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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규모로봇축제인 2019 로

보월드가 9일일산킨텍스제1전시장에

서개막해12일까지나흘간열린다

올해로 14회째인 로보월드는 국내 로

봇분야 신규 수요 창출과 산업활성화를

위해산업통상자원부가주최하고한국로

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제어

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10개

국 160개사(550부스)가 참여 역대최대

규모로열리는국제로봇산업대전을비롯

해국제로봇콘테스트 국제로봇콘퍼런스

가공동행사로진행될예정이다 개막식

행사는10일오전11시30분부터12시까

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

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한국로봇융합

연구원 참가업체 및 해외로봇산업협회

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열린다

2019 로보월드는종전전시회와달리

2019 대한민국 로봇대상이 함께 열린

다 대한민국 로봇대상은 그동안 연말에

진행됐으나올해는로보월드기간에같이

열려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게됐다

시상식은10일12시부터1시30분까지진

행되며로봇산업발전에기여한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산업포장 대통령표

창총리표창장관표창)을시행한다

올해 국제로봇산업대전은 스마트인

더스트리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로

봇산업의더나은미래를위해새로운전

략을논의하고교류하는장이될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53개사에서올해는 160개사

로참여업체가증가했다 지난해로보월

드에는6만여명의관람객들이전시장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 바이어는 2만8000

여명에달했다수출상담액은5300만달

러에 달했다 2019 로보월드가 역대 최

대규모로치러지는만큼올해도많은관

람객과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을것으

로기대된다

전시회는 크게 △산업용 로봇(조립

사출금형 등 제조공정용 로봇 협동 로

봇 물류이송포장 로봇 그리퍼모터

감속기컨트롤러 등 로봇부품) △서비

스용 로봇(안내로봇 소셜로봇 국방로

봇의료재활로봇교육용로봇 드론퍼

스널 모빌리티 등) △기타(지자체관 산

업용 로봇안전홍보관등) 등으로 구성

된다주요참여업체는현대로템로보스

타 티로보틱스 유진로봇 한컴로보틱

스 뉴로메카 한성웰텍 로보티즈 제우

스 온로봇 가이텍코리아 SBB테크 레

인보우로보틱스트위니등이다

이와함께 올해 국제로봇산업대전에

는산업분야별로봇의활용공정을보여

줄 수 있는 로봇 SI 기업의 참가와 함께

제조업용로봇분야의전시및시연이마

련되어있다 특히 세계최초로 5G 네트

워크기술을활용한협동로봇사례가관

심을끌것으로보인다또한물류로봇(A

GV 픽앤플레이스공정용로봇 머신비

전랩핑로봇등)의료재활로봇웨어러

블로봇등서비스로봇유망분야의제품

기술이다수출품되고일본등해외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

화개발기업의참여증가가눈에띈다

참관객및바이어의체험기회제공을

위한특별관도마련된다 제조공정의안

전한로봇활용을지원하기위한산업용

로봇안전홍보관 로봇관련중소및스

타트업기업의비즈니스제공을위한스

타트업특별관로봇소재특별관등이운

영된다 드론 및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

주행로봇시연장운영을통한참관객체

험이벤트도진행된다

30여개의 부대행사는 국내외 로봇산

업동향을파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

고 수요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제품론칭쇼 로봇기업사업설명회자

율이송로봇포럼등이열린다 지속발전

가능과 5G로보틱스를 주제로 2019 로

보월드토크콘서트도열린다아울러글

로벌로봇비즈니스포럼 한아세안로

봇 비즈니스 포럼 한국대만 로봇기업

비즈니스교류회글로벌수출상담회등

을 마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을지원한다

10일에는협동로봇을주제로한국제

로봇콘퍼런스가 2층세미나실 206 207

호에서개최된다최근산업용로봇분야

에서핵심이슈로주목받고있는협동로

봇의현황및활용사례를공유하고협동

로봇활성화방안에대해산학연전문가

들이토론하는시간도갖는다

10일부터12일까지사흘간열리는올

해 국제로봇콘테스트(IRC)는 12개국

4000여명이참석할예정으로 로봇인재

육성과로봇기술력향상을도모하고대

국민로봇마인드확산을위해진행된다

올해 국제로봇콘테스트는 한국로봇산

업진흥원이 총괄 주관하며 9개 세부대

회 28개 종목이 치러진다 지난해 11개

세부대회 32개 종목에서 줄어들었는데

유사종목통폐합으로 대회의 질적향상

을 도모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휴

머노이드로봇스포츠 에어스포츠경진

대회 STEAM컵 로봇윤리토론 로봇올

림피아드등대회가열린다

2019 로보월드의 주관기관인 한국로

봇산업협회는 로보월드는국내로봇산업

의새로운비즈니스창출역할을수행하는

플랫폼으로자리잡았다며 2019 로보월

드를계기로국내로봇산업계가스마트팩

토리스마트시티와같은분야에서활용될

수있는로봇서비스를함께발굴하고확

산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

이번로보월드는일본의한국수출규

제조치로로봇기술의자립이절실하게

요구되는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종

전의로보월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

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산

로봇부품에대한국내산업계의인식이

바뀌고국산부품의도입을확산할수있

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절대질수없는 로봇굴기대장정의서막

10개국 160개기업참여 역대급규모 자랑

대한민국로봇대상도 함께열려의미심장

세계3대로봇전시회로발돋음한 2019로보월드가10월9일부터12일까지일산킨텍스에서열린다사진은 2018로보월드전시부스모습

부스배치도 및 참가업체 리스트 2223면

기술자립특명받은로봇대제전 2019 로보월드 9일 킨텍스서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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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및 참가기업 관

계자 참관객여러분 글로벌로봇산업

의트렌드를이끌어가고있는 2019 로

보월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로봇 관련 관계자

와 기업인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드립니다

최근 산업용 로봇분야의 새로운 트

렌드인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 사례를 선보이고 서비

스로봇분야를선도하고있는물류및

웨어러블 로봇 등 신제품이 다수 출품

되어사람과로봇이함께하는미래상을

제시하고자했습니다

대한민국 로봇대상 시상식은 매년

우리나라 로봇 기술개발 로봇산업 발

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통해 로봇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올해 14회째 운

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로보월드

전시회와로봇대상시상식을처음으로

같이 개최하여 두 행사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창출할수있게되었습니다

지난9월발표된IFR(국제로봇연맹)

통계에따르면 2018년세계산업용로

봇매출규모는총165억달러로역대최

대규모로로봇시장의성장세는그대로

유지될것이라전망하고있습니다

국내 로봇생산 규모 역시 지속적으

로증가하고있으며 세계로봇시장에

서도국내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

등긍정적결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산업이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산업

에편중되어있어전통적뿌리산업분야

등으로시장의확대가필요하며서비스

로봇시장은청소로봇을제외한분야에

서는 아직 시장 형성 초기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상용화가절실합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제조산업의 생산

성 경쟁력강화를위해로봇산업을지

속하여육성하고있습니다

우리정부도지난 8월 제3차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로봇산업 글로

벌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 로봇

확대보급 로봇집중육성요소기술경

쟁력 강화를 통한 로봇산업 생태계 강

화방안을발표하였습니다

오늘전시장에출품된여러우수제품

을 보면 향후 시장 확대와 성장에 대한

기대를품을수있어무척고무적입니다

이번로보월드전시회의성공적개최를

통해우리나라로봇산업이한층도약하는

계기가되길바라며 아울러이번에영광

의표창을받으실수상자여러분께진심으

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로봇세계 4강주춧돌

우유철
한국로봇산업협회장

올해로 14회를 맞이하게 된로보월

드 2019의 개최를 진심으로축하드립

니다 그동안 로보월드 준비에 참여하

여 노력해 주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

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로보월드는 매년 발전된 모습을 거

듭하며점점규모를확대하여세계적인

로봇관련행사로성장해왔습니다

올해는 협동 로봇 스마트팩토리 A

GV머신비전과스마트센서등이전시

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메디컬 로봇

교육용 로봇 드론 퍼스널모빌리티 등

다양한볼거리가마련되어로봇관련산

업의현재와미래를확인할수있는좋

은기회가될것입니다

로봇산업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

심기술분야로기계전기전자통신컴

퓨터등여러관련기술이함께 어우러

져발전하는융복합산업기술입니다

한국은과거서구선진국들이200

300년의기간에걸쳐성취한산업화를

지난 50여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

루었습니다 이런 압축적 산업화는 세

계근대사에서유래를찾아볼수없는

눈부신성과입니다

천연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에서이

러한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

던 배경에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과 선

진국에서들여온생산자동화시스템의

안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로봇관련기술이있었습니다

2017년한국의 GDP는 15조달러(U

SD)로 전 세계에서 12위를 달성할 정

도로한국은제조강국입니다

이제산업은사물인터넷(IoT)같은IT

시스템과로봇기술을결합하여생산시

설을네트워크화하고지능형생산시스

템을갖춘스마트공장으로진화하는4

차산업혁명시대에들어섰습니다

로봇기술은 스마트 팩트리와 같은

생산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 국방

의료퍼스널모빌리티등다양한분야

의 산업분야로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어로봇시스템학회는 로보월드가

지속발전해나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한국의로봇기술이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

다우리학회는한국의로봇산업기술이

세계적으로선도적인위치를지속할수

있도록앞장설것이며로보월드관계자

분들도큰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보월드 2019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

다감사합니다

4차산업혁명선도다짐

정정주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대한민국로봇산업의흐름을전체적

으로볼수있는대한민국최대로봇축

제 2019 로보월드의개막을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봇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IoT)빅데이터기술등이모두융합하

여 완성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분야입니다

세계 로봇시장은 2018년 394억달러

를 기록하며 어려운 세계 경제 가운데

서도로봇시장의성장세또한가파르게

성장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국내 로봇산

업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아

지고있음을느낍니다

지난 3월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

회에서는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 로

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대한민

국로봇산업육성의기틀을다시한번

다지게되었으며 8월에는 제3차지능

형 로봇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로봇

강국을향한 5년간의발걸음을시작하

게되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제3차 지능

형로봇기본계획에 제조로봇집중보

급 4대 서비스 로봇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강화라는3대추진과제를토대

로제조분야에표준모델을활용하여제

조 로봇을 보급하는 방안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돌봄 물류 의료 웨어러블

로봇)를 선정하여 개발과 보급을 집중

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로봇산업 생태

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국산기술 확

보방안등을담았습니다

또한 로봇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은

행과업무협력을맺어협약보증이나저

금리 상품 출시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

하고 협동로봇안전인증제도의개선

방안을제시하여 제조로봇확대보급

방안을 확립하였습니다 로봇산업 발

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

해 로봇규제혁신센터도 구축운영하

고있습니다

미래로봇인재육성도빼놓을수없

는부분입니다 올해도국내최대의로

봇 경진대회인 국제로봇콘테스트를

로보월드기간인1012일까지3일동

안개최합니다

9개대회 28개종목 4000여명이참

가하며 이중 해외 12개국 190여명의

외국인선수들도참여해국제대회로의

위상을이어나갈예정입니다

2019 로보월드에 방문하시는 모든

국민여러분께서는로봇산업의미래를

미리만나고더가까워진로봇과의삶

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봇과의삶그려보길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국내 최대 로봇 축제인 로보월드는 전시회와

함께일반인과학생들을대상으로다양한로봇경

진대회가 함께 열리면서 기업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대표적인로봇행사로자리잡았다

하지만 전시회만 놓고 보면 로보월드는 B2B

전시회의 성격이 강하다 주최 측인 한국로봇산

업협회도로보월드를 B2C전시회보다는 B2B전

시회로확실하게자리매김을하겠다는전략이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 전시회 기간에는 곳곳에

