 볼트 체결

공정간 부품 이송

접착 분사 공정 등

에활용할수있다

이로봇은각6축

에 토크센서를 탑

재해 높은 최소충

돌 감지력으로 안

전성 강화 및 정교

한 작업이 가능하

도록설계되었다

쉬운 로봇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

다양한 공정에 대한 사전 작업 탬플릿

을제공한다

또 직관적인 직접 교시 프로그래밍

아이콘(Icon) 기반의쉬운입력방식을

지원한다

이더넷(Ethernet) RS232 모드버

스(Modbus) 등안정적인시스템및통

신플랫폼을제공한다 ISO 102181 C

E안전인증(유럽인증) KCS자율안전

확인산업용로봇인증(한국인증)을받

았다

대신건기산업

대신건기산업이 시연하는 두산로보틱스 협동 로봇 M0609

스튜디오 크로스컬쳐의 IoT와 감성디자인 솔루션이 결합된 토이봇 두솔 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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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강도등팔색조훈련환경제공

앞썬아이앤씨는 재활물리치료장

비를수입및제조하는회사다 이번에

등속성상지재활평가및운동치료시스

템뉴로(NEURO)X를선보인다

뉴로X는 신경계 및 근골격계 환자

의 상지기능개선 및 뇌가소성 향상을

위한제품이다

아이소키네틱(ISOKINETIC) 아이

소메트릭(ISOMETRI

C) 측정기능을 갖추고

있으며8개의훈련프로

그램을 적용해 환자에

게 흥미로운 재활훈련

환경을제공한다

측정값을 기준으로

적절한 운동강도 설정

이 가능하며 수동운동

능동운동 등속성운동

가능 등 모드로 운용할

수 있다 종합병원 재

활병원 등에서사용중

이다

저하된 기능을 회복

하기위한훈련등에사

용하는 전동식 기능 회

복용 기구로서 근력강

화 훈련 전 등속성-등

척성 측정 기능을 통해

환자의근육강도 관절

의운동범위또는최대근력(근육이받

는 저항(우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여 등속성-등척성 운동 훈련 여부 및

방법을제시할수있다

또한등속성-등척성훈련과같은근

력강화훈련후에근력의변화및지구

력을 평가하기 위한 운동성 시험평가

장치가 함께 구성된 조합 의료기기이

다

장치의구성은구동부 제어부 컬럼

(Columm) 컴퓨터로구성되어있다

앞썬아이앤씨

호기심당기는 철도경찰로봇

퓨처로봇은 2009년 설립한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이다 인간과 로봇의 상

호작용기술(Human Robot Interactio

n)을기반으로하는안내로봇퓨로(FU

RO)S D D+를상용화했고최근세븐

일레븐의 무인결제로봇 브니와 원격

협진의료로봇퓨로M다목적데스크

형로봇 퓨로노바등을출시했다

2015년에는 세계 로봇산업에 가장

영향력있는50대로봇기업(RBR50)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안내로봇으로 30여대가

운영되어대한민국로봇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

에각인시켰다

퓨처로봇은 디자인

(제품UX&UI) 개발(S

WHW)제작판매로이

어지는 로봇 분야 토털

솔루션공급업체로거듭

나고있다

이번전시회에퓨처로

봇은 철도경찰로봇(FU

ROP)을 시연한다 자

율 주행기술을 적용한

자동 순찰 서비스 로봇

으로 원격제어를 통한

수동 순찰 서비스 응급

상황 발생시 담당자 호

출및화상통화서비스 객체인식을통

한동행순찰및안내홍보서비스등이

가능하다

경비/순찰로봇시스템을통한보안

관리및방문객대면서비스기능을구

현했으며원격관리솔루션과로봇시스

템의효과적인관리체계를구축했다

로봇 운영시스템을 통한 역사 내 보

안경비효율화및업무개선이가능할

전망이다 퓨처로봇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서울역 동대구역에서각각2

대씩 총 4대를 운영한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빌딩등다양한수요처의보안

경비로봇으로활용가능하며현재2개

수요처와협의중이다

퓨처로봇

알아서층간이동 고카트 소개

유진로봇은 1988년 3월 설립 이래

지난 30년 동안 로봇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며 서비스 로봇 제품

개발노하우를쌓아온로봇전문기업이

다

주요 사업 분야는 청소로봇/교육로

봇등의가정용로봇과물류로봇등서

비스 로봇이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다양한서비스로봇을개발하

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로봇산업

발전에힘쓰고있다

이번전시회에서유진로봇은자율주

행솔루션을탑재해정확한공간

분석을 하고 목적지로 스스로

물건을배송하는자율주행로봇

고카트(GoCart)를선보인다

물류창고 공장 병원 호텔등

에서의 물자 이동을 지원한다

스테레오카메라 3D센서초음

파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을 정

확하게분석하고사람이나장애

물을인식해충돌을피하고우회

하는 등 자율 주행하는 것이 특

징이다

유진로봇이 개발한 로봇관제

시스템(FMS Fleet Manageme

nt System)은스마트빌딩의내

부시스템과도연동이가능해서

활용도가높다

고카트는 2015년 프로토타입을 개

발한이래대전을지대학교병원을비롯

해 스페인 뉴질랜드의 요양기관과 독

일 코카콜라 등에서 현장 테스트를 거

쳐 2017년하반기상용화를시작했다

국내에서는2014년11월산업통상자

원부 과제를 통해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필드테스트를진행했으며고카트의자

율주행기술과물류배송서비스에대한

높은만족도를이끌어내 2018년 1월부

터고카트를정식으로공급하게됐다

고카트는스스로엘리베이터를호출

해층간이동을할뿐아니라자동문도

통과할수있어복잡한동선을가진광

역환경에서도활용할수있다

유진로봇

보행동작구현세계적기술력자랑

피앤에스미캐닉스는2003년설립이

래다관절 ARM/의료용자동화기기개

발을 시작으로 각종 로봇 및 다수의 자

동화기기를국내독자적기술로설계개

발했으며 2012년 의료용 로봇 보조 정

형용 운동장치인 워크봇(WALKBOT)

을개발 국내외여러나라에판매및수

출하고있다

세계최초로고슬족관절구동시스

템을개발해사람의인체에적용하였고

보행장애를가진환자들에게정상인의

보행동작에가장유사하게움직임을구

현해세계적으로기술력을인정받고있

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

구개발하고있다

워크봇(WALKBOT)은 로봇 시스템

을이용해환자에게맞춤형재활훈련이

가능하게한최첨단로봇보조보행재활

훈련시스템이다 뇌졸중 척수손상 뇌

성마비의장애로인해보행이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돕는 첨단

장비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자연스러운 보행 동작과 훈

련프로그램을다양하게제공

함으로써치료효과를극대화

한다

이번에워크봇 G를선보인

다 성인용 소아용 로봇모듈

탑재가 가능(혼용 가능)하며

포스플레이트(FORCE PLA

TE) 3D 증강현실 측정평가

기능을 옵션으로 탑재할 수

있다

워크봇 G는기존버전에서

안정성을높이고운용콘텐츠

를 보강했다 가상현실 관련

기업에프엑스기어의기술을

도입해반복적인재활훈련에

도지루하지않게프로그램을

마칠수있도록했다 또한훈

련의난이도에따라단계별로다양한설

정의 프로그래밍과 접목해 재활프로그

램의품질과효율을높일수있다

피앤에스미캐닉스

간병용 케어비데로 고민한방에

큐라코는 고령친화 산업을 선도하

는 기업으로 의료간병 로봇의 연구개

발에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를 이루어

왔다

큐라코는 다수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와 국내 및 국제인증을 통해 자동대소

변처리기분야에서세계적인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큐라코만의 독창성과

도전정신을바탕으로고객이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간병 로봇과 의료기

기를 꾸준히 개발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있다

큐라코가선보이는 케어비데(Careb

idet)는 몸을 자유로이 움직이기 힘든

고령자나와상환자를위해특별히고안

된 자동대소변처리기다 내장된 센서

를 통해 환자의 대소변을 감지한 후 오

물을 즉시 처리하고 비데로 몸을 청결

하게세정시킨후바람으로몸을말려주

는건조까지의모든과정을자동으로실

행한다

또한 공기정화 및 살균처리로 환자

및간병인의감염예방및위생까지최

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제품의경우환자

가몸을움직일때연결부

위가분리되거나틈이벌

어지는등의문제가있었

지만 케어비데는 자동

으로환자몸에밀착시켜

불편함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케어비

데는고령자및환자의건

강과삶의질을획기적으

로높여주는제품으로자

동대소변처리기기가운

데 최초로 미국 FDA 승

인을 획득 미국일본러

시아등17개국에진출하

는등세계적으로우수성을인정받은제

품이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메디칼이

국내독점판매하고있다

큐라코

등속성상지재활평가및운동치료시스템 뉴로-X 자율주행솔루션을탑재한물류로봇 고카트 철도경찰로봇 퓨로-P

큐라코가선보이는간병용 케어비데피앤에스미캐닉스의보행재활훈련로봇 워크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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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폭속도실시간조절 압권

자동조제기및재활로봇업체인크

레템은 조제 자동화 장비를 개발 유럽

28개국을 포함해 북미와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현재까지 3500

여대의 자동 조제기를

판매하고있다

최근 DIH와 제휴해

중국 DIH사 및스위스

호코마(Hocoma)와전

략적협력관계를통해

약국자동화시스템뿐

아니라 재활 로봇시

스템에 이르기까지 사

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마련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보

행보조 로봇 슈바(SU

BAR)를 사용하면 사

용자는 수동적으로 착

석 정보행 역보행이

가능하다 보폭 무릎

높이 보행속도를실시

간 조절할 수 있다 좁

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자리

에서보행재활훈련이가능하며보조력

조절을 통해 사용자의 상태 맞춤형 재

활훈련도할수있다경중증장애환자

보행재활과 노인 보행 보조에 적합한

재활로봇이다

크레템

초정밀접목파종로봇선봉장

헬퍼로보텍은 자동 파종 시스템 과

채류 접목 로봇 등을 개발해 세계일류

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자동화

농업로봇선두주자이다

헬퍼로보텍은이번홍보관에초정밀

접목로봇 파종로봇

시스템을전시한다

이 회사의 초정밀

접목 로봇은 박과와

가지과 겸용이며 대

목과 접수의 절단면

을 촬영하여 중심선

을 찾아 1/100mm

이내의 오차로 정확

히 접목 위치를 찾아

연결시켜준다

절단 직후 영상카

메라 관찰 및 관찰결

과모니터표시 편차

값및모니터화면기

준선에서 벗어난 편

차값표시 편차값만

큼 작동 정밀 반복

굽어진 줄기라도 중

앙 기준선을 따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렬이 가능하다 시간당 800주 이상

접목이가능하며숙련도에따라900주

까지할수있다

수박 토마토 고추 가지 등의 국내

육묘업체를 중심으로 공급 중이며 미

국 터키 인도 대만 중국 루마니아등

다수국가에수출하고있다

헬퍼로보텍

동작자유로운 DD모터선보여

한국도키멕은 유공압 밸브수입유

통업체로시작해여러국책과제와민

관합동 개발을통한수입품의국산화

로 일반 유공압 부품에서부터다양한

고기능 밸브까지 제작하고 있는 유공

압 부품 전문 제작업체다 산업의 핵

심 소재 부품 개발 관련 다양한 연구

과제를수행하며선박용인덱스팩로

봇 제어 농기계 승강실린더 제어 밸

브 사출기용 서보 유

니트 산업용 실린더

등 신사업 아이템을

추가해 수입품 대체

및 매출 증대를 꾀하

고있다

또한 신사업으로

2014년부터 로봇 자

동화 시스템 분야에

뛰어들어 겐트리 로

봇 직교 로봇 산업용

다관절 로봇 등 다양

한 로봇 자동화 시스

템을제작했다

최근 협동 로봇 관

련 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요에 맞는 서

비스 로봇 자동화 시스템 사업에도 박

차를가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 DD모터(DIRECT D

RIVE ACTUATOR)등을선보인다이

모터는 프로그램 작성 기능이 풍부해

의도한대로 동작 실현이 가능하며 용

도목적에따라선택가능한 ABSODE

X의풍부한상품구성을갖추고있다

조립/검출얼라이먼트나정밀위치결

정용도 고속 동작 조립/반송/인덱스

테이블용도로활용가능하다

한국도키멕

보행훈련돕는 엑소워크 병원공략

HMH는재활로봇전문업체다각국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가 현지 수

요에맞추어발주를진행하는형식으로

각국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블리스터자동조제시스템(Hybrid blis

ter packing machin

e) 하지 재활 로봇엑

소워크(Exowalk)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판매하고있다

휠체어 결합형 하

지재활로봇의설계/

제어기술을바탕으로

실제 중증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완성도를높인제품으

로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하였다

엑소워크는자동화

된 형태로 효과적인

재활 정확하고 빠른

보행 훈련을 유도한

다 실제로 앞으로 움

직이는훈련은치료에

대한 동기부여 환자에게 자존감을 높

여준다 환자의엉덩이허벅지 정강이

에 맞추어 자동 조절이 가능하며 보행

의 단계와 속도는 재활의 속도에 따라

조절가능하며 간단한 UI로손쉽게사

용이가능하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국립재활원

충남대병원등에제품을공급했다

HMH

무저항구동기로보행의도파악보조

SG로보틱스는 로봇공학을 이용해

사람의신체적능력을강화하는기술을

연구한다

로봇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함으로써모두가행복한세상을만

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회사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걷기 힘든 사람

들을스스로걷게하고 보행장애를이

겨내기위하여노력하는사람들의재활

치료를보조하는웨어러블로봇을만들

고있다

뿐만 아니라 부

상이 발생하기 쉬

운 작업환경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일상생

활 중 체계적인 건

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개

발하고있다

이번에 선보이

는 엔젤렉스(ANG

ELEGS)는하지부

분마비 장애인의

재활치료보조또는노약자의일상생활

보행 보조 로봇이다 착용자의 동작을

방해하지않아불편함을최소화하는무

저항 구동기 기술을 채택했으며 센서

부착필요없이보행의의도파악이가

능하다 센서가 포함된 스마트 슈즈는

운동 데이터를 측정하고 실시간 보행

모니터링을할수있다총 12자유도이

상의 관절부와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

한착용부를갖추고있다 연세대세브

란스병원 국립재활원 전남대병원 고

려대병원충남대병원등에서도입해

활용하고있다

SG로보틱스

고령자식사보조등의료로봇전문

NT로봇은 인간과 로봇의 공생을

경영 이념으로 2004년 설립됐으며 전

문서비스로봇을사업화하고있다

의료 로봇의 경우 병원과 바이오제

약 산업에서 요구되는 클린멸균 로봇

물류운반 로봇 항암조제 로봇 수술복

공급반납기등을사업화하고있다 재

활로봇의경우웨어러블보행로봇 보

행재활치료로봇휠체어용로봇팔식

사보조로봇등을사업화하고있다

이번에 시연하는 식사보조 로봇(모

델명:CareMeal)은 혼자 식사가 어려

운장애인이나고령자를위해개발되었

으며 식판에 담긴 음식을 집는 5축 그

랩 암(Grab Arm)과 입까지 음식을 가

져다주는 3축 스푼 암(Spoon Arm)으

로이루어진양팔로봇이다병원 요양

시설 개인의 사용성평가를거쳐사업

화할계획이다

NT로봇

크레템의보행보조로봇 슈바 한국도키멕의DD모터 다이렉트드라이브액추에이터 헬퍼로보텍의 초정밀접목로봇

HMH의하지재활로봇 엑소워크 NT로봇의식사보조로봇 케어밀 SG로보틱스의보행보조로봇 엔젤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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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창업해 꾸준히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