서비즈니스상담회전문콘퍼런스수출상담회

국제비즈니스포럼등이열린다 이를통해로봇

공급업체와수요업체간 국내로봇업체와해외업

체간다양한교류의장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

이번 전시회에는 해외 15개사가 50부스로 참여

해 자사의 로봇을 국내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자

리로활용한다

올해로보월드에는많은해외바이어들이전시

장을찾을것으로기대된다 지난 2107년로보월

드에는 755명의해외바이어가전시장을찾았고

지난해로보월드에는 792명이참가해활발한수

출상담을벌였다실제수출상담액은지난2017

년 5000만달러 지난해에는 5300만달러를 기록

했다 올해는더많은해외바이어들이전시장을

찾아 비즈니스 상담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수출상담액도역대최대규모에달할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보월드기간동안에는글로벌비즈니스

포럼 한대만로봇포럼 덴마크일자리포럼 한

아세안로봇포럼등이열려우리나라와해외로

봇 산업계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올해 로보월드에는캄보디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

트남등아세안국가정부대표로봇기업대표등

32명이아세안대표단의자격으로참석해로보월

드를참관하고한국로봇산업진흥원주관하에10

일한아세안로봇비즈니스포럼도개최한다

한대만 로봇포럼은 9일에 열린다 IT강국이

면서로봇산업에서도글로벌선두를노리고있는

대만의로봇산업현황을소개하고한대만간협

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양국 협력의 새로운 계

기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국내외 업체간 다채로운 교류 행사 풍성

2019 로보월드에는 한-아세안 비즈니스포럼 등 국내외 업체간 다채로운 교류 행사가 펼쳐진다 사진은 2018 로보월

드를 찾은 해외 바이어 모습

한-아세안비즈니스포럼한-대만로봇포럼등개최

해외바이어참관 밀물수출상담액신기록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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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세계산업용로봇보급첫 40만대 고지돌파

산업용로봇은제조업설비자동화추세에힘입어지난해세계적으로42만2000대가보급됐다사진은2018상하이국제공업박람회ABB전시부스

아시아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2018년에 3대아시아국가에서혼조세가나타났

다 중국과한국의로봇설치는감소한반면일본

은크게증가한것이다 전체적으로아시아시장

은1%성장에그쳤다

두번째로큰시장인유럽의로봇설치는 14%

증가했으며6년연속새로운정점에도달했다미

국역시성장률이전년보다 20% 이상크게증가

하면서6년연속새로운기록을세웠다

로봇설치美 20%유럽 14% 증가

아시아유럽미국 시장 판도

자동차산업은전체공급량의거의 30%(2018

년기준)를차지하며전세계적으로산업용로봇

을가장많이채택하고있는분야이다

2017년에설치량이21%크게증가한이후 작

년에는 2%증가에그쳤지만수요가지속되고있

다신차생산능력및설비현대화에대한투자로

로봇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모든 자동

차시장에서신소재사용 에너지효율적인드라

이브시스템개발및치열한경쟁으로투자가이

어지고있다

산업용로봇설치의 79%는중국(3만9351대)

일본(1만7346대) 독일(1만5673대) 미국(1만

5246대) 한국(1만1034대)등 5개주요시장에서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자동차협회(OICA) 생산

통계기준세계4위를차지하고있는인도에서는

자동차산업에겨우 2100대의산업용로봇이설

치되었다는것이다

전기전자산업은2017년산업용로봇의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대

체하려했으나2018년전자장치및부품에대한

전세계수요가크게감소하면서다음을기약하

게되었다아시아국가가전자제품및부품제조

에서선두를달리고있어미중무역갈등의영향

을가장많이받는산업인점도산업용로봇보급

성장세를꺾는요인이다 이산업의로봇설치는

2017년 12만2000대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2018년에는 10만5000대로 14% 감소했다 전

기전자산업의총설치중79%가주요생산 3국

인중국(43%) 한국(19%) 일본(17%)이 차지하

고있다베트남은2017년몇가지주요프로젝트

로 인해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일시적으로

7080대까지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689대로

큰폭의감소세를나타냈다

금속및기계산업은세번째로큰수요처로자

리매김했다 2018년 설치는 전체 수요의 10%를

차지했다 금속 제품(자동차 부품 제외) 생산 기

업과산업용기계생산기업이최근몇년간상당

한 양의 로봇을 구입했다 2018년 설치량은 4만

3500대였는데 이는 2017년 4만4191대보다 1%

적은수치다

금속 및 기계 산업은 핀란드(44%) 스웨덴

(42%) 스위스(40%) 벨기에(30%) 오스트리아

(27%) 이탈리아(26%) 및 덴마크(21%)에서는

가장큰고객이다

전체로봇공급량의 30%가자동차라인에

전세계산업별설치대수추이

2018년중국 일본 미국 한국 독일등톱 5개

국에설치된산업용로봇이전세계시장의 74%

를차지했다

중국은 전체 설치 대수의 36%를 차지하면서

세계최대산업용로봇시장의지위를이어갔다

2018년에는 15만4000대가 설치되었다 이는 전

년도에비해1%줄어든것이지만유럽과미국시

장전체에설치된로봇수보다는많은기록이다

설치금액은약 54억달러(6조4370억원)로 2017

년보다21%증가했다

중국 로봇 공급업체가 자국 시장에서 판매한

점유율을 보면 2017년 22%에서 2018년 27%로

5%이상증가세를보였다이러한결과는자국제

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효

과를발휘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이에 반

해외국로봇공급업체(중국이외공급업체가중

국에서 생산한 제품 포함)의 설치 대수는 11만

3000대로2017년의12만2000대와비교하면7%

감소했다 이러한판매감소는자동차산업의약

세때문에발생했다

일본로봇판매량은21%증가한5만5000대로

나타났다 일본은 이미 고도로 자동화된 산업생

산으로로봇시장이 2013년이후연평균 17%성

장하고있다 일본은세계최고의산업용로봇제

조업체들을보유하면서 2018년 기준전세계공

급량의52%를공급하고있다

미국의로봇설치는8년연속새로운정점에도

달하면서 2018년에 4만300대를기록했다 이수

치는2017년보다22%증가한것이다 2010년이

후미국내모든제조산업이내수및세계시장에

서 자국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을 지속적으

로자동화하는추세인것이영향을미쳤다 연간

설치대수기준으로한국을제치고세계3위시장

에올라섰다

한국의 연간 로봇 설치량은 2018년 3만8000

대로 전년보다 5% 감소하며 어려운 한 해를 보

냈다전자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음에도불구

하고 2013년이후연평균 12%증가세를보이고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로봇 시장으로

유럽 내 1위이고 그 뒤를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쫒고 있다 2018년에 판매된 로봇 수는 26% 증

가한 2만7000대 수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주로자동차산업이설치를주도한것으로나타

났다

中日美韓獨이세계시장 74% 차지

톱5 국가가 시장쥐락펴락

IFR은이번세계로봇시장보고서에서처음으

로최근산업용로봇의한분야로주목받으면서

크게성장하고있는협동로봇(Collaborative In

dustrial Robot) 시장을분석했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ISO8372:

2012에 정의된 산업용 로봇의 요구조건을 갖춰

야한다

협동 로봇은 미디어의 관심이 매우 강하지만

설치대수는전체산업용로봇의324%에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2018년에 설치된 42만2000대

의 산업용 로봇 중 1만4000대 미만이 협동 로봇

이다 그전해에는약 1만1100대가협동로봇이

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협동로봇 설치는

23%증가한것으로분석됐다

협동로봇 작년 1만4000대 보급 23% 증가

미래기대주로 떠오른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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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스타는 20년 이상로봇관련연구개발및

제조를진행해온국내제조용로봇의선도기업이

다 2018년7월LG전자㈜가3자유상증자배정으

로 대주주가 되었으며 LG전자 자회사 및 ㈜LG

에편입됐다

LG전자는 로봇사업을미래사업의한축으로

삼아독자기술개발뿐만아니라외부와의협력

을강화하고있다면서지속적인투자를통해신

성장동력인로봇사업에속도를낼것이라며 지

능형 자율공장 구축에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기술을적극활용한다는방침이다

로보스타는가반하중4 7 12 20kg급수직다

관절로봇과직각좌표로봇피커로봇글라스반

송로봇 스카라로봇등제조용로봇 10 5G CF

노광기스테이지 OLED검사용스테이지 8G CF

노광기스테이지 반도체정밀스테이지등의정

밀스테이지스크류체결기솔라셀검사기반도

체EFEM시스템렌즈조절기등의시스템및반

도체장비등을공급하고있다 수직다관절로봇

은주력제품인4 7 12 20kg급이외에산업용로

봇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

탕으로1 5 7 24 50 220Kg등풍부한라인업을

준비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양에 유연하고 긴

밀하게대응하며고객만족을실현한다는계획이

다 트랜스퍼로봇(Transfer Robot)은FPD제조

공정의 핵심 역할인 이송 및 적재용으로 활용되

는제조용로봇으로국내및해외주요FPD생산

현장에공급하고있으며 1G~10G급까지다양한

사이즈 및 종류의 모델을 보유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있다

반도체용 로봇 및 장비 부문에서는 반도체 제

조공정의 핵심 역할인 이송 및 적재용으로 활용

되는제조용로봇(트랜스퍼로봇)과각종반도체

공정내 웨이퍼(Wafer)의 원활한 이송에 활용되

는반도체장비로써국내및해외주요반도체생

산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모델

을보유하여고객만족을실현하고있다 정밀스

테이지는 각종 FPD산업의 공장자동화 및 물류

시스템용 이송장치 등 공정장비 및 초정밀 검사

장비의기본기계인정밀스테이지국내및해외

FPD시장의공정장비및그외각종초정밀가공

기및검사의기초제품을공급하고있으며 다양

한 사이즈 및 종류의 모델을 보유하여 고객만족

을실현하고있다시스템장비부문은로봇및모

션제어를기반으로각종IT FPD반도체쏠라 L

ED 등 산업전반에 적용되며 관련산업의 소형부

품의핸들링및정렬 부품의접착 가공 몰딩 절

단코팅 증착등다양한 IT 전자부품의제조공정

에적용중에있다

로보스타는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 주

요시장에유통망을갖추고적극적인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예정이다

수직 다관절직각좌표스카라 로봇 등 라인업 다양

로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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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스타 스카라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에서출발한기술기반의로봇회

사이다 지난 7월 1년 6개월의노력끝에휴보에

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동로봇을 자체

개발해산업용로봇시장에본격적으로뛰어들

었다

작년 로보월드에는 협동로봇 시제품을 전시

하였으며 올해는 개발 완료된 협동로봇 완제품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현재는 적재량 5kg의 RB5 모델이 출시되어

있고 국내 최대 로봇전시회인 로보월드에서는

적재량 3kg의 RB3 10kg의 RB10 모델을 새롭

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팔 길이가 긴 모델

과공압라인이내재화된모델도처음공개할예

정이다

감속기를 제외한 모터 센서 제어기 S/W에

이르는 로봇의 모든 핵심부품을 직접 개발하여

원가 경쟁력을 높였으며 도입 단계이지만 시장

에서의반응도좋은편이다타사대비제어성능

이 우수하며 무엇보다도 자체 기술로 개발되어

합리적인가격으로제공할수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우수하여 전문가

가아니어도손쉽게로봇을운용할수있다협동

로봇 RB5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도생산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최상의협업

솔루션이다 제한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반복정밀도는 ±01

mm이다

협동로봇을 활용한 바텐더 로봇도 선보일 예

정이다 바텐더 로봇은 서비스 시장에 협동로봇

이활용되는예를선보이고잠재고객에게영감

을주기위해개발됐다

올해는협동로봇을널리알리는것에집중하

고다양한고객사를확보하고활용성검증을통

해 제품 완성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

다

자체 기술로 협동 로봇 국산화

레인보우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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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협동로봇 RB5