고 있는 네오피아의 모든 제품은 블록을 활용할

수있도록구성되어있으며전자로봇코딩교육

이가능하다

네오피아가만드는제품은교과서개편시마다

빠지지 않고 실습 교구로 채택돼 활용되고 있는

등안정성과교육효과를인정받았다전자로봇

코딩제품이모두교과서에채택됐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지사를 개척하

고있으며 2018년 8월 현재태국 사우디아라비

아에지사계약을완료했다

블록 방식 제품은 옥스포드 블록을 사용하며

레고와 100% 호환가능하다 1개아이템에최적

화된모양과색상으로완성품을만드는데초점을

두는제품이아니라 여러 종류의블록으로로봇

을만들고분해하고다시만드는등로봇을만드

는방법을익히는데목적이있다

◇더케이볼트

더케이볼트는 교육용 로봇 기자재를 생산 판

매하고 있으며 유아 유치원에 공급하는 아임브

릭상표와중고등학생을교육할수있는코딩및

로봇제품을단계별로교육커리큘럼으로새롭게

개발해출시할예정이다

기술 축적을 기반으로 교육용 로봇의 제품구

성을협업하여생산판매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교육용코딩로봇초등학생용I'

m Robot 중고등학생용진로체험코딩로봇신

제품 유아용코딩로봇신제품 유아용 Let it Go

블록아임브릭프리미엄신제품등을내놓는다

◇로보웍스

로보웍스는 로봇분야 콘텐츠 개발 회사로서

2011년법인설립이후로봇공연물콘텐츠개발

과 교육상품 개발에 매진해 2014 로보월드에서

로봇교육 상품군 큐브웍스를 런칭하였으며 이

외다양한로봇공연물을기획하고개발및판매

하고있다

주요수출국으로는중국을타겟으로하는관련

분야콘텐츠개발을추진하고 SW교육연계로봇

교구로 선정돼 국내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지역

유망로봇기업으로서최선을다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언플러그드코딩로봇(링키)증

강현실(AR)기반의드론(허밍버드) 큐브웍스미

니(양축모터를 이용해 로봇의 구조나 물체의 구

동원리를파악하는코딩로봇)등을선보인다

◇로보트론

로보트론은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구용로봇인 타미시리즈 로봇제어전용프로

그램기 타미툴 중학교 동아리 활동용 전자키

트초중학교실과기술용로봇을직접생

산제조해교육판매하고있다

네스앤텍은독자적으로개발한알고리즘을바

탕으로무인항법및제어시스템영상안정시스템

등의무인기시스템을전문적으로개발하여공급

하고있는업체다

다년간의 축적된 기술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어플리케이션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무인

기분야에서소형경량화기술과함께탑재장비의

신뢰성과안정성을인정받고있다

이러한 안정된기술력을바탕으로 사회안전분

야방위산업분야국방분야사업을진행하고있다

네스앤텍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기시스템인 SWID와수직이착륙이가능한

복합형기체 STINGRAY 등을선보인다 SWID

는통제반경 3km 임무고도 1000m이며감시정

찰등다목적용제품이다 2kg임무장비또는수

송물자탑재가가능하다

◇두시텍

두시텍은전파항법원천기술로국방 해양항

공 우주 등무인화에필요한위성항법오차보정

(GBAS/SBAS/DGPS)과관성자동항법(INS/IM

U)을 융합해 무인 시스템을 공급하는 벤처기업

이다

관성항법과위성항법은기술장벽이큰위치정

보핵심기술로는전파오류획득분석과정밀시각

동기 및 오차보정 알고리즘 대부분을 독자 개발

해기술상용화를했고미래무인화에필요한기

술융합으로 위성기반 항법 시스템과 센서 기반

융합항법운용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두시텍은 이번에 무인 비행 솔루션을 선보인

다정밀항법제어영상처리측지측정 3DGIS무

인비행기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해 개발했다 50

㎝급자동 이착륙 정밀위치자세제어 기능무인

자동비행기능등을갖추고있다

◇아이티즈

아이티즈는설립이래로봇과교육장비를중심

으로 신사업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다교육을위한전기전자로봇관련각종실습장

비와 매뉴얼 교육참고자료 등을 개발해 제공하

고있다 설계된 PCB를직접프린팅하여제작하

고솔더링을할수있는데스크톱형 PCB프린터

를제공하고있다

아이티즈는이번에 PCB프린터 V원(one) 등

을 내놓는다 전도성 잉크를 이용해 전자회로기

판(PCB)을직접제작할수있는장치로땜이되

는부분에는솔더링잉크(Soldering Paste)를인

쇄해리플로우(Reflow) 기능의구현으로 PCB를

직접제작할수있는장치다 3D프린터처럼전자

시제품을제작하는데적합하다

◇유콘시스템

유콘시스템은 무인항공기 국산화 선도업체

다 육군정찰용무인항공기및체계를개발해공

급을추진하고있으며무인항공기지상통제장비

를수출하고있다농업용공간정보용등민수산

업용드론도개발해공급하고있다

대표적인 제품인 리모아이002B는 현재 우리

군에도배치된고정익소형무인항공기로투척이

륙뿐만아니라반경 15m높이 10m 정도의협소

한지형에서도자동수직착륙이가능해산악등장

애물이많은좁은지역에서도운용할수있다

또한 주야간 카메라 탑재로 감시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GPS 교란 또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자

동비행및귀환시스템도갖추고있다

◇인터보드

인터보드는 메카닉 블록이라는 창의융합형

STEAM교육제품을공급하고있다 PCB기반의

교육용컨트롤러와 PCB기반의각종센서및부

품을레고테크닉부품과연결해주는제품이다

메카닉블록은블록간에RJ10 4P4C케이블로

연결되어쉽게작동회로를구성할수있다또한

레고부품과아주쉽게결합할수있다

메카닉블록아두이노베이직키트는 17개의

응용모듈 608pcs레고부품 케이블배터리충

전기 등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창

의적으로구성할수있는응용제품이다

◇케바드론

케바드론은 산업용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회사다순수국내기술로완성된최고

성능의드론KD시리즈를보유하고있다동급최

장임무비행시간의맵핑전용드론이다

실시간상황파악을위한동영상촬영이가능하

고 초정밀 고해상도영상처리가가능하다 산업

용공공기관용군용등다양한업무수행이가능

항3로터(Rotor)드론으로국내에서개발생산되

는최고사양 최고성능의회전익드론이라는게

회사측설명이다

케바드론은현재이스라엘과공동으로한국형

차세대다목적드론을개발중이다

◇코리아드론콥터

코리아드론콥터는 AI와 드론이 융합된 코딩

교육플랫폼크론코더(KRONE CODER)를 선보

인다컴퓨팅사고훈련에최적화된코딩교육플

랫폼이다

크론코더는 누구나 코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만들어진온라인코딩교육플랫폼으로서

코딩을지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교육자에

게쉽고빠른해결책을줄수있다

◇허브인소프트

허브인소프트는병렬3D프린터및컬러 3D프

린터를자체개발한 3D프린터제조사다 고유의

디바이스 제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접목한 3D프린터개발기술과 IoT관련개발기

술을보유하고있다

허브인소프트는 병렬 3D 프린팅을 지원하는

REPLIO 블록을 선보인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최대 36대의프린터병렬출력이가능하다

설치후별도의설치없이바로사용할수있으며

빠른출력속도와높은출력안정성 90%이상의

높은출력성공률을자랑한다

대전테크노파크

네오피아

네스앤텍의 무인기시스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대전인천부천 로봇 스타트업 기술 한마당

네오피아블록로봇 네오봇스쿨4아이티즈의PCB프린터 V-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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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설립된 고영로보틱스는 로봇 관련 토

털솔루션기업으로서로봇제어기및관련시스

템 반도체검사장비개발등의제조분야와로봇

전문교육과 각종 로봇대회 진행분야 온오프라

인전문쇼핑몰사업을펼치고있다 공연용로봇

시스템 전시용로봇시스템 휴머노이드/교육용

키트제작 융복합교육용로봇시스템 산업용검

사장비로봇을주로생산하고있다

◇다인큐브

다인큐브는산업용로봇제어기의3대핵심부

품인 교시조작기(Teach Pendant)와 로봇모션

제어기 세이프티컨트롤러(Safety PLC)를 공급

하는 로봇 제어기 전문기업이다 다양한 로봇과

장비에적용돼연간 2000대 이상의제품을국내

외기업에공급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로봇분

리조작기로봇제어기등을선보인다로봇모션

컨트롤러는산업용로봇에최적화된컨트롤러와

교시조작기일체형으로만들어졌다

◇디엠비에이치

디엠비에이치는유아용스마트폰거치로봇인

아이케어봇(icarebot)을선보인다저연령아이

들의안경착용률이급증하고아이들의스마트폰

활용이늘어나면서올바른스마트폰관리가요구

된다는점에착안해로봇을개발했다 타깃연령

은 2~6세이며 올바른 스마트폰 시청 사용 습관

을유도한다 시력보호를위해어린이시청안전

거리 자동조절 기능을 갖고 있으며 영상 시청시

간제한등시간관리기능도있다

◇로보라이프

로보라이프는에듀테인먼트로봇개인서비스

로봇 모터 센서 로봇부품등로봇관련제품을

선보인다로보라이프가선보이는타이니웨이브

(TINYWAVE)는 다년간의 국내외 로봇 경진대

회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안정

성에주안점을두고개발된제품이다

◇로보블럭시스템

로보블럭시스템은 로보블록 시리즈와 이족보

행로봇을선보인다로보블록시리즈는베이직레

벨인터미디에이트레벨프리미엄레벨등으로구

분되어있다 이족보행로봇은서보모터개발및

제어 지그비(Zigbee) 무선제어시스템으로정확

하고정교하게로봇을제어하는것이가능해졌다

◇쎄네스테크놀로지

쎄네스테크놀로지는 기능상 간소화한 소형 6

축 다관절 산업용 로봇시리즈(Robo003/005/

010/015)와하모닉드라이브인제로백드라이브

(ZeroBack Drive)를선보였다 6축다관절산업

용로봇은가반하중5kg이며집약에너지공급시

스템광범위한설치위치 저유지보수성 안전구

동시스템을특징으로한다

◇아이알로봇

아이알로봇은 2016년부터 소형 리니어 서보

모터사업에주력하고있다 이회사의미니리니

어 서보 모터 마이티ZAP(mightyZAP)은 협소

한공간에서정밀위치제어가가능한선형운동

을위해개발되었다 모터기어부제어부를집약

시켜 최소의 크기로 최대의 성능을 내도록 소형

화했다 프리미엄라인업제품은산업용어플리

케이션을위해개발되었으며고성능코어레스(C

oreless)계열모터를사용하여보급형대비보다

긴수명과더높은출력을구현했다

◇이노스웰

이노스웰은로봇및 FA 자동화시스템개발원

자력발전소정비기기개발메카트로닉스시스템

엔지니어링사업을주로하고있다 특수용도및

고객니즈에맞춰주문형로봇전용장비등을개발

해경쟁력을갖췄다원자력발전소용으로원자로

헤드증기발생기등방사선환경에서작동하는장

비및비파괴검사로봇장비를개발하고있다

◇이엘티

이엘티는직교좌표로봇스카라로봇수직다관

절로봇 로봇컨트롤러 모션컨트롤러 서보드라

이버등을개발해국내유수기업에공급하고있다

직교좌표로봇은다양한동작영역과가반하중별

로제품을선정할수있으며단축로봇을응용해여

러가지형태로조합가능하다데스크톱로봇은전

자부품소형정밀부품토출작업및조립작업에최

적인다기능탁상형로봇이다기구부제어부일체

형로봇으로설치공간을최소화할수있다

◇엠티에스이

엠티에스이는 2000년 설립 이래 메카트로닉

관련제품판매및산업용로봇과전동액추에이

터를생산하고있다앞으로도협동로봇에필요

한부가장치(Plug&Play)를개발및판매해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에선보인TM로봇은강력한내장비전시스

템및 TM 플로우를통해지그가없는자동화작

업을쉽게수행할수있다

◇티엠테크아이

티엠테크아이는산업용대용량 BLDC 모터 B

LDC드라이브전자브레이크및특수형AC인덕

션모터등을생산하는모터전문업체다짧은연

륜이지만자체개발및양산기술로대용량 BLDC

모터인파워 TM을생산공급하고있다파워 TM

BLDC모터는강력한네오디움자석을적용한고

효율 고토크모터로정속및부하대응특성이매

우우수하다또한 소형컴팩트한구조와정역변

환속도제어등의제어기능은관련적용제품의

품질향상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이번전

시회에로봇관절용전기자동차용BLDC모터등

제품을선보인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지역 경제 키우는 풀뿌리 전진기지로 우뚝

티엠테크아이 BLDC모터디엠비에이치 아이케어봇고영로보틱스의 과학완구

로보타미는과학 공학 기계 미술 수

학(STEAM)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융

합적인콘텐츠를구성했기때문에사용자가직접

프로그래밍을하여로봇의움직임을제어하는과

정을통해지적능력 상상력논리력 집중력 사

회성 문제해결력창의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

개발된교육용로봇블록이다

◇미니로봇

교육(Education) 경쟁(Competition)엔터테

인먼트(Entertainment)를 모토로 하는 미니로

봇은 2000년 3월 설립 이래 로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에 전념하며 배우면서 즐기고 즐

기면서 상상하고 상상으로 창조하는 로봇 영역

을열어가고있다

사업분야는 블록조립형 로봇 휴머노이드 대

회 참가용 인공지능형 휴머노이드 전시 체험용

인댄스복싱 축구로봇등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교육용인 미니로봇(MINIR

OBOT) I/II/III을 내놓는다 구동부 센싱부 제

어부 통신부로 구성된 제어 시스템과 6면 조립

가능한블록및미니컴파일러SW를이용해사용

자가직접원하는모델을조립하고프로그램하는

창작활동을 통해 로봇의 구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교보재다

로봇 물고기는 자연상태 물고기의 직진 유영

및 방향전환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시용 로봇이

다 메탈파이터는 블록조립형 로봇의 기본학습

을 바탕으로 진보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한 2족

보행로봇으로 미니로봇 자체 개발 SW 로보베

이직(RoboBasic)을 이용해다양한형태의모션

제작이 가능하다 댄스 로봇과 스키 로봇 등도

선보인다

◇위즈윙

위즈윙은 무인항공기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지면이동및자율상승드론 분해조

립용드론 비행제어시스템소프트웨어등에관

한특허(출원) 및소프트웨어등록기술력을보유

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홀더접이식무인비행기시리즈

와교구재용조립식큐브드론을출품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위즈윙은 교육용 무인항공기 산

업용 무인항공기 비행제어 시스템의 기술력을

국내외에알리는계기로삼을계획이다

또자유학기제방과후수업등과학체험학습

교구재로서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에 큐브

70교육용조립식드론 바퀴달린미니레이싱드

론 교육용조립식축구공드론등을내놓는다

◇한빛드론

한빛드론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리더

(주)한빛소프트의 자회사로 2015년 8월 드론사

업을 위해 신규사업을 시작했으며 드론을 활용

한융복합문화산업확장을위해산업용드론활

용촬영등문화콘텐츠 교육 개발등다양한분

야로사업영역을확대해가고있다

이번에 에어로스코프(Aeroscope) 매트리스

(Matrice) 210매트리스(Matrice) 600프로등을

선보인다

◇RnC

RnC(Robot & Culture) 로봇교육센터는로봇

과문화창조라는주제로21세기미래성장동력인로

봇과학산업시대에맞춰우리미래의꿈나무들에게

보다쉽게로봇과학을접목시켜창의적이고과학화

된인재발굴과미래로봇과학자를육성하고있다

보다체계적이고창의적인교육으로세계적인

로봇 과학자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

는RnC로봇교육센터가되겠다는목표를세워놓

고있다

프리미엄휴머노이드플루토(교육용휴머노이

드 로봇)는 블루투스 리모컨을 기본으로 제공하

며 기본 17관절 서보 모터(총 64관절)를 갖추고

있다 사이즈는 35×25×11cm(카메라제외)에무

게 19kg이다 영상인식카메라및2축서보모터

와그리퍼를옵션으로제공한다

마리오네트코딩로봇은기본 12관절 서보모

터를 갖추고 있다 사이즈는 60×38×100cm이며

무게3kg이다



◇고영로보틱스

위즈윙 축구공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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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은 이번 전시회