제우스는 1970년 창사 이후 반도체 LCD LE

D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이어지는IT산업발전

과맥을같이하면서성장해왔다언제든지고객

이원하는솔루션을제공한다는제우스의목표와

기업 정신은 40여년 동안 제우스의 변하지 않는

핵심가치로이어져왔다

그결과반도체와 LCD 산업의핵심장비중하

나라고할수있는클리닝(Cleaning)설비와HP/

CP제품의양산을위해필수적인물류장비및CI

M 등 인라인(InLine) 소프트웨어 생산에필요

한케미컬제품과핵심산업부품 로봇에이르기

까지다양한제품과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이

를통해반도체와 LCD 산업에토털솔루션공급

자로자리매김했다

제우스는 FPD 및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산업용

로봇을제공하고있다올해처음으로 6축다관절

산업용 로봇인 제로(ZERO)를 출시했다 가반

중량 5kg로픽앤플레이스(pickandplace) P

CB조립및비전검사를포함한다양한응용분야

를위해설계됐다

제로는 산업용 로봇으로 높은 수준인 ±002

반복정밀도를구현하며모듈식설계를채택

유지보수비용을크게줄일수있다최소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풋프린트(Ø149)와 경제성 있

는 소비전력(250W)으로 비용면에서 이점을 제

공한다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채택해사용자는

로봇작동방법을쉽게배울수있다

6축 다관절 로봇 제로 선보여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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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산업용6축다관절로봇 ZERO

뉴로메카(Neuromeka)는 이번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원격관리서비스 인디케어(IndyCAR

E)를론칭한다

인디케어는협동로봇의원격관리를위해만

들어진웹기반서비스로 인터넷이연결된환경

에서협동로봇의실시간상태 조업데이터 이상

상황에대한이벤트로그를제공한다 조업데이

터는기본으로제공되는협동로봇의작업횟수

각 관절의온도외에사용자요구에맞춰추가할

수있는세개의추가입력을가지고있다함께제

공되는 웹카메라를 통해 협동 로봇이 설치된 작

업장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

업중발생되는모든충돌감지 비상정지상황에

대해 이벤트 로그 파일과 스트리밍 동영상을 저

장해 로봇 관리자의 원인 파악을 돕고 엔지니어

의원격지원을가능하게한다

뉴로메카는이번로보월드에서다양한제품과

데모를선보인다특히지난 3월공개한인디12(I

ndy12)와딥러닝기반의비전솔루션 인디아이

(IndyEye)가주목할만하다 인디12는가반중

량 12Kg급제품으로기존 3 5 7 10kg에추가된

라인업이다

인디12는 굿디자인과 레드닷어워드를 수

상한 인디7(Indy7)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

됐다딥러닝기반의비전솔루션 인디아이(Indy

Eye)는 저가의 비전센서와 딥러닝 서버 공유를

통해 고성능 비전 솔루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인디아이는 까다로운 작업 조건이 필요했던

기존비전센서와달리 공간과조광의제약없이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

딥러닝서버공유를통해작업물체데이터를저

장하여고객요청에따른다양한제품대응이가

능하다

한편 뉴로메카는 이번 로보월드에 인디고 파

트너사 코보시스 MES 솔루션 전문기업 하티

오랩 POS단말기전문기업 오케이포스와함께

F&B토털자동화데모를선보인다

협동 로봇 원격관리 인디케어 론칭

뉴로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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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메카협동로봇 인디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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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로봇은대량보유한로봇핵심부품기술

을바탕으로경쟁력있는가격의산업용로봇을

제조하는 스타트업이다 제조용 로봇 원가의

35%를차지하는핵심부품인정밀감속기와같

은하드웨어부품을비롯해로봇을제어하는모

션제어기등소프트웨어부품까지자체기술력

을보유하고있다

2016년법인설립후로봇개발에주력해온민

트로봇은 올해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

작했고 현재국내중소제조기업들을대상으로

제품을공급하고있다일본등의국가에기술의

존없이자생가능한국산제품을만들겠다는의

지하나로대기업조차하기힘든로봇제조를스

타트업이성취한것이다

올해 로보월드에서 선보이는 산업용 로봇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클린룸 등의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한 새로운 Pal i 시리즈이다 Pal i

400은 IP65 수준의보호레벨및전외관아노

다이징마감 노출부에스테인리스재질을사용

해디스플레이식품과같은클린룸적합조건을

요구하는곳에서동작할수있다 성능이개선된

독자적인 정밀 감속기(Elacloid Drive)를 바탕

으로더욱빠르고신뢰성있는움직임을보장할

수있다

이번전시회를통해자체개발한부품핵심기

술을 바탕으로 제조되는 로봇의 우수성을 집중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일본정부의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수출 규제로 위기를

맞고있는국내로봇산업현실을감안해핵심기

술의자립을강조할계획이다

클린룸서구동 Pal i-400 시리즈첫선

민트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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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로봇산업용로봇 Pal i-400(좌측)과정밀감속기

1989년에설립된제팩은박스제함기 테이핑

기컨베이어시스템등박스포장자동화설계및

제조전문업체로 세계유력로봇업체와제휴해

산업용로봇협동로봇등을공급하고있다

현재ABB유니버설로봇온로봇등과대리점

계약을체결해이들회사의산업용로봇협동로

봇 그리퍼등솔루션을공급하고있으며올해는

중국모바일로봇전문업체인 하이크비전(HIK

VISION)과도 대리점계약을체결해이회사의

모바일로봇을국내공급하고있다

제팩은국내산업계에 HIKVISION의 자동무

인운반로봇등을공급하고있다이로봇은사용

자친화적설계안전장치탑재등특징을갖고있

으며최대탑재중량3000kg을자랑하며충전후

자동복귀기능장애물회피비상정지버튼등을

지원한다

박스 포장 자동화 분야에선 수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있다그동안미국중국독일영국프

랑스일본이란 인도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

르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에제

품을수출했다

국내에선 삼성 LG CJ 롯데 해태 등 식음료

및유통전자분야에포장라인시스템공급실적

을갖고있다

박스포장라인시스템국내대기업납품

제팩

�����
��

유니버설로봇은 2019로보월드에가반하중

16kg의 신제품 UR16e를 선보인다 UR16e는

유니버설로봇제품중가장무거운무게를이동

운반할 수 있는 제품이다 회사 측은 UR16e를

이용하면 더큰중량을다뤄야하는공정도안정

적이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다며 이번신

제품출시로제품포트폴리오가더다양해졌다

고밝혔다

UR16e는 900의도달거리 005의반

복성을지니고있다무거운부품및제품취급이

가능하며 머신 텐딩 등의 공정을 자동화하기에

이상적이다 UR16e의로봇프로그래밍및통합

은전문가수준의지식이나경험없이도제품개

봉부터설치및프로그래밍까지단한시간안에

가능하다 설치필요면적이적고 900의도달

거리를통해어떤생산환경에도구애받지않고

통합이가능하다

UR16e는 기존 유니버설로봇 e시리즈 협동

로봇(UR3e UR5e UR10e)처럼힘감지내장센

서사용자설정가능한정지시간과정지거리를

포함한 17가지의안전기능그리고직관적인프

로그래밍을제공한다

UR16e는 EN ISO 138491 PLd카테고리 3

및 EN ISO 102181를포함해인간과로봇의협

업을위한가장까다로운규정을준수하고안전

표준을충족한다

16kg까지거뜬한운반로봇 위풍당당

유니버설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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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팩박스포장자동화설비

유니버설로봇 UR16e

알에스오토메이션은산업용제어분야전문기

업이다 1985년부터 삼성전자 로크웰오토메이

션등글로벌초우량기업에서의사업경험을바

탕으로출범했다

기존의 PLC I/O 서보 모터/서보 드라이브

모션컨트롤러 인버터등자동화핵심제어기기

개발및공급을통해국내사업의국제경쟁력강

화에이바지하고있다

최근에는4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을높이기

위해로봇제어용핵심부품개발에박차를가하

고있다

대표적으로로봇스마트머신유도무기용정

밀광학엔코더(encoder) 핵심기술을보유하고

있으며그동안일본에서전량수입하고있던산

업핵심부품국산화에앞장서고있다

최근에는 서보모터 전문기업 코모텍과 협업

해협동로봇등에필요한20비트급자석식엔코

더를개발했다스마트액추에이터국산화도진

행하고있다 스마트액추에이터는협동로봇의

핵심부품으로로봇국산화기술의최종단계로

알려졌다

현재 고성능 서보 드라이브와 소프트웨어 로

봇 제어기 등 로봇 관련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이

며이를바탕으로관련신제품을다수출시했다

대표적인제품이 안전 기능이강화된이더캣

(EtherCAT) 기반네트워크 고성능다축서보드

라이브다

현장의 안전 기능을 강화했고 하나의 모듈로

최대 3축까지구동할수있는소형제품으로 로

봇의손과발을움직이는핵심부품이다이제품

은게인무튜닝 제진(input shaping) 인덱싱기

능및서드파티리니어모터구동등기존 CSD7

서보드라이브의모든 기능을지원하며서보 모

터인CSM/RSM시리즈와함께사용자의목적에

따라폭넓은구성이가능하다

자석식엔코더독자개발해일본산부품대체

알에스오토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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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스오토메이션독립형서보드라이브

덴마크 오덴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로봇은

협동로봇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

신적인 EOAT(Endofarmtooling) 기업을합

병해 2018년 6월설립됐다미국퍼셉션로보틱

스(Perception Robotics)헝가리옵토포스(Op

toForce) 덴마크온로봇(OnRobot)이 모여 EO

AT 글로벌 리더인 온로봇(OnRobot A/S)이 탄

생했다

온로봇은 EOAT의 혁신과 유연성을 주도하

고있으며올해 4월또다른그리퍼제조사인블

루워크포스(Blueworkforce)를인수합병해소

프트그리퍼및비전시스템을시장에소개할예

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2020년까지약50개의제품을시장에선보일예

정이다

이번로보월드에는최신업그레이드된제품을

선보인다 RGx시리즈그리퍼는TwoFinger 그

리퍼로 제품의 크기에따라로봇의동작을다르

게설정할수있다

크기와모양이서로다른여러제품을생산하

는고객에게최적의솔루션이될수있으며 물체

의유무와손실여부를피드백할수있어보다정

밀한로봇제어가가능하다VG10은진공그리퍼

로별도의에어서플라이시스템(Air supply syst

em) 없이공압을통한작업물을다룰수있는그

리퍼다VG10공압그리퍼안에자체적으로공압

을발생시킬수있는컴프레서가내장돼추가에

어서플라이시스템 없이 공압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HEX센서는포스/토크센서로서정밀한제품

조립연마등의작업에도움을줄수있는제품이

다 광학기술을바탕으로포스/토크를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가우수하며 높은

가격경쟁력을가지고있다

게코(Gecko)그리퍼는도마뱀이벽이나천장

에서떨어지지않고붙어있을수있는성질을이

용해작업물을다룰수있도록고안된제품으로

공압을사용할수없는작업물이나오염에민감

한작업물을다룰수있다

RGx 전동그리퍼 편의성어필

온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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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로봇 듀얼그립마운트V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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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은 92억달러

(10조9660억원)로 전년대비 32%증가했다 판

매된 전문 서비스 로봇 총 수는 2017년의 16만

8000대보다 61%이상증가한 27만1000대로밝

혀졌다

�����의 판매 가치는 약 37억달러(4조

4382억원)로전년대비 53% 증가한것으로추정

된다 대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 11만1000대의

물류시스템이판매되었으며 이는 2017년의 6만

9000대보다60%이상증가한수치다

제조환경에서무인운반차(AGV)가 7700대판

매된것과비교하면비제조환경에서10만대넘게

판매되면서빠르게성장하는시장의원동력이되

었다

비제조산업에서물류시스템을사용하는경향

은 주요 전자상거래 회사의 창고 솔루션 때문으

로이분야가시장을크게좌우하고있다

전문서비스로봇의도움으로물류를운영하는

병원도강력한잠재력을가지고있다

2018년에는 약 10만6000대의 �� 	 
�

�시스템이판매됐다 이는판매된전체전문

서비스로봇대수의 39%를차지한다 검사및유

지보수로봇영역은다소저렴한표준장치에서

고가의맞춤형솔루션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로

봇을포함한다

����판매는5100대로50%증가했다의

료로봇은전문서비스로봇총판매금액의 31%

를차지한다

의료 로봇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28억달러(3조3586억원)로 액세서리 및 서비스