에특수목적 작업지원 농업 안전등다양한분

야의로봇기술들을선보인다

주요 출품 로봇을 살펴보면 실감형 모션플랫

폼은재난대응특수목적기계의보급을위해시

뮬레이션을기반으로한기초조작및작업훈련

지원을목적으로개발되었다 게임콘텐츠와연

동하여실감형게임으로활용할수도있고중장

비자동차와같은탑승형장비의사전가상교육

시스템으로도활용이가능하다 유압구동압력

직접제어 시스템은 기존 유압 시스템의 문제점

이었던펌프의맥동현상과높은마찰력힘제어

의어려움을유압회로개선및유압요소기술로

극복했다소형경량PDA모듈을적용한유압시

스템은재난재해현장에서의고난이도작업수

행을지원한다

또밭농업로봇플랫폼은로터리부터파종정

식 방제 운반까지 밭농사 작업 전주기에 걸쳐

활용할수있는플랫폼이다 변화하는농작업환

경에대응할수있도록자체제어가가능한자율

및원격운영기능이있다 밀폐용접로봇은협소

하고 복잡한 구조의 해양플랜트 내부를 자동으

로 용접할 수 있는 이동형/소형 용접 로봇이다

고온고분진환경에서작업할수있으며용접토

치및센서무게와작업부하를견딜수있도록개

발됐다 발목신장재활로봇은뇌졸중환자의발

목스트레칭을위한목적으로개발되었으며 2등

급의료기기로GMP승인을받았다신경계환자

및근골격계환자의하지재활치료장치로 발목

관절 경직 완화 발목 마사지 치료 전기 자극치

료가가능한재활로봇이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총괄하고있는국민안

전로봇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제품들도 전시한

다산업현장과복합재난현장의정보를신속하

게 확보하기 위한 정찰용 산업용 드론(엑스드

론)비가시환경붕괴잔해물매몰자벽제뒤요

구조자를 탐지하는 레이더 센서인 인명탐지센

서(레인보우) 화재 폭발위험등인간이작업하

기어려운재난환경에서원격및자율조종을통

해재난현장의정보를확보하는지상이동동체

로봇(알에프코어)을 소개 앞으로 국민의 안전

을책임질재난현장안전로봇분야의기술들을

소개한다

재난대응실감형모션플랫폼소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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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실감형모션플랫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이번로보월드에로봇

그룹에서개발및보유중인로봇기술을소개한

다

제조산업의기반인협동로봇과스마트그리

퍼를이용한물체조립기술 스스로작업요령을

배우는판단지능로봇기술을시연하며 비정형

환경에서의이동및고난도작업을위한유압로

봇솔루션극한환경에적용할수있는폭발물처

리로봇을소개한다

또 장애인/고령인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손/하지재활로봇 의료기술훈련용더미 인간

의감정을읽을수있는영상및딥러닝기술 인

간의행동을따라하는인간로봇간의감성교감

연구를위한소셜로봇플랫폼인안드로이드에

버4(EveR4) 케이로봇 개발용 소프트 로봇 원

천기술 제품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로봇그룹에서는 그룹 설립 15주년을 맞이

하여그동안그룹에서거둔대표성과와로드맵

을공개한다

스마트그리퍼물체조립기술두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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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스마트그리퍼

서울로봇고등학교는우리나라의미래산업을

이끌어갈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로봇산업에

부응하기위하여로봇분야에소질과적성이있

는학생들을선발하여로봇영마이스터(Young

Meister)로 육성하는 전국 유일의 로봇분야 산

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다 이번전시회에휴

머노이드형태격투로봇등을출품한다

휴머노이드형태의격투로봇은걷기앉기등

의 행동뿐아니라 2대의로봇이서로격투를할

수도있다 로봇을직접움직여가며로봇의모션

을짤수있는모션플러스와완성된모션파일을

바탕으로코딩할수있는태스크파일이사용된

다 이번에출품한드론은미세먼지를측정할수

있도록만든제품으로기본적인드론의골격위

에미세먼지측정센서를장착하여장소와고도

에따른미세먼지를측정할수있는로봇이다

xy프린터는중요한내용을메모하는데활용

할수있는제품이다 요즘스마트폰에는메모기

능이당연하게내장되어있다 하지만사람들은

가끔씩집에가서해야할일또는중요한내용을

휴대전화에메모해놓고까먹는일이종종발생

한다

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 xy프린터를집에두

고휴대전화에메모해놓은내용이전송버튼만

누르면자동으로 xy프린터가메모를해놓는다

xy프린터를집에자주보는곳에두기만하면사

람들이자신이해야할일을잊는것을그나마줄

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로봇영마이스터양성 전국유일

서울로봇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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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봇고등학교의 격투로봇

광운대학교는 2010년도에 국내 최초로 로봇

학부를 시작했으며 학부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로봇학(學)을배울수있다

로봇학은 로봇과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로

봇과인간과의융합 로봇의사회화등을포함하

는다양한의미를가진다

로봇이다른기술과달리특별한점은기술만

으로개발이되는것이아니라최종적으로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른 역할이 증명될 때에

완성된다는것이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는 인간과 로봇의 조화

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로봇학의 이념을 실천하

는핵심인재양성이교육목표이다 현재광운대

학교 내에는 로빛(RO:BIT) 바람(BARAM) 로

랩(ROLAB) 등다양한로봇관련단체활동이활

발하다 이 가운데 김진오

교수가 지도를 하고 있는

로빛은 최초의 로봇게임

단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자랑하고있다

로빛이 개발한 로봇으

로는 사람과 대결할 수 있

는 인공지능 알까기 로봇

인알까고(Alghago) 재난

현장 투입을 위한 재난 구

조 로봇(Rescue robot)

춤을 추며 공연을 하는 휴

머노이드 폭발물제거작업을위한 EOD로봇 2

종측량작업의편의성을위한자동수평조절삼

각대등이있다

로봇게임단등핵심인재 위용

광운대학교

광운대로봇게임단 로빛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지능로봇연구실은

1993년송재복교수가부임하면서설립된이후

지능로봇분야의다양한연구및개발을수행하

고있다

주로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 매니퓰레이터

의설계및제어 협동 로봇과중력보상로봇개

발 로봇기반의정밀조립공장및병원물류로

봇용주행소프트웨어등을개발했다현재2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소속되어 있으며 190편의

국내외저널을포함한 650편의논문을발표하였

고 60여건의국내외특허 그리고 21건의기술

이전실적을보유하고있다

이번로보월드전시에는 7자유도협동로봇인

KUDex7D(Korea Univ Dexterous arm – 7

DOF)와 6자유도협동 로봇인 KUDex6D를 이

용한인공지능기반의로봇매니퓰레이션 그리

고다자유도기계식중력보상장치인KUWAD

(KUWeight Assist Device) 중력보상 기능을

갖는협동로봇등을전시한다

지능로봇연구실은 2000년도 중반부터 연구

를시작한로봇인간충돌안전성연구를바탕으

로협동로봇이란용어를사용하기도전인2007

년에한국최초의협동로봇을개발했으며현재

국내대부분의협동로봇이고려대기술을기반

으로개발됐다

현재수동식충돌안전기술및토크센서제어

방식의 능동식 충돌감지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수준을자랑하고있다

충돌방지협동로봇개발의산실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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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7자유도협동로봇인 KUDex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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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텍은 일본 요시노가와(YOSHINOGAW

A)전선 한국 총판으로서 반도체 장비 산업용

로봇 등의 FA분야에 사용되는 특수 케이블을

보다나은가격과 품질로 개발 판매 유통하고

있다이번전시회에서다미텍은특수케이블을

전시한다

요시노가와 케이블은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

하며 외피의유연성덕분에특히협소한공간에

서사용시적극권장하고있다

작년에런칭한 SMTS 시리즈의경우기존SR

FV 시리즈대비약 30%의외경축소와약 40%

의경량화를실현하였다

수퍼슬라이딩(Super Sliding) PVC를적용해

10배의 내마모성을 지니고 있어 케이블간 마찰

에있어탁월한효과를보인다

또한 하네스 제조를 병행함으로써 케이블 납

품에소요되는시간을절약하여보다빠르게장

비에적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다미텍 특수케이블

고품격 3D 비전씰링솔루션제안

루벤은 세계적인 로봇 자동화 제조사의 제품

으로 구성된 유연하고 스마트한 자동화 솔루션

을 제공하는 업체다 특히 씰링 픽앤플레이스

검사 조립 등의 공정에서 유연하고 스마

트한자동화솔루션을제안한다

선더호프사의씰링솔루션은로봇이원

하는궤적을이동하며원하는부위에원하

는양만큼액상의가스켓원료를디스펜싱

한다 토출된액상의원료는몇분안에상

온에서경화반응이완료됨으로써다양한

형태의폼씰링 접착 포팅 작업을 즉석에

서처리할수있다 최적화된케미컬과완

벽한디스펜싱기술이하나로통합된시스

템으로제공되므로매우안정적이고유연

한생산이가능하다

Pickit은박스 트레이 팔레트 컨베이

어로부터 다양한제품을 픽&플레이스 할

수 있도록 로봇을 가장 쉽고 빠르게 가이

드할수있는3D로봇비전솔루션이다

ABB 쿠카 야스카와 스토브리등유수

의다관절로봇과완벽하게연동되며별도

의비전프로그래밍이나CAD파일없이매

우쉽고빠르게물체를규정할수있다

독일 바이스로보틱스사의전자식및공압식

그리퍼는 75N에서 550N까지 사용자가 원하

는그리핑포스를다양하게조절하여사용할수

있으며 제품 감지 기능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00

만사이클을보증하는매우높은내구성을자랑

한다

루벤이선보이는독일바이스로보틱스사의 전자식그리퍼

보드형카메라스마트센서 역량집중

위드로봇은센서와임베디드시스템분야의다

년간개발경험을통해축적된기술을바탕으로

지능형스마트센서분야의전문기업으로자리잡

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보드형카메라와이미

지프로세싱플랫폼등제품을소개한다

카메라 관련 제품으로는 다양한 보드형 카메

라및스테레오카메라를자체기술로개발해판

매하고있으며센서제품으로 3차원모션및방

위각 센서를 USB 타입(제품명:마이AHRS+)과

와이파이 타입(제품명:비스킷)으로 판매하고

있다

차세대제품으로 2개의ARM코어와FPGA를

포함하는하이브리드멀티코어이미지프로세

싱플랫폼(Hybrid MultiCore Image Processi

ng Platform)과카멜레온6(Cameleon6)을개발

했으며신규사업분야로생체인식제품을개발

판매하고있다

위드로봇은그동안국내연구

원들과협력해다양한프로젝트

수행경험을갖고있다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협력해이동불편교통체계개

선관련기술을개발했으며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드론

용스테레오카메라플랫폼시제

품제작을추진하기도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는 XIS

신호처리용 통합제어 PCB 모듈

개발 3D프린팅을위한실물정보기반3D콘텐

츠생성및편집기술등프로젝트에참여했다

이밖에도비접촉식지문인식기얼굴추적팬/

틸트기능을갖춘얼굴인식기등을선보인다

위드로봇의 보드형카메라

정교한 BLDC 모터제어기 무대에

엠디는 산업용 BLDC 모터 및 모터 제어시스

템전문기업으로BLDC모터제어기와BLDC모

터를제작판매하고있다

또한 자체 HW SW기술로 고객 맞춤형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한다 필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

으로 첨단 보행재활 로봇 산업용 자동화 장비

영상자동화장비등을개발해공급하고있다

엠디에서 자체 개발 생산하는 BLDC 제어기

는속도나위치 토크를정교하게제어하여BLDC

모터의성능을최대한으로발휘할수있도록개

발되었다

엠디는MD 모터와MD 제어기기술을기반으

로제작된하지마비환자들을위한보행보조용재

활치료로봇도개발했다구동속도와보행속도를

일치하도록해환자자신이직접보행하는느낌을

가지게한다 각종센서를이용하여근육강직이

나경련등을감지하고위험상황을대비할수있

다각각의다른환자체형에맞추

어링크길이를변경할수있다 블

루투스를적용하여치료사가멀리

있더라도조이스틱으로간편히조

작 가능하다 고령자를 위한 개인

이동실버캐리지도개발했다

노약자는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해거동이제한된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자 스쿠터는 부피가

크며보행보조기구로먼거리를

여행하기가어렵다이제품은센서를이용하여

장애물을인식하고위기상황에즉각대응할수

있다MD의모터와컨트롤러를사용했다주행

로봇의핵심기술인모터구동모듈도공급하고

있다사이즈및용량별로구비해개발자입장에

서사용하기용이하도록설계했다

엠디산업용 BLDC모터

엠디

다양한표준사양그리퍼집대성

자동화부품및산업용솔루션전문기업에스

피씨테크놀로지는다양한산업용자동화부품취

급업체로서 이번 로보월드 전시회에 독일 짐머

그룹(ZIMMER GROUP)의그리퍼시스템 스위

블및로터리유닛툴체인저등을선보인다

짐머그룹은 자동화 부품 제조의 선두주자로

서 노하우팩토리(TheKnowhow Factory)라

는슬로건하에핸들링댐핑 리니어 프로세스

툴링및기계툴링기술의총 6가지기술제품들

을공급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표준 사양의 공압

식/전기식 그리퍼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짐머에서최근출시한협동로봇용소형전기식

그리퍼를시연한다

짐머그룹의 전기식 그리퍼는 인더스트리40

에 준비된 제품으로 ACM(Advanced Control

Module 응용컨트롤모듈)을내장해효율성높

은구조를가진미래형커뮤니케

이션 시스템을 지향한다 IOLi

nk 통신방식을채택 제품의스

트로크 그리핑 포스 그리핑 속

도티칭 포지션등 제품에따라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

퍼에 필요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싱글케이블로컨트롤이

나파워서플라이에도연결할수

있고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

로개별그리핑환경에맞도록사용자의사전프

로그램구동프로파일을제공한다 이외에산업

용로봇과협동로봇에맞는특수그리퍼와로봇

악세서리들도 출품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이목

을끌것으로기대된다

에스피씨테크놀로지의다양한 공압/전기식그리퍼

에스피씨테크놀로지

가볍고튼튼한특수케이블총망라

다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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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모방로봇 주제미지기술까지영감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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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일교수(서울대및생

체모방로봇 특화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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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드론봇이름내걸고연구나서관심촉발

해외선국가차원치타곤충로봇등개발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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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모방은생명체의구조적특징동

작메커니즘등의특성을정확하게이해

하고이를기반으로기존의이슈를해결

하거나더나은성능을구현하는것으로

최근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과같

은초소형화기술 3D 프린팅등의정밀

제조 기술 스마트 소재 기술 유연전자

회로기술등의발전으로인해더욱정교

한생체모방로봇구현이가능해졌다

해외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체모방로봇연구가활발히진행돼왔

다 특히 미국에서는 방위고등연구계획

국(DARPA)의 MAST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를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지원

을지속적으로했고이러한지원을기반

으로 치타 모방 로봇(Cheetah Robot)

바퀴벌레 모방 로봇(DASH RHex) 벌

새모방로봇(Nano Hummingbird) 벌

모방 로봇(Robobee) 등 다수의 생체모

방로봇을개발했다

DASH는 UC버클리의론피어링(Ron

Fearing)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으

로관련연구자들이창업을통해로봇상

용화에도성공했다 나노허밍버드(Nan

oHummingbird)는2011년타임지에서

선정한50개의최고발명품에선정됐다

로보비(Robobee)는 하버드대 로버

트 우드(Robert Wood)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초소형로봇으로곤충로봇의새