를 포함한 평균 단가가 54만8000달러(6억5300

만원)로가장비싼서비스로봇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고령화 사회를 위한 지원 로

봇솔루션수요또한의료로봇의상당한성장잠

재력을나타낸다

����판매금액은전문서비스로봇총판

매가치의 11%를 차지하는 10억달러(1조1995억

원)로 8% 증가했다 2018년총 5800대의착유로

봇이판매돼2017년의5400대에비해8%증가했

다

농업용로봇판매의예를들면농작물재배및

원예 자동화의 경우 연평균 50%의 성장이 예상

되며 2022년에는판매량이 2400대에이를것으

로예측된다

�����은작업자의 작업부하를줄여주

는데2017년 6700대에서2018년 7300대로증가

했다 이러한종류의로봇은향후높은성장잠재

력을가지고있어 2022년이면두배이상증가한

1만6000대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작년 전문서비스 로봇 61% 급증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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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세계서비스로봇시장 129억달러기록

개인및가정용서비스로봇은전문서비스로

봇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격과 마케팅 채널을 가

진대량시장을위해생산된다

지금까지개인및가정용서비스로봇은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로봇(진공 및 바닥 청소 잔

디 깎기 수영장 청소)과 엔터테인먼트 로봇(장

난감 취미용품 교육연구용) 영역으로 구분해

왔다

�f	c��서비스로봇시장역시빠르게

성장하고있으며 2018년 시장규모는 37억달러

(4조4100억원)로전년대비 15%증가했다 대수

로는 1630만대가판매돼전년대비 59%이상큰

폭으로성장했다

여기에는 가사 일을 위한 1220만대의 로봇이

포함되어있는데주로진공청소기및기타실내

바닥청소로봇이다 2018년에는 1160만대이상

의로봇진공청소기와실내바닥청소기가판매

됐다 오늘날이들로봇은거의모든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접근이 용이하

고공급업체들도이시장을용인하고있다

잔디 깎기 로봇 역시 오늘날 대부분의 철물점

이나원예상점에서구입할수있다

이러한마케팅채널의확대로인해개인및가

정용 서비스 로봇 시장의 2019년 시장 규모는

2210만대 46억달러(5조4830억원)에서 2022년

6110만대 115억달러(13조7660억원)로판매대

수로는연평균 40% 금액으로는연평균 35% 증

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진공및바닥청소로봇은전세계적으로점점

더많은가정에서사용이늘어날것이다

2019년에는 잔디 깎는 로봇 수영장 청소 로

봇 진공 청소 로봇 등 가정용 로봇이 1760만대

이상판매될것으로예상된다 금액으로는 33억

달러(3조9500억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판매

대수가연평균46%증가해5500만대이상시장

규모는97억달러(11조6110억원)에달할것으로

예상된다

¦§¨f©ª로봇은 2019년 450만대 13억

달러(1조5560억원)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600만대 17억달러(2조350억원)규

모로성장할예정이다

가정용 로봇 2022년 5500만대 판매 예상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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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서비스 로봇 제조업체는 전문

서비스로봇시장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두지역시장점유율은약45%이다

미국기업은물류시스템이매우강한반면유

럽기업은의료로봇분야에서지배적위치를차

지하고있다

유럽과아시아기업들은주로필드로봇을생산

하는데두지역에서약 45%의시장점유율을가

지고있다

美는 물류유럽과 아시아는 필드 로봇 강세

지역별전문서비스로봇제조업체

필드로봇의한종류인농업용로봇 공장창고물류센터병원등에서사용되는AGV(무인운반차)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동일한 로봇이 서비스

로봇또는산업용로봇으로분류될수있다 새로

운 응용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사용 개념도 변

화하고있는것이다

협동로봇의경우산업현장에서사용하면산업

용 로봇이지만 서비스 산업이나 의료 헬스케어

등 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되면 서비스 로봇이 될

수있어두영역경계가점차모호해지고있는것

도최근서비스로봇의큰흐름이다

비즈니스프로세스를재구성하여협동로봇을

최적으로활용하도록해야한다

로봇이인공지능(AI)과머신러닝기술을통해

주변환경을감지하고반응할수있으면서직장

과사생활두영역에서더많이인간을지원하고

있다

같은 로봇이라도 쓰임새 따라 영역 모호

산업용과서비스로봇의경계모호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서비스 로봇 주요 출품업체

로보케어는 2012년 10월 KIST(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호 기술출자 회사로 설립됐다 로보케

어는전국보건소나치매안심센터에서사용하는

그룹형(8~12명) 인지훈련 로봇인 실벗(SILBO

T) 가정용 데일리케어 인지훈련 로봇인 보미

등에주력하고있다 실벗은이미 2016년경기도

수원시영통구등치매안심센터 4곳에로봇보급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와서초구치매안심센터를비롯해전국보

건소및 치매안심센터에실벗을보급 2019년 9

월현재전국28개소에서운영중이다또한치매

안심센터에 이어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보급하는데노력하고있다

로보케어는 2019년 2월 이대목동병원과인지

훈련로봇상용화를위한협약을체결했다 이를

통해이대목동병원은보미를임상시험에활용하

는한편 신경과내에치매환자를위한로봇인지

훈련치료실까지구축운영하고있다

일본 공영방송사 NHK는 최근 로보케어 인지

훈련로봇을알리는다큐멘터리프로그램LifeW

ith Robot을방영 로보케어의기술력을높이평

가했다 NHK는당시해피마인드병원등을방문

해실벗활용상황을일본전역에생생히방영했

다 회사관계자는 프로그램을촬영할당시 NH

K관계자로부터인간과서로교감하고소통하는

경우는처음봤다는말을듣고적지않은보람을

느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인지훈련 로봇 보급

에적극나설것이라고밝혔다

로보케어는인지훈련로봇에이어발달장애(A

DHD) 선별 및 훈련로봇개발을준비하고있다

이를 위해 성균관대와 한양대 이대목동병원 등

과컨소시엄을구성해국책과제를수행하고있으

며 2~3년후상용화할예정이다

마젠타로보틱스는이번로보월드에사람의손

가락으로주무르는효과를갖고있는엔드이펙터

를장착한마사지테라피플랫폼주므르지오((Ju

murzio)를선보인다마사지사의체력적부담을

줄여많은사람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플

랫폼의필요성에착안해개발했다

플랫폼하드웨어는3차원카메라협

동로봇(UR5) 최첨단토크(힘)센서등

으로구성되어있다토크센서는세가

지장점이있다첫째 인체의움직임을

추종하고둘째 정확한힘조절이가능

하다셋째 최대한사람의손에근접한

마사지가가능하다 6축자유도의협동

로봇팔은사람이할수있는모든동작

을 구현 가능해 마사지사의 거의 모든

기술을흉내낼수있다

마사지로봇플랫폼이기존안마의자

와 다른 점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위치

와강도를태블릿이나휴대폰으로정확

히표시함으로써만족도를최대한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으로 자

신의 등을 보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 후

주무르면힘의강도조정이가능하다자신이지정

한위치와힘의크기로주무름으로써자신의상태

에따라조절해만족도를높일수있다 또힘센서

와 3차원카메라를통해서융합된사용자의골격

및체형정보를수집분석해학습하는인공지능기

술이결합되어사용자의순간적인움직임에도안

전한서비스를구현한다 24시간자기가원하는위

치를자신이콕집어서마사지받을수있는 주므

르지오는골프장헬스클럽 피부및마사지관리

숍등에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현대로템은 철도사업에서부터 방위

사업플랜트및환경사업을통해글로벌

종합중공업기업으로서의위상을다져

가고 있다 국내를 넘어 세계 36개국에

다양한 차종의 철도차량을 공급해왔으

며철강 자동차 발전및환경산업분야

에서의인프라구축을위한설비엔지니

어링 제작조달설치및시운전서비스

를제공한다또한국내지상무기체계의

독자연구개발및생산체계구축최적화

성능개량 능력을 보유해 미래무기체계

의선두주자로자리매김했다이번에보

병지원용무인차량허리보조착용로봇

등을선보인다

HRSherpa(보병지원용 무인차량)

는보병의다양한임무

를지원하는다목적무

인차량이다 운용자에

의해원격으로운용되

며탑재된환경센서를

이용해추종및경로점

주행과같은자율주행

이 가능하다 공용 플

랫폼으로설계되어원

격무장장치감시장비

후송용키트 자율주행

키트 드론 연동장비

등다양한임무장비적용이가능하다

ALAD(허리보조착용로봇)는산업현

장에서허리관절을보조하여근골격질

환을 예방하고 작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도움을주는장치다누구나쉽게

착용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최신의 H

RI(HumanRobot Interaction)기술을

적용했다

H프레임(들기보조 착용로봇)은 무

거운물건을들어올려이동하는작업을

할때어깨와팔에무리가되는작업부하

를골반으로우회하여팔근력을보조하

는입는로봇장치다

HUMA(보행보조 착용로봇)는 무거

운물건을들어서허리와다리를굽히는

자세를반복하거나유지하는작업을할

때신체피로도를줄일수있도록다리근

력을보조하는입는로봇장치다제한적

인보행이가능하다

보병지원용다목적무인차량 위용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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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HRSherpa(보병지원용무인차량)

사람과소통하는 실벗에 日도감탄

로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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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로봇대체 주므르지오 화제

마젠타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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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케어인지훈련로봇 보미

마젠타로보틱스마사지테라피플랫폼 주므르지오(Jumurzio)

한컴로보틱스는2002년설립된지능

형로봇전문기업으로자율주행인공지

능 음성인식등최신ICT기술을적용한

로봇을개발해공급하고있다

한컴로보틱스는 가정이나 학원에서

아이들의놀이와학습을도와주는홈서

비스로봇 호텔박물관전시관등의시

설에서방문객을안내하는안내서비스

로봇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홈서비스

로봇 Toki는얼굴인식을통해가족구

성원과맞춤형대화를나누며먼저말을

걸기도한다 아이들과학습 놀이를 함

께하며일상을공유하는다정한로봇친

구다

AI 대화 영어교육홈서비스기능을

제공한다얼굴및음성인식을통한사

용자맞춤대화가가능하고위키피디아

기반의 정보 검색을 통한 질의응답 기

능을제공한다

또 미국 출판사 연계 초등 리더스를

탑재했고도서내용에대한질의응답을

통해 스피킹 연습 녹음 기능을 이용한

영어 읽기 연습이 가능하다 카메라(사

진/동영상 촬영) 날씨(현재 날씨/일기

예보)시계(시간/알람/타이머) 로봇코

딩놀이 화상통화 로봇원격조종기능

을제공한다

큐아이 는 호텔 박물관 전시관 쇼

핑몰등의공공시설에서고객에게정보

를제공하는안내서비스로봇이다박물

관이나 전시관에서는 자율주행과 위치

인식기술을기반으로한전시물해설서

비스와음성인식을통해서사용자의질

문에대응해주는대화서비스를제공한

다 음성인식얼굴인식 터치스크린 자

율주행라이더(LiDAR) 센서 장애물감

지센서기능을제공한다

놀이학습안내로봇대명사

한컴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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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로보틱스안내서비스로봇 큐아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엔젤로보틱스는국내웨어러블로봇시