로운가능성을보여줬다

유럽에서는독일훼스토(Festo)가 개

미로봇으로시작해캥거루로봇잠자리

로봇 문어로봇 코끼리로봇등으로연

구를확장발전해가고있다

국내에서는주요대학을중심으로연

구실수준의기초연구가진행되어왔다

가시적성과로서울대의소금쟁이로봇

카이스트의 뱀형로봇 한국생산기술연

구원의 4족보행로봇 건국대의장수풍

뎅이로봇등이있었으나전반적으로해

외에비해서는 그리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생체모방로봇분야에대한관심이증

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울대에

생체모방자율로봇특화연구센터(BMR

R)가 2013년 10월 설립됐다 BMRR 센

터에서는단순기구적 기계공학적접근

을취하는대부분의기존연구와달리기

계항공 전기전자제어계측통신 컴퓨

터공학전문가의집단적 통합적접근을

기반으로 생체모방 로봇의 원천기술 연

구를진행하고있다군적용은물론재난

구조탐사 IoT적용등의다양한생체모

방로봇활용가능성때문에국방및산업

계에서두루관심을보이고있다

이번 국제로봇기술 포럼은 생체모방

로봇연구와향후생체모방로봇의활용

에필요한핵심요소기술을같이소개하

는자리로마련됐다이번포럼발표자와

발표내용을간략히소개한다

곤충 감각모의 기계 수용체를

모방한실리콘나노와이어를이

용한효과적인생체모방센싱기

술을소개한다

실리콘 나노 와이어는 고종횡

비 큰 표면적 대 부피비를 가진

구조로뛰어난압저항효과를가

지고있어미세소관의형태학적

구조와 고민감도 기능적 특성을

모두모방할수있다

먼저 새로운톱다운(topdow

n)방식의나노와이어제조방법

을제시한다다음으로응력집중

모델과 피에조핀치 효과를 기반

으로 압저항 저항 효과를 예측하

는새로운분석모델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유체촉각가속및회

전의생체모방감지에서나노와

이어의응용가능성을제시한다

생체모방점핑로봇크롤링및

점핑이가능한멀티모달로봇글

라이딩이 가능한 멀티모달 로봇

을소개한다

점핑과 크롤링이 통합된 멀티

모달 로봇은 점프 높이 크롤링

속도 점프 궤도를 제어할 수 있

으며주어진상황에따라크롤링

또는점프하여지형을보다효과

적으로탐색할수있다

또한글라이딩과점핑이결합

된멀티모달로봇은점핑을통한

이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증가시

킬수있으며글라이딩은안정적

이고정확한착륙위치를유도하

여로봇의연속적인이동이용이

하도록한다

대쉬 로보틱스(Dash Robotic

s)는 생체모방 로봇 분야의선도

연구 그룹인 UC 버클리 론 피어

링(Ron Fearing) 교수연구실에

서창업한벤처회사이다

기초연구에서회사창업에이

르기까지의과정을소개한다 바

퀴벌레를 모방한 6족 보행 로봇

DASH를 개발하고 종이접기 제

조방식을채택해상용장난감제

품에적용했다

실험실의 기술을 매장으로 가

져오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손에

가게하는문제에대해자세히설

명한다

딱정벌레의 비행을 모방한 플

래핑기반비행로봇 KU비틀(Be

etle) 연구를소개한다

딱정벌레는 조류의 플래핑 메

커니즘과 달리 플래핑 각도가

180도까지 되는 플래핑 메커니

즘을가지고있다그리고곤충은

꼬리날개가없기때문에자세제

어를위해서는두날개의플래핑

을비대칭적으로제어할수있어

야한다이를위해 flappingan�

glechange trailingedgech�

ange strokeplane change 메

커니즘을개발했다

KUBeetle은 3개의 서보를 가

지고있고무게가 197g이며 2분

30초 동안 정지 비행할 수 있다

현재전진비행을위한개발을하

고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

gs:IoT)은 저전력 및 손실 네트

워크(LLN)의 넓은 영역에 배치

된리소스가제한된임베디드장

치에인터넷연결을제공하는것

으로학계및산업계의기술메가

트렌드이다

IoT 환경에서 여러 응용 프로

그램영역에적용가능한BLE(Bl

uetooth Low Energy)네트워크

를소개한다

먼저 마켓넷(MarketNet)이

라고하는비대칭양방향통신아

키텍처에대해설명한다둘째 B

LE 기반의멀티홈 IoT네트워크

를제공하기위해프로토콜아키

텍처를설계한다 마지막으로모

바일센서장치를사용한재난통

신에적용가능성을보여준다

벌을 모방한 초소형(millimet

er scale) 비행로봇에대한연구

성과와제작및제어에서발생하

는이슈들에대해다룬다

초소형비행로봇개발의주요

이슈는 구동 전력 복잡한 유체

구조의상호작용이다 수년동안

의 반복적인 이론적 모델링 설

계실험을통해초소형생체모방

비행 로봇의 비행을 입증하였으

며복잡한기동도실현했다

개발한로봇은날거나벽에착

륙할 수 있으며 수영을 하거나

물에서빠져나갈수있다

스마트소재는센서액추에이

터및로봇분야에서널리사용되

고있으며 스마트소재의다기능

적인능력은엔지니어링응용프

로그램의질을높인다

스마트 소재의한예로서형상

기억합금(SMA)과소프트스마트

복합재료(SSC)에대한연구들을

다룬다먼저낮은강성과신축성

을가진형상기억니트액추에이

터연구에대해소개한다 다음으

로메소/마이크로레벨로의 스케

일 축소를 통해 25~40두께를

가진SMA와이어를보여준다얇

은 SMA 구조의 광구동 기반동

작방식은최대1600까지작동

주파수를 향상시킨다 마지막으

로 SMA 기반 생체모방 로봇에

대해자세히설명한다

◇조규진교수(서울대및생

체모방로봇 특화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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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Kohut CEO(Dash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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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철교수(건국대및생

체모방로봇 특화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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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웅교수(서울대및생

체모방로봇 특화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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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pong Chirarattana

non 교수(홍콩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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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교수(서울대및생

체모방로봇 특화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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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어로봇시스템학회 홈페이지(http://icrosorg)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2018 국제 로봇 콘테스트

인간과 로봇 하나되어 박진감 넘치는 한판 대결

로봇신문과 ITC로봇문화협회 대한전자공학

회가주관하는에어스포츠경진대회는자율주행

모드와 조종 모드를 융합한 로봇 스포츠 경연으

로올해흥미진진함을더한다

인간과로봇이하나되어열정이살아숨쉬는로봇

스포츠를슬로건으로하는이대회는창의적이고혁

신적인임베디드SW개발및하드웨어제작능력배

양이목표다핸즈온테크놀러지레고에듀케이션 P

ITSCO에듀케이션등이후원사로참여했다

종목은 로봇 농구(고등대학생 대상)와 미니

로봇농구(초중등학생)등 두가지다

로봇 농구는 다른 높이의 농구 골대에 팔이나

슛을 통하여 3분 이내에 많은 공을 넣는 경기로

자율주행모드(30초)와 드라이브모드(3분)로 경

기를 운영한다 로봇설계 프로그래밍기술과 연

구노트작성이필요하다

미니로봇농구는30cm높이의농구골대에팀

당 2대의 로봇이 제한된 시간에 골을 많이 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로봇설계 프로그래밍 기술

이필요하다

산업부장관상과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로

봇신문사장상 대한전자공학회장상 등종목별 1

~3위까지총12명에게시상한다 12일대학부본

선및결선 13일초등/중등/고등부본선및결선

경기가열린다

미래의과학자와창의인재를위한글로벌대

회!를 슬로건으로 STEAM교육협회가주관하고

로보티즈가후원하는 STEAM CUP은로봇하드

웨어의기구적인특징과제어 SW의알고리즘을

이해해제시된미션을창의적으로해결하고아이

디어를표현하는경진대회다

창의력과과학적사고력에다양한학문을융합

하고이를통해다양한분야에서활동할수있는

로봇인재발굴과육성이대회목표이다

자율형보행로봇오픈임베디드로봇디자인

상자넘기기등4개종목의경기가펼쳐진다

자율형보행로봇은4족이상의보행구조를가

진 로봇으로 미션을 수행하며 목적지까지 자율

이동하는 중목이다 오픈 임베디드는 특정 주제

에 맞는 로봇을 임베디드 제어기를 사용해 창작

품을제어하는미션이다 특정주제에맞는로봇

창작품을제작하는로봇디자인종목이있고 참

가자가 사전 제작한 이동 로봇을 사용하여 목적

물을 지정된 위치로 자율 이동 방식으로 옮기는

미션을수행하는상자넘기기종목이있다 산업

부장관상과국가기술표준원장상한국학회장상

인천학생교육원장상등이주어진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초등컴퓨팅교사협회가

주관하고 로보메이션 SKT 삼쩜일사 MRT인터

네셔널이후원하는로봇창의대회는교육용로봇

을활용하여창의적문제를해결하는미래사회우

수인재를양성하기위한초등생을위한대회이다

알버트 로봇 햄스터/터틀 로봇 카미봇 코코

넛 등 4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알버트 로봇

은카드코딩블록코딩을통한로봇제어(디버깅)