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다 2017년 2

월 공경철대표(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가설립한국내대표웨어러블로

봇기업이다 주로근력약화로걷는것

이 불편한 노인이나 하반신 마비 장애

인을 위한 재활훈련 로봇과 로봇 보행

보조기를제작해공급하고있다

엔젤로보틱스가 개발한로봇은 부분

마비환자혹은노인의보행을도와주는

로봇보행보조기엔젤슈트병원에서보

행재활훈련 목적으로 사용되는엔젤렉

스하반신완전마비장애인을위한워크

온슈트가있다

엔젤슈트는 보행장애로 일상생활

이 힘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맞

춤형 로봇 보행 보조기로 사용자 각각

에 맞춘 알고리즘과 착용부로 편안한

착용감과동시에정밀한보조력을제공

한다 엔젤렉스는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로 의사

및치료사가사용할수있는훈련모니

터링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제공된다

워크온슈트는걷지못하는완전마비

장애인을 위한 로봇으로 동급 최대 크

기의구동력과관절속도를구현해평지

걷기는 물론이고 계단 오르기 경사로

걷기등이가능하다

2016년 10월 전세계 장애인들이 보

조로봇을장착하고겨루는 제1회사이

배슬론대회에서 하지마비 장애인 김

병욱씨가당시 워크온슈트를입고출

전해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

다 또한 2018년 3월평창동계패럴림

픽에서 워크온슈트를 착용한 하지마

비장애인이용로박사가첫번째성화

봉송주자로무대에오르기도했다

보행보조기분야 수호천사

엔젤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워크온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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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설립된 물류 운반기계 및 공장자동화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한성웰텍은 생산 기술설

계분야에서다년간축적한생산기술로국내동종

업계에서 품질 및 기술력 선두업체로 자리잡았

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 삼성중공

업 삼성전자 엘지전자를비롯한 국내대기업들

과거래하고있다

운반기계및자동화설비전문메이커로한성물

류운반기계(주)에서 한성웰텍㈜로 사명을 변경

했고현재는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하고스마

트공장구축에필요한물류공정자동화설비인지

능형 로봇무인운반차(AGVLGV등) 제작공급업

체로자리잡았다 앞선기술로국내는물론 중국

을비롯한동남아미주유럽등지역에수출을확

대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동금형교환용 LGV 스팟

(SPOT) 겸용가이드AGV MCT소재교환LGV

저상 견인형 AGV 등을 선보인다 자동금형교환

용 LGV는금형을사출기혹은프레스에자동도

킹하여무인교환할수있다 레이저가이드기술

을 이용한 정밀한 도킹으로 대형 가공물의 핸들

링이가능하다스팟겸용가이드AGV는라인테

이프 스팟 가이드를 겸용 사용하여 이동 레이아

웃 변경이 용이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MCT 소재교환 LGV는금형가공소재를M

CT에 자동 도킹하여 무인교환하며 레이저 가이

드기술을이용한정밀한도킹으로대형가공물의

핸들링이 가능하다 저상 견인형 AGV는 저상형

으로대차하부에서견인하여회전공간절약정밀

한주행성능을갖추고있다

큐리보는 2016년 설립한 서비스 로봇 및 물류

로봇전문기업이다로봇분야의업력은짧지만다

양한분야특히인공지능(AI)과 통신분야기술력

과자율주행기술이융합된로봇솔루션업체이다

주요사업분야는물류 제조공정에서필요로하

는운반용 AMR 스태커등무인지게차솔루션이

다또한사람의얼굴을검출하고인식하는인공지

능솔루션을바탕으로매장등실내공간에서물건

을배송하는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큐리보로봇

솔루션의특징은자체로봇관제시스템(Robot M

anagement System:RMS)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는점이다 RMS는웹기반솔루션으로스크

래치프로그램기반의미션을수행할수있다

초보자라도 쉽게 로봇을 운행할 수 있다는 장

점을가지고있다RMS에서맵을제작편집할수

있는기능을갖추고있으며실시간으로약100대

이상의로봇을관제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또

한다중맵(MAP) 관리를바탕으로맵과맵간의

자동전환기능과로봇관제를통한트래픽컨트롤

기능등을갖추고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큐리보는 기존 AGV 한계를

극복해자율주행뿐만아니라로봇인간간협동

을지원하는자율이동로봇(AMR)인QUBO를선

보인다자율주행기능을탑재해정확한공간분석

을하고관제에서지정한목적지까지자율적으로

물건을배송하는두종류의카트형태와상단을커

스터마이즈형태로제작해공급한다 QUBO는물

류창고 공장 호텔 병원과같은공간에서물류를

배송지원하며 3D심도카메라 초음파센서 2개

의라이더센서를활용해사람이나장애물을스스

로 인식하여 충돌 회피 및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최대200kg까지적재할수있다

유진로봇은 1988년 3월 설립 후 지

난 32년동안로봇분야에서우수한기

술력을 확보하며 서비스 로봇 제품 개

발의노하우를쌓아온로봇전문기업으

로 지속적인기술개발을기반으로다

양한서비스로봇을개발함으로써글로

벌로봇융합기술을선도하고있다

이번로보월드에는자율주행물류로

봇 고카트 가정용 청소로봇인 아이클

레보등을선보인다 고카트시연이진

행되며 3D 라이더(LiDAR)를 직접 체

험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고카트(GoCart)는 유진로봇의 독자

적인기술력이담긴자율주행솔루션을

탑재해 정확하게 공간을 분석하고 목

적지로스스로물건을배송하는자율주

행물류로봇이다 스테레오카메라 3D

센서 초음파센서등을활용해공간을

정확하게분석하고사람이나장애물을

인식해 충돌을 피하고 우회하는 등 자

율주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체 개발

한 로봇관제시스템(FMS Fleet Mana

gement System)을 통해 스마트 빌딩

의내부시스템과도연동이가능하다

3D라이더는물체를 3차원으로인식

할수있는기술로로봇주행에있어장

애물을더정확하고정밀하게파악하는

핵심기술이다 200m이상의거리를이

동할수있고오차가 5cm미만이며0L

x의어두운환경에서도활용가능하다

3D LiDAR는서비스로봇자율주행물

류로봇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보안

및 경비까지 공간 스캐닝이 필요한 다

양한 접점에 활용되며 2019 로보월드

유진로봇 부스에서 언전 라이더와 3D

라이더를직접체험해볼수있다

ANS(Autonomous Navigation Sol

ution) 솔루션은자율주행을위한유진

로봇만의전문화된자율내비게이션솔

루션이다

물건알아서이송장애물도회피

유진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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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물류로봇 고카트

로봇무인운반차해외수출신바람

한성웰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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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도다루기쉬운자율이동 QUBO

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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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로보틱스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용 진공로봇을 넘어 인간과 사회

의자유로운모빌리티를꿈꾸는글로벌

로봇기업이다

2004년 창립된 티로보틱스는 2008

년 국내 최초로 8세대 2009년 10세대

진공로봇을성공적으로개발해삼성디

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일본 샤프

중국 BOE 및 CSOT 등 글로벌 디스플

레이 제조업체 등에 공급해 2018년

665억원의매출을달성했다작년코스

닥에상장했다

티로보틱스는이번로보월드에자율

주행 물류지원 로봇인 캐리로(CarriR

o)를 집중 홍보

한다 물류 및 제

조현장에서의 작

업인력의부족은

심각하다 특히

현장의힘든노동

강도로신규인력

의 채용 및 기존

인력의이탈등이

상습화되고 있으

며 대체 인력의

원활한공급도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캐리로는작업자의노동력을절감하

고 무인화된 반복이송 작업이 가능해

전체적인 작업 효율을 높인다 2015년

최초 출시 이후 130여개 고객사가 사

용중이다 자율주행및사용자추종모

드의 손쉬운 전환이 가능하며 최대 시

속 6km로 150Kg까지 직접 운반 가능

하다 대차를견인할경우 300Kg을 한

번에이송할수있다 한번충전으로최

대 8시간까지연속작업이가능하며별

도의 티칭 준비 없이 독자적인 자율주

행알고리즘으로자율주행경로를설정

할수있다 3PL물류센터자동차부품

제조사 식품 제조및유통사에서물류

이송 보조용도 외에 실시간 재고확인

디지털 피킹 보조 등으로 활용 사례를

늘려가고있다

캐리로 인력대체효과톡톡

티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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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로보틱스물류지원로봇 캐리로(CarriRo)

수성은 창업 이래 물류 장비 제조분

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개

선전국40개소의AS센터를앞세운신

속한서비스로국내시장에서선두자리

를유지해오고있다

이번에 전시될 자율 이동 로봇은 수

성의전통적인물류기기개발노하우와

첨단로봇기술이융합한제품이다 이

제품을 앞세워 무인 물류 장비 생산에

서부터스마트공장시스템공급으로까

지사업영역을확장할계획이다 출품

제품인 나르마(NARMA) CLU(CLA

UD:Container Loading And Unloadi

ng Demonstrate Machine)는컨테이

너 내부 적재물을 자동으로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으며 항구 및 공

항 등의 다양한 물류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한무인물류장비다

나르마 FAT(FAUST:Favor Auto

nomous driving Unloading System

Tow Truck)는 실내 물류 이송을 목

적으로 개발했으며 정확한 정밀도로

경로를 인식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

고장애물을회피하는등안전하고고

효율의 성능을 발휘하는 무인물류장

비다

물류기기제조정통의강자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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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나르마FAUST

한성웰텍 무인운반차 (AGV)

큐리보자율이동로봇(AMR) Q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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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아텍은자율주행로봇 협동로봇등을이번

로보월드에서선보인다인아텍은지난해부터스

마트팩토리사업에주력하며자율주행로봇 협

동로봇 팔렛트운송로봇등로봇솔루션공급을

통한내수시장활성화에집중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는모바일자율주행로봇인MiR

을중심으로협동로봇및팔렛트운송로봇으로

공장자동화시스템에맞는콘셉트로부스를마련

했다 MiR은컨베이어모듈 로봇 ARM 모듈 대

차및견인모델등을제시한다 다양한업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로봇을 구성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인 MiR

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

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실제로이로

봇은 물류이송라인을

비롯해반도체라인 자

동차부품 라인 세탁공

장 전자부품라인등에

국내 공급 실적을 갖고

있다

자율주행로봇 MiR은 기존 AGV와 달리 마그

네틱같은유도장치없이도주행이가능하며 레

이저스캐너및3D카메라를통해주변경로와상

황을파악해주행이가능하다 사람 장애물등을

감지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안전

하고편리하게작업할수있으며최대1000kg중

량물까지이송할수있다

이번에선보인TM로봇은비전시스템을내장

했다 일반적인협동로봇과달리통합비전시스

템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내부에 기본 장착

됐다 비전시스템에는 손으로 로봇의 동작을 직

접학습시킬수있는기능이결합돼로봇프로그

래밍경험이없어도쉽게배치작업을설정할수

있다

휴머놀러지는 영상 비교분석을 이용한 유해

영상 차단솔루션 서비스를 운영 중인 소프트웨

어개발전문업체다

현재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자율 감시

솔루션(HEYE)을 개발하고 있다 HEYE는 특정

영상을수백만개의영상중에서 3초이내에 99

8%의정확도로찾아낼수있다HEYE는로봇드

론이 지정된 구간을 반복 이동하며 촬영하고 있

는 영상과 이전에 저장된 영

상들을실시간으로비교해사

용자가 설정한 기준보다 큰

차이가발생하게되면관리자

에게 즉시 알려준다 해당 영

상이관리자가조치한영상일

경우 시스템이 화재 진화 경

고방송 등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한다 HEYE는 이러한

상황을 학습하여 감시 횟수

증가에 따라 대응 능력이 향

상되는 특징도 갖고 있다 단

순히 특정 객체의 패턴을 검

색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상

황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이다

HEYE는또한자율주행로봇의대규모산업시

설 감시 드론의 웨이포인트(Waypoint) 주행을

이용한산불감시등에활용할수있다 휴머놀러

지는관련특허등록을마쳤으며산불재난방재

분야에우선적용을위한드론스테이션 소화탄

투척기를 개발 완료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HEYE는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전문