햄스터/터틀 로봇은 카드코딩 블록코딩을 통한

로봇제어 카미봇은 빛의 직진과 반사를 이용한

문제해결력 신장 코코넛은 구조물의 색 변화를

이용한문제해결력신장미션을수행해야한다

10월 13일 12:30~17:30까지 대회본선이 진

행되며별도예선전은없다각종목점수합산으

로 1 2 3등을 선정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상이주어진다

인체의움직임과스포츠경기를묘사하는휴머

노이드 로봇 경연대회로 인간 형태 로봇으로 스

포츠 종목 수행을 통해 로봇 기술발전을 도모하

는데대회목적이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고 한국로봇산

업진흥원 서울과기대 ADBL사업단 로보티즈가

후원한다 참가자로봇제작및운용기술의발전

과 로봇의 이동방법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취지

로하고있다특히교육을동반한2020년로봇기

술인100명양성의비전을갖고있다

종목은지능형과조종형 국가대항전등크게

3개로구성되며 6개종목이치러진다 이가운데

지능형은 하이테크아마추어와 KIT로 나눠지며

상대방과육상농구핸드볼또는축구경기를해

서승리하는게미션이다 로봇제어 영상처리등

이필요기술로꼽힌다

조종형의경우 3개 종목으로다시나눠지는데

창작교육부문은육상복싱컬링을수행하고단

체부문은 2:2축구 스포츠댄스 농구등을진행

한다국가대항전은3:3컬링과3:3복싱 로얄럼

블을 진행한다 대통령상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상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등시상도푸짐하다

10월 11일지능형대회 12일 조종형대회 13

일국가대항전이치러진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지능형로봇

경기다 로봇분야의흥미유발과대중적인공감

대를형성하기위해마련된이행사는세계최고

다분야지능형로봇경진대회를지향하고

있다

에어 스포츠(AIR SPORTS) 경진대회

자율주행드라이브모드나눠

로봇농구 3분게임흥미진진

로봇 창의대회

카드블록코딩능력겨루기

초등학생불꽃접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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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CUP

오픈임베디드상자넘기기등

제어알고리즘이해력대결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컬링복싱로얄럼블종목

국가대항전펼쳐져 관심

서울테크 지능로봇 경진대회

씨름지능형창작드론로봇

구조설계누가누가잘하나

지난해열린STEAMCUP경진대회에어스포츠경진대회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2018 국제 로봇 콘테스트

로봇 인 무비미션 수행코딩 열전 등 볼거리 풍성
로봇의 근간을 이루는 로봇 구조설계

프로그래밍등의미션을수행해야한다

종목은크게지능형씨름로봇지능형창작로

봇 드론로봇등의 3개경기로나뉘며대학생이

상만 참여가 가능한 지능형 창작 로봇을 제외하

고는참가대상에제한이없다

로봇 제어와 설계 등의 기술이 필요하며 종목

별로로봇심사 1:1 밀어내기경기 서류심사등

도필요하다 국무총리상을비롯해 장관상 국가

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등이

주어진다

10월 11일드론대회 12일 창작로봇대회 13

일씨름로봇대회가치러진다

지능형SoC로봇워는반도체기술을적용해로

봇의영상인식을구현한지능형로봇대회이다

SoC(System on Chip)를 활용해 지능형 로봇

기술을발전시키고고급인력양성을구현하겠다

는취지로매년열리고있다 KAIST 시스템설계

응용연구센터(SDIA)에서 주관하고 유엑스팩토

리에이디칩스인텔로보티즈미니로봇등이후

원한다

종목은두가지다 휴로컴피티션은장애물트

랙달리기로영상인식을통해장애물을회피하거

나주어진미션을수행해야하는경기다 SoC 태

권로봇은 외부의 조종 없이 로봇 스스로 영상인

식을통해상대로봇을인식해1:1 태권도겨루기

를하는경기로영상처리기술이중요하다 모두

대학생/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산업부장관상 KAIST 총장상이주

어진다

대한로봇스포츠협회가주관하는이경기는국

제로봇올림피아드(IRO) 세계 대회의 국내 예선

전성격이강하다 성적우수자는세계대회진출

권을획득하며국제청소년로봇교류캠프형태로

도진행된다

로봇을매개로세계적수준의창의융합형로

봇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이 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다 2020년 10개국 이상이 참가

하는국제청소년로봇교류캠프를목표로하고

있다

종목으로는 휴머노이드를 조종해 장애물을

회피하는등임무수행미션을해야하는휴머노

이드스탠다드빛을콘덴서에저장해빠르고멀

리코스를주행하는에너지세이빙로봇이등장

하는 1분 이내의 초단편 영화를 현장에서 제작

하는로봇인무비 모터센서개수제한후현장

에서제공된문제해결능력을겨루는미션형창

작 흩어진 블록 색상을 판별해 제자리 복귀 미

션을 수행하는 타운와치 등 5개 종목으로 나눠

진다 초등학생과중학생 고등학생까지참가할

수있다

산업부장관상과국가기술표준원장상한국로

봇산업진흥원장상 IRO위원장상등 종목별 1~3

위까지총30명에게시상한다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WCRC

는다양한세계로봇경진대회와연계되는경기로

성적 우수자에게는 세계 대회 본선 진출권이 부

여된다

국내 우수 선수들의 해외 로봇 경진대회 출전

을통한참가대회별상위입상등국제수준지향

의 경진대회 상향 평준화를 목적으로 2020년까

지10개국제로봇대회진출및상위권수상을목

표로하고있다

종목은주제에맞는로봇제작및창작발표미

션을수행하는 로보페스트Exhibition 조종종

목으로 장애물 처리 및 로봇 씨름경기를 수행하

는 WCRC로봇배틀 비조종 종목의 주어진 경

로에따른미션물습득및운반미션을수행하는

WCRC로봇프로그래밍당일발표되는미션에

맞추어로봇을제작하고미션을수행하는대회인

로보페스트UMC 등 4개이다 WCRC로봇 배

틀종목만초등학생종목이며나머지3개종목은

초중고 학생모두참가할수있다 산업부장관

상과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장상등이주어진다

생각을 프로그램하다를 슬로건으로 서울과

학기술대학교가주관하며프로그래밍을통해로

봇 제어를 평가하는 로보콘은 학교에서 배운 로

봇기술을활용해창의적인로봇제작 주어진미

션을 수행함으로써 로봇 각 부품의 이해와 프로

그래밍을이해시키는데목적이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는 자동화 공정 라

인을 구축하기 위한 로봇을 제작하고 미션을 수

행하는내용의 팀플레이 제시되는주제의문제

상황을해결하기위해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를

연동하여논리적인피지컬컴퓨팅미션을수행하

는 미션피지컬컴퓨팅등의종목이있다산업부

장관상과 서울과기대총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

원장상등이주어진다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가주관하고 (주)로보트론

이후원하는이대회는미래인간로봇의주제에맞

는로봇을제작프로그래밍하는내용이미션이다

로봇과 함께 코딩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학생들이 로봇에 대해 마음껏 상상하고 이를 표

현하고 로봇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높이는 취

지에서마련됐다

모두초등학생대상이며로봇조립능력및프로

그래밍스킬 코딩능력을평가한다제시된주제에

맞게상상력을발휘하여작품을만들고 작품설명

서를통해의도를전달하는로봇창작 제시된주

제에 맞는 프로그래밍 설명서를 작성한다 설명

서에제시된로봇을제작하고프로그래밍하여상

황에맞게로봇을구동하는로봇코딩종목으로나

뉜다산업부장관상국가기술표준원장상한국로

봇산업진흥원장상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장상이

주어진다대회는10월13일개최된다

로봇윤리 토론대회는 국제로봇콘테스트대회

가운데 인문학적인 지식과 현안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필요한종목이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로봇 윤리에 대해 청소

년들이 직접 나와 토론을 벌임으로써 로봇 활용

의 윤리적 마인드를 확산하고 바람직한 로봇개

발기준마련에선제적으로기여하기위함이다

서울교육대학교 어린이철학교육센터에서 주

관한다 주어진 주제를 기반으로 토론하는 단일

종목이며초중등대학생이면참가할수있다산

업부 장관상 서울교대 총장상 한국로봇산업진

흥원장상등이주어지며총 15명에게시상한다



지능형 SoC 로봇워

영상인식장애물피해달리기

태권로봇겨루기한판주목

로봇올림피아드

흩어진블록색등판별속도전

우수자는세계대회진출권

WCRC

주제맞춰로봇만들기

4개종목서열띤경연

로보콘

생각을프로그램하다 기치

자동화공정라인구축승부

창작로봇 경진대회

초등생코딩능력승자가리기

대중적관심확산노림수

로봇윤리 토론대회

로봇활용올바른마인드함양

논리적주장 15명 선별시상

지난해열린국제로봇올림피아드에서학생들이경연을펼치고있다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가주관한2017WCRC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부스 배치도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참가업체 리스트

구분 행사명 내용 시간 10/10(수) 10/13(토)10/11(목) 10/12(금)

SMART INDUSTRY

SMART LIFE!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전면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