인력의 부재로 방치되어 있는 드론의 즉시 활용

이가능하며국내드론시장활성화에기여할것

으로기대된다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한컴M

DS는 1994년설립된인텔리전트융합

솔루션전문기업으로이번전시회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모형차(AI

AutoCAR)를선보인다

자율주행모형차는10분의 1크기의

RC모형자동차차체를기반으로제작

된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

교육과연구개발을위한자율주행플랫

폼이다

한컴MDS가 공개한 자율주행 모형

차는 한컴MDS의 협력사인 자이트론

에서개발한센싱및인지판단을위한

SW가 탑재돼 있다 또한 고성능 GPU

기반의인공지능컴퓨터프로세서인엔

비디아 젯슨(NVIDIA Jetson) TX2를

탑재했으며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

인 ROS(Robot Operating System)가

적용된플랫폼이다

한컴MDS는 자동차 SW 전문 교육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제공

해오고 있으며 자동차 SW전문교육센

터인 한컴MDS아카데미를통해최신

자동차산업동향을반영해자율주행을

위한 딥러닝 컴퓨터비전 커넥티비티

V2X AUTOSAR 등에 대한 교육 서비

스를제공하며자동차 SW전문인력을

꾸준히배출하고있다

자율주행모형차로 GO GO

한컴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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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MDS 자율주행 모형차(AI AutoCAR)

1000 중량까지이송 MiR 눈길

인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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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석으로도난화재족집게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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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에서자율주행을연구했던

연구자들이주축이되어설립된트위니

는자율주행이동로봇개발전문기업이

다독자적인자율주행기술로안전하고

개선된자율주행소프트웨어를개발해

자기위치추정의어려움센서로인식하

기힘든장애물처리벡터지도의실시

간성문제 이동장애물회피어려움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설명

이다

트위니는물류운송로봇인 나

르고등을이번에선보인다물류

창고 제조 공간 등 레일이 없는

환경에서차량간물리적연결없

이도여러대의물류운반카트가

유기적으로동작해한줄로이동

하는 자율주행 물류운송기차 나

르고(NarGo)는 관람객들의 주

목을받을것으로보인다나르고

는 비효율적인 물류센터의 오더

피킹업무의효율성을높여줄수

있다 트위니는국내외시장에자

율주행물류기차 나르고판매에

주력한다는계획이다

트위니는 2015년설립된이후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올해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내

물류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인

건비가비싼해외시장도동시에진출하

여시장을빠르게넓혀갈계획이다

트위니는특히자율주행로봇의기술

력과가격이문제라고보고낮은가격으

로높은성능을보일수있는로봇을개

발해 물류시장뿐만 아니라 호텔 마트

등다양한곳에자율주행로봇을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자율주행로봇기업으로성장하

겠다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레일없이물건나르는 나르고

트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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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니 물류운송 로봇 나르고

에스오에스랩은 4차 산업혁명의 중

심이되는자율주행차량산업현장로

봇 자동화기기 보안 및 드론 등 첨단

기기들의눈(Eye)역할을담당하는라

이다(LiDAR)센서를개발판매하는스

타트업이다 라이다 센서를 통해 취득

한데이터를통해물체인식감지측정

등다양한솔루션도제공한다

OHT 대차/장애물 센서인 GL3은

biaxial 스캐닝 구조

로 레이저 송신부가 미

러의 중앙에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미러가 회

전할 경우 미러의 다양

한 부분들에 빔이 분산

조사돼 내구성이 강하

다독자적인광학계구

조를 통해 기존 제품들

이가지고있던광량손

실(탐지거리 저하) 및

내구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경쟁력을 확보

했다중거리탐지제품

으로 고속이동하는 O

HT/AGV실외작업차

량이나 감시 장치 등에

활용할수있다

레이저기반의안전센서인TL3는광

삼각측량법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고속 신호처리 회로 없이 저비용 개발

이가능하다라인레이저(line laser)와

2D이미지센서를이용한고체형(solid

state) 방식이기 때문에 빔 스캐닝을

위한 구조물이 없어 내구성이 우수하

다 이미지 센서를 적용한 특수성으로

추가 IR광원을사용해인텐시티(inten

sity) 정보획득및사물인지가가능하

다 5m급시장에서가장보편적으로사

용되고있는기존제품을대체할수있

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라이다센서장애물회피 척척

에스오에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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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에스랩 대차/장애물 센서 GL3

인아텍 모바일 자율주행 로봇 MiR

휴머놀러지 지능형 자율 감시 솔루션 HEYE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교육용주요출품업체

라이프앤사이언스는 2008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150가지 이

상의 교육용 로봇 키트 부품과 교육콘텐츠 VR

(증강현실)게임형학습프로그램등을자체기술

력으로 개발하고 대구공장에서 자체 생산해 국

내외 사업파트너 및 관련업체에 제품을 공급하

고있다

올해에는미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중국등

해외수출증가로 매출상승을기대하며 2020년

에도중국지역확장과유럽 러시아 중남미코스

타리카 등지의 추가 진출이 예상돼 올해 대비

150%성장을기대하고있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NIPA)이추진하는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교육센터 강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교육용로봇코딩교육을진행중이다 초

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을위한 놀면서배우는

로보씽크코딩교실 교육용로봇코딩제품과유

치부 대상의 코딩스쿨 딩동! 제품을 출시하며

10월 15일 대구에서로보씽크교육센터 토리뽀

로(TORIFORO) 수성점을오픈한다

로보토리는 로봇+스토리 로봇돌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놀이

를통해로봇공학과블록형코딩교육을재미있게

학습하면서 내 맘대로 만드는 로봇과 함께 무궁

무진한이야기를만들자는의미를담고있다 현

재까지 해외에서 유명해진 로보씽크 브랜드는

상상하고(Imagine) 만들고(Make) 코딩하고

(Coding) 재미있게 놀자(Play)는 의미가 담겨

져있어더욱친근함이느껴진다

로보토리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8각(45도 조

립식)의 프리셀(Free Cell) 구조에서찾아볼수

있다 프리셀은 22가지 기본셀과 23가지 동작지

원셀로구성돼있으며 각각의프리셀마다 13가

지컬러선택이가능하다 프리셀부품공급에관

심 있는 교육관련 업체들이 지정하는 컬러 대응

도가능하다

이스트진인터내셔널(EJI)은 미국 유럽 등 창

의융복합(STEAM) 교육용 교보재 수입 유통업

체다이번전시에서는벡스로보틱스(VEXRobo

tics)의 IQ(초등/중등대상)와 EDR의신제품V5

(중등/고등 대상)를 선보인다 벡스 로보틱스는

미국에본사를두고있으며전세계 50개국이상

2만2000여개학교의교육교재로활용되고있는

STEAM 교육회사다 EJI는 벡스 로보틱스의국

내공식디스트리뷰터이며관련대회및캠프주최

사다

EJI는미국비영리재단 RECF(Robotics Educ

ation & Competition foundation)와 협약을 맺

고국내소재학교를대상으로 STEAM교보재무

상지원사업을펼치고있으며 현재국내소재많

은학교및학원그리고기타교육관련기관에서

코딩및로봇학습에벡스를도입해긍정적인반응

을얻고있다

올해초국내에정식출시된 V5는완벽에가까

운제어시스템과알루미늄구조물 고강도부품으

로구성되어있어기존 EDR 시리즈보다크고 강

력하고빠른로봇제작이가능하다 V5 로봇브레

인은코텍스(Cortex) A9프로세서를 FPGA와함

께 사용해 이전 제품보다 15배 빠른 로봇을 만들

수있다

메모리확장이가능하며사용자프로그램을위

한추가저장공간을제공한다리튬철인인산염(L

iFePO4) 배터리는높은 전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인기능을가능하게하는회로및제어장치를갖추

고있다

또한 수명주기가 더 길며 리튬 이온 배터리보

다안전해보다안정적으로경기를치를수있다

V5는 구성품의종류와수량에따라클래스룸스

타터키트 클래스룸수퍼키트컴피티션스타터

키트 컴피티션 수퍼 키트 등 4가지 키트가 국내

출시됐다

로보티즈는로봇전용액추에이터다

이나믹셀과이를활용할수있는지능형

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의료교육소셜

등 다양한 로봇 연구개발 분야에서 두

각을나타내고있다분리형감속기를개

발해산업용로봇시장으로도판로확장

을추진하고있다

로보티즈의 사업은 솔루션 및 응용

사업과로봇플랫폼사업으로구분할수

있다솔루션및응용사업은서비스로

봇의구축솔루션및응용제품으로로

봇액추에이터모듈인다이나믹셀시리

즈와지능형소프트웨어가주요제품이

다올해는다이나믹셀프로라는제품을

통해싸이클로이드감속기를개발해제

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사용이가능한분리형싸이클로이

드 감속기의 개발을 본격화해 서

비스로봇시장에서산업용로봇시

장까지시장확대를꾀하고있다

로봇 플랫폼 사업은 로봇 완제

품(또는반제품) 중심의연구용플

랫폼이주력이었으나 2020년부터

는 서비스 로봇 분야의 플랫폼 판

매로확장을추진중이다 이사업

분야는 솔루션 기술의 개발 단계

시장의성장및변화단계에따라그수

요가발생하여사업적측면에서분류가

되었으나 각사업에서요구되는핵심적

인 기술은 서비스 로봇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을공통으로활용하고있다

올해는전자제어AI 3D프린팅코딩

카메라비전처리와매니퓰레이션등 4

차산업혁명시대의미래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기술융합학습에적합한 로보

티즈엔지니어키트를 선보였다 이 제

품은지금까지다관절로봇키트에서는

볼 수 없던 하나의 모듈로 2자유도(XY

축)를구현할수있는세계최초의로봇

전용소형액추에이터를포함하고있다

또한 블루투스 자이로가속도센서 전

압센서마이크센서등이포함되어센서

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

다 또한 스마트기기와연동할수도있

어스마트기기의다양한기능을연계해

운영할수있다

다관절엔지니어키트 첨단무장

로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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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엔지니어키트

블록형로봇코딩교구집대성

라이프앤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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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보재로최적 V5 공급

이스트진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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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AI(인공지능) 교구 전문기업 로

보링크는 올해 로보월드에서 CES2019

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AI 로보카 주

미 신제품으로안전성과고성능을겸비

한 초등교육용 미니드론 코드론 미니

자율비행과군집비행이가능한코딩교

육용드론 코드론 등을선보인다

AI 로보카 주미는 인공지능학습이

가능한자율주행자동차키트로서카메

라센서를통해사용자의얼굴이나사물

을인식해스스로학습하여목표물을찾

아가 인공지능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 제로와 Pi카메라 OLED

화면을탑재하여프로그래밍이가능하

고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이썬 아두이노와웹기반코딩

프로그램을지원한다

초등교육용 미니드론 코드론

미니는드론을처음접하는사용

자를위해제작된제품으로대중

화된드론보다크기가작으며드

론조종법숙달과학습을위한교

육용도구이다오토호버링플립

기능 코딩기능외 7가지색상으

로변환이가능한 LED변경기능

이나모터속도를조절하는기능

등여러기능을갖추고있다

특히 2019 베를린 IFA 전시회에서

큰호응을얻은코드론미니는 6세이상

의어린아이들도프로펠러에손을넣어

도 괜찮을 정도의 안전성과 높은 비행

성능을 통해 스마트 토이(Smart Toy)

로자리매김할예정이다

코드론는교육용코딩드론으로P

C와조종기를통해코딩이나간단한군

집비행을할수있으며 스크래치타입

아두이노 파이썬 등 널리 쓰이는 코딩

방식을지원하고시뮬레이터로다양한

학습경험을제공하여누구나쉽고빠르

게드론을조종및코딩할수있다실내

위치시스템으로 GPS나외부장치없이

위치 이동이 가능하며 1:N 통신을 통

해평창올림픽에서의인텔군집비행과

같은군집비행도가능한드론자율미

션교육을진행할수있다

깜찍한인공지능로보카 주미

로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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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링크인공지능로보카 주미

2007년 설립된 가을디에스는 교육

용 로봇 SI 오디오/비디오 회의 시스

템사업을주로하고있다 현재코딩교

육용로봇어빌릭스(Abilix) 기업시장

용 HP 및 델의 l PC와 서버 IBM 서버

설치및시스템통합 통합커뮤니케이

션용화상/음성회의솔루션제공웹프

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솔루션

구축사업을하고있다

Abilix는 1998년 출시된 코딩 교육

용로봇브랜드로전세계 50여개국4만

개이상의학교및 1천개이상의랩(La

b)에서 사용되고있으며 4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에서가장규모있는로봇대회의하나인

WER(World Educational Robot Cont

est)의독점공식플랫폼으로채택돼사

용되고있는브랜드이다

Abilix크립톤을통한로봇의설계에

서조립 프로그래밍 디버깅완성에이

르기까지Abilix의교육플랫폼을통한

학습과정은코딩교육뿐아니라STEA

M및메이커커리큘럼에최적화됐다

Abilix크립톤의고성능브레인컨트

롤러 다양한액추에이터와센서및브

릭을이용해로봇을조립하고스크래치

기반코딩으로제어하는교육용로봇이

다 크립톤만의 고유한 6면 체결 방식

큐브브릭과폴/래치브릭시스템은무

한확장이가능하며모델별로기본제

공되는다양한액추에이터와외부센서

모듈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수행하는로봇이나구조물의창

작이가능한것이특징이다저학년초

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코딩교육용

으로활용된다

올해 출시된 크립톤 0(Zero) 패키

지는초등실과교과서 5종의로봇만들

기 예제를 모두 조립 실행할 수 있다

현재 스크래치 및 차트 기반의 블록코

딩을지원하며 올해안에앤트리도지

원할예정이다

크립톤으로로봇설계배워요

가을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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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디에스코딩교육용로봇 Abilix

라이프앤사이언스블록형로봇 로코미

이스트진인터내셔널 VEX V5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로봇 부품 주요 출품업체

브이에이엠(VAM)은 2019년 한국전기연구

원연구원창업기업이다 초고출력/고효율전동

기 및 비접촉 전력 공급선형 전동기 결합 장치

를이번에선보인다

초고출력/고효율전동기는반도체이송장비에

파티클(particle)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비접촉

전력을공급하고선형이송동력을제공한다

향후4차산업혁명을위한 로봇의료기및이

송용 장치(공장자동화 휠체어 전기이륜차 전

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추진 요트/선

박전기추진항공기/드론등)는전기에서발생하

는동력원(전동기) 자체의이동을전제로하기때

문에소형화고효

율화 전기추진 장

치에적합하다 기

존 영구자석 전동

기에비해동일체

적대비 출력을 3

5배 증가시키고

4% 이상(감속기

제거시 15% 효율

향상)의 효율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

비접촉 전력

공급선형전동

기 결합 장치는 로봇 스테이지(Stage)에 비접촉

전력 공급과 선형 이송을 동시에 제동하므로 반

도체 이송 로봇에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

력과선형이송동력을제공한다

에스비비테크는 이번 로보월드에 정밀 감속

기 액추에이터 협동로봇 등을 선보인다 1993

년 설립된 에스비비테크는 정밀측정기술을 활

용한 고정밀 베어링 엑추에이터 제조를 바탕으

로 글로벌초우량구동장치제조전문회사라는

비전을현실화하고있다

에스비비테크는 로봇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

기의 국내 최초 양산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로봇부품은정밀감속기등핵심부품의대

일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가 절실했는데 정밀 감

속기등의제품국산화를통해로봇기술의자립

을선도하고있다

이번에 선보인 초정밀 감속기인 로보 드라이

브(ROBO Drive)는 소형 및 경량화 논백래시

(NonBacklash) 설계 및 조립이 쉬우며 타 감

속기에 비해 반복 위치결정 정도와 회전 정도가

높다또협동로봇은이더캣(ETHER CAT)방식

을 사용해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며 스카라 델

타 다기능로봇에적용이가능하다 공장자동화

를통한운영비절감이장점이며 작업자가꺼려

하는3D작업인간과의협업이필요한현장에사

용가능하다 모듈방식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새롭게 구성해 공급

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다

한편 에스비비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

자 중소기업중앙회가함께추진하는 소재부품

장비 상생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제1호 기업으

로선정됐으며지난6월항천과공지능기기인유한

공사(중국국유방산기업 중국항천과공집단(CAS

IC)의로봇관련자회사)와사업협력을위한업무

협약(MOU)을체결중국시장공략에나섰다

에스비비테크 측은 에스비비테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향후세계감속기시장의40%이상을차

지할것으로예상되는중국정밀감속기시장진입

기회를확보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적인 사

업협력관계구축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초정밀감속기로보드라이브 주목

에스비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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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걱정없는고효율전동기 각광

브이에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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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비테크 정밀감속기로보드라이브

두산모트롤은유압기기를기반으로한펌프모

터 생산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유압을 사용한

부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모트롤

은모터(moter)와컨트롤(control)의합성어다

1974년창립후국내기업최초로유압산업에

진출했으며 45년간 축적된 설계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로봇용 정밀 감속기개발

을시작해올해자체기술로개발을완료했다

지난해6월유압기전문제조기업인동명모트

롤을 인수했다 유압기기산업은 다양한건설 중

장비일반산업기계및농기계에적용되는핵심

부품이며우수한품질탁월한성능을갖춘세계

일류상품으로인정받고있다

두산모트롤은 올해 로봇용 사이클로이드(Cy

cloid) 정밀감속기(RV) GXHA 시리즈양산 체

제를갖추고 내년 1분기 중실

형RV감속기 GXSA 시리즈

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1분기까지 작은 크기

의 중공형 RV감속기 GXH

B 시리즈도선보일계획이다

B2B 부품 전문기업으로서

고객의 제품개발부터 설계변

경 품질 향상 사후서비스에

이르기까지적극적인기술교류와사업협력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동반성

장을지향하고있다

로봇 자동화 스마트팩토리등미래 제조 산

업에서도 종합정밀부품 전문기업로 역할을 다

한다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올해 로보월드에 처음 선보이는 사이클로이

드(Cycloid) 정밀감속기 GX시리즈는 컴팩트

중실형 모델 GXSA 모델 9종과 일반 중공형 모

델 GXHA 8종그리고컴팩트 중공형 모델 GX

HB 2종으로구성되어있다

GX시리즈는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치형을 적

용해1아크민(arcmin)이하의백래시와로스트모

션을구현했으며특수사용목적에따라05arcmi

n의 고정밀급 제품도 공급이 가능하다 2단감속

구조와강건설계로 200:1까지 다양한 감속비와

함께우수한내충격성과비틀림강성안정적인동

력전달을보증하며사이클로이드치형최적화설

계로저소음 고효율의정밀감속기를구현했다

정밀감속기 GX-시리즈무대위에

두산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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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텍은 로봇자동화 및 기계 자동화 시스템관

련제품을국내에공급하고있다

그리퍼관련제품산업용안전펜스서포트암

유니버설 로봇 전용 수동툴체인지 등을취급하

고있다

이번에 출품한 다관절 링크 제품은 스위블링

크(Swivellink)의액세스세이프티펜스(Access

safety fence)다

스위블링크 제품은 용도에 따라 그리퍼로 제

작할수있으며비전카메라센서브라켓등다용

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든제품은 링크타입으

로 이루어져 있

다 무게에 따라

소/중/대 타입이

있다 편리한 조

립성레이아웃의

구성 및 변경 용

이 스마트 디자

인 3D데이터 공

급 다양한 색상

공급등을특징으

로한다

한편 스위블링

크는작업자의안

전 개선을 위해 2007년 설립됐으며 연간 2만

5000개의패널과 지원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

전품목을이탈리아본사에서생산한다 모든제

품은UNI및 ISO표준에따라설계했다

안전최우선다관절링크제품공급

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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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BLDC 모터 및 모터 제어기 전문 기업

인 엠디는 자체 기술력으로 BLDC 모터 제어기

와BLDC모터를제작판매하고있다

최근에는이동로봇플랫폼을고객이손쉽게구

축하기위한플랫폼구동모듈및통합제어기를개

발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필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바탕으로검증된기술력과품질을기반으

로첨단보행재활 로봇 산업용 자동화장비 영상

자동화장비등의고객맞춤형제어시스템까지개

발및고객주문생산(ODM)도병행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는BLDC모터 BLDC모터제어

기 재활용 보행로봇 이동 로봇플랫폼 정밀위

치제어시스템을 선보인다 BLDC 모터제어기는

속도나위치토크를 정교하게 제어해 BLDC 모

터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BLDC

모터는 다양한 용량 및 사이즈를 구비하고 있으

며높은가성비로고객만족을추구한다

BLDC 모터제어기개발대표주자

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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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사이클로이드정밀감속기GX시리즈

한텍세이프티오토메이션

엠디BLDC모터제어기

브이에이엠비접촉전력공급-선형전동기결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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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은 이번 로보월드에

양팔로봇 아미로(AMIRO) 의복형 로

봇 머슬 점퍼(Muscle Jumper) 안전

매니퓰레이터 인간형 로봇핸드 등을

선보인다

아미로는 사람작업자와유사한크

기의형태를갖고있는양팔로봇으로

중공형 구동 모듈을 적용해 구조의 간

결성을확보했으며기존수작업공정과

유사한 수준의 생산성을 제공한다 양

팔로봇하드웨어플랫폼및제어기 로

봇 요소 기술 구동 부품 실용화 개발

인간로봇협동생산공정기반기술등

을확보했다

머슬점퍼는 경량 유연 무소음 고

수축율 고파워밀도를 특징으로 하는

옷감형인공근육의소프트웨어러블로

봇으로 작업자가편하게입고벗을수

있다

안전매니퓰레이터인eZRO는새로

운다자유도자중보상메커니즘을이용

해 작업자 충돌 시 원천적으로 안전을

보장한다 구동기 용량 최소화와 로봇

안전성극대화로인간로봇공존및협

업에너지절감을실현했다

인간형 로봇핸드인 AlliDex Hand

는촉각센서결합이가능하며 높은자

유도와 파지력을 갖고 있어 인간 수준

의손가락자유도를제공한다

고기반하중 양팔로봇 HERO는 좁

은공간및야외에서위험물제거및물

류이송등을수행하기위한로봇으로

고중량물의 이송 및 핸들링이 필요한

물류센터토목공사등옥외험지작업

등에적용가능하다

기계연구원은 매직 그리퍼와 범용

안전그리퍼인 유니 소프트그리퍼도

선보인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은 이번

로보월드에 핵심연구 분야별로 다양한

로봇을선보인다

수중/해양 부문에서는 선박 파공 봉

쇄로봇을전시한다파공이발생한사고

선박에헬기로이송되어신속하게파공

봉쇄작업을수행하는로봇으로해상재

난상황에서오염물질유출로 인한해양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수중청소

로봇은산업용수조슬러지청소뿐만아

니라화학약품폐수유독가스등인체에

유해한작업환경에투입돼사람을대신

해유해물질을제거청소할수있다

배관/건설로봇부문에서는MFL기법

을이용한용수관로검사로봇을선보인

다 대규모용수공급관로내부를이동하

면서 관내부의부식 결함 등을 탐상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로봇으로 1990년

물부족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 국민

물복지를실현시킬미래핵심기술이다

재난/안전로봇부문은화재 폭발위

험추가붕괴등이예상되는재난현장에

서원격조정을통해재난현장의정보를

빠르고안전하게확보할수있는실내정

찰용 지상이동체와 드론을선보인다

이두기술모두향후재난상황파악및

요구조자 탐색작업을 수행하고 산업국

방등다양한분야에서감시정찰용으로

활용이가능하다

이밖에생활및재활분야에활용할수

있는지능정보및메타소재구조물기술기

반의낙상예측방지노약자용소프트웨어

러블슈트 재난대응용특수목적기계보

급확산을위한시뮬레이션기반기초조작

및작업훈련을지원할수있는 성능검증

시뮬레이션용모션플랫폼노지환경주행

및로터리작업 휴립피복작업이가능한

밭농업용지능형로봇을전시한다

수조슬러지청소수중로봇이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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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융합연구원수중청소로봇

전자부품연구원은이번전시회에△

인공지능기반로봇물체피킹 (BinPic

king) 협동작업용안전경량머니퓰레

이터△영상가시화관련부품세트△

KOSMOS(Korea Open Source MOtio

n System)플랫폼△360°올어라운드

뷰 카메라 기술(WAVM) △고령사회

대응 실환경 휴먼케어 로봇기술 등을

소개한다

인공지능기반물체피킹(BinPicki

ng)로봇은스마트공장및제조현장에

적용할수있도록시뮬레이터와실작업

데이터를 혼합해 빅데이터를 구성하

고 기계학습/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학습기술을 개발해 다수/다종의 비정

형작업대상물을인식할수있다 다종

물체가 혼재된 상태의 물체를 정확히

선별하여 수집 가능하다 기존 진공흡

착방식보다 잡기 어려운 물체를 집을

수있으며진공흡착방식툴장착도가

능하다

선별적으로 집은 물체를 단순 낙하

방식이아닌2mm공차이내의정위치

에놓을수있다

영상가시화관련부품세트는영상기

반의정밀한깊이정보와높은해상도를

갖는 ToF 센서와RGB 카메라의이종센

서융합및재난재해환경에서로봇을원

격조작하기위한재난현장환경인지시스

템기술이다

360° 올 어라운드 뷰 카메라 기술은

센서의범위를벗어나3D정보가부족한

개활지등에서카메라 4대의 2D영상만

을가지고임의의영상시점생성을통해

전후좌우를한번에내려다볼수있도록

주행환경또는상황에따른조작시점제

공을통한주행환경의직관적영상을제

공한다

물체피킹인공지능기술큰걸음

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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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센서융합기술

생산성도우미양팔로봇 아미로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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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양팔로봇 아미로

고려대학교기계공학부의지능로봇연

구실은 1993년송재복교수가부임하면

서설립된이후 지능로봇분야의다양한

연구및개발을수행하고있다주로산업

용및서비스용로봇매니퓰레이터의설

계및 제어 협동 로봇과 중력보상로봇

개발 로봇기반의정밀조립 공장및병

원물류로봇용주행소프트웨어등을개

발했다현재25명이상의대학원생이소

속되어 있으며 200편의 국내외 저널을

포함한 690편의논문을발표하였고 60

여건의국내외특허 그리고 25건의기

술이전및산업자문실적을보유하고있

다

이번로보월드전시회에는 7자유도협

동로봇인KCR7(Korea UnivCollabor

ative Robot;가반하중 7kg)과 6자유도

협동로봇인KCR3(가반하중 3kg)을이

용한 인공지능기반의로봇매니퓰레이

션 가반하중25kg급의중력보상기반협

동로봇인KCR25C 그리고다자유도기

계식중력보상장치인KUWAD(KUW

eight Assist Device) 등을전시한다

지능로봇연구실은 2000년도 중반부

터연구를시작한로봇인간충돌안전성

연구를바탕으로 협동로봇이란용어를

사용하기도전인 2007년에한국최초의

협동로봇을개발했으며현재국내의많

은협동로봇이고려대의기술을기반으

로개발됐다현재수동식충돌안전기술

및토크센서기반의능동식충돌감지기

술에있어서는세계최고수준을자랑하

고있다

고려대의협동로봇은자체개발한관

절토크센서 내구성이우수한저가형브

레이크절대엔코더등을내장한관절모

듈및 etherCAT 기반의모터드라이버

를기반으로하고있다

7자유도협동로봇 KCR7 개발 결실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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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7자유도협동로봇 KCR7

광운대학교는2010년에국내최초로

로봇학부를개설해학부생때부터체계

적으로로봇학(學)을배울수있다

광운대학교로봇학부는로봇학의이

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로봇과 인간을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는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데기여하고있다

광운대학교로봇학부에진학하게되

면 1학년 교육과정에는 로봇학입문

강의를 통하여 기본적인 로봇에 대한

지식을쌓고 2학년부터는 정보제어전

공과 지능시스템전공중에자신에게

적합한전공을선택할수있다

전공선택후에는직접적인실험과목

들을수강해졸업할때까지매학기자신

의로봇을설계하고제작해볼수있다 4

학년 과정에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하

여이전까지배워왔던모든지식과기술

들을바탕으로로봇과인간의조화에대

한고찰및로봇제작을경험함으로써로

봇엔지니어로거듭날수있다

현재광운대학교내에는로빛(RO:BI

T) 바람(BARAM) 로랩(ROLAB) 등

다양한로봇관련동아리와협동로봇전

문가양성교육과정이운영되고있다

광운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

고있다올해11월1기교육생이첫배출

된다 협동로봇은 중소기업체의 스마트

공장을구현할수있는가장경제적인수

단중에 하나임에도불구하고활성화되

지못하고있다협동로봇을현장에적용

하기위해선협동로봇작업디자인측면

의교육과전문가가필요하다 협동로봇

작업디자인은 인간과의협동이란측면

에서기존산업용로봇중심의작업구현

과는다른접근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인간과조화중시 로봇학 정통교육

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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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로봇게임단로빛

우리나라 유일의 로봇분야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인서울로봇고등학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로봇산업에 부

응하기위해로봇분야에소질과적성이

있는학생을선발해로봇영마이스터를

양성하고있다 3년연속서울지역특성

화고/마이스터고중3년연속취업률1위

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국제로봇올

림피아드세계대회에서 은상을수상했

다올해러시아카잔에서열린45회국제

기능올림픽모바일로봇분야에서 졸업

생이은메달을수상하는쾌거를거뒀다

이번 전시회에는 볼밸런싱 로봇 2축

자기중심 로봇 스마트빌딩 에어런 등

을선보인다볼밸런싱로봇은지면과접

촉하는면을구체로설계해구체위에서

넘어지지않고중심을잡으며이동하는

로봇이다 2축 자기중심 로봇은 아두이

노를활용해제작한작품으로다양한센

서나부품의연결이가능하고중앙처리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아두이노기판과

양쪽바퀴를연결해로봇이중심을잡을

수있도록모터를제어한다

스마트빌딩은지멘스 PLC를사용해 3

층엘리베이터를작동시키는작품으로도

트매트릭스패널을사용해엘리베이터동

작을실시간으로볼수있으며 스위치를

통해상황에따라적절한제어가가능하다

투명아크릴을사용해엘리베이터를구현

했기때문에엘리베이터내부가보인다

에어런(Airrun)은 기존의드론시

뮬레이터 Realflight8에 비행기 조종

스틱을연동한후가상조종시발생하는

가변저항값을아두이노보드에입력하

고 변화량에 따라 모터를 제어하고 모

터에체험의자모형혹은전투기모형을

붙여실제의자를이용한대형 4D 시뮬

레이션을가능하도록했다

산업맞춤형영마이스터양성 산실

서울로봇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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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봇고등학교학생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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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피아 로봇키즈 미니로봇 로봇바리스터 시스콘엔지니어링 스콜피온300D 파블로항공 다중드론제어플랫폼

당찬 야심 불사르는 스타트업 기업 무럭무럭

쓰리디클라우드는Markforged사한국공식대

리점으로 탄소섬유 Kevlar 등을 사용하는 고강

도플라스틱 3D 프린터와완전새로운방식의메

탈3D프린팅솔루션보급에앞장서고있다

Mark Two는산업용시리즈로FFF일반플라

스틱전용헤드와탄소섬유용특수커터를장착한

헤드의듀얼헤드로 산업용 6061 T6 알루미늄보

다강도가강해견고한부품제작이가능하다Ma

rk X7는ABS보다23배이상강하고10배더견고

한파트를만들수있다타협하지않는강도정밀

도및마감으로시장에서가장강력한 3D 프린터

를제공한다 4세대복합3D프린팅기반으로완전

하게새로운기술을사용한메탈X는금속부품을

하룻밤만에제공함으로써혁신을가속화한다

미니로봇은 2000년 3월설립이후로봇소프트

웨어및하드웨어개발 생산 판매사업을진행하

고있다사업분야는교육용(블록조립형로봇휴

머노이드) 대회참가용(인공지능형휴머노이드)

전시체험용(로봇 물고기 얼굴 로봇 댄스 로봇

복싱로봇 축구로봇 뮤지컬로봇등)이다 얼굴

그리는로봇바리스터는로봇의양팔을이용하여

방문객에게커피를제공함과동시에커피홀더에

방문객의얼굴을그려준다

파블로항공은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

는무인항공기 HW 및 SW 개발 회사다 2019년

인천 항공 유망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술개

발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으로 사업

영역을넓혀가고있다해외드론아트쇼기업들

과견줄수있는역량을보유하고있으며자체군

집비행 기술을 통해 올해 3월 국내 기업 최초로

드론 100대 아트쇼에 성공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군집비행 시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

한분야에활용할수있는무인항공솔루션개발

을 통해 세계적인 무인항공 기업으로 성장하겠

다는계획이다

드론아트쇼용다중드론제어소프트웨어플

랫폼은 다수의 드론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다양

한퍼포먼스를할수있으며비행데이터를한눈

에확인하고쉽게제어할수있도록설계했다경

로 설정 가상 울타리 설정 이착륙 LED 컨트롤

등다양한기능을지원한다 제트엔진고정익무

인기는T50BMephisto항공기의 5분의1크기

공연용기체로 다수항공기편대비행기술이필

요한군항공작전임무다수항공기편대비행기

술을 통한 장거리 운송 비행 엔터테인먼트(공

연행사등)등다양한분야에활용가능하다

로보웍스는 2011년 4월에설립하였으며 다양

한로봇콘텐츠를SW HW로구현하는로봇솔루

션기업이다

차별화된로봇콘텐츠기술을문화예술 교육

서비스 게임 전시등의다양한영역과효과적으

로 접목하여 누구나 손쉽게 로봇 콘텐츠 솔루션

을공유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번에코딩로

봇과코딩드론을선보인다모든연령대가사용

할수있는코딩로봇은간단한코딩부터고급프

로그래밍까지활용할수있는제품이다 PC가없

어도 언플러그드 코딩이 가능하다 코딩 드론은

AR연동콘텐츠와군집비행이가능하다 LED센

서 등 각종 모듈을 확장할수 있으며 라즈베리파

이와오렌지보드등도활용할수있다

더케이볼트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미래

기술(로봇 드론 코딩 인공지능 VR/AR 등) 교

육과제품을생산하는교육플랫폼회사다 미래

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래기술교육 프로그램

(유치원과정부터대학성인)을국내방과후교육

및직업체험교육은물론해외로수출하고있다 

아임브릭은 누리과정(3년)과 관련된 여러 주

제들을 국내 순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친환

경무독성소재로개발한 고급블록이다 재미있

게공부하며의사소통 사회관계예술경험 자연

탐구 신체운동등다양한영역의지능계발프로

그램이다

아임로봇은 조립이 쉬운 구조로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결과물로 휴머노이드가

완성되는제품이다 아임드론은아두이노(Ardui

no)를 활용하며입력한프로그램을사용해단독

제어 가능하며 드론 모듈을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있다

로보트론은교육용로봇키트생산및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 2001년 창립이후 자체 교육용

로봇 브랜드인 로보타미 시리즈를 런칭하였으

며총 12가지이상의교육로봇제품군을국내에

서자체생산하고있다 2008년벤처기업선정대

한민국경영/기술혁신대상유망중소기업으로선

정되었으며 2009년부터지식경제부교육용로봇

방과후시범사업자로선정되어국내방과후학교

로봇교육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선정된이후해외

20여 개국에교육용로봇을수출하고있으며 한

국산교육용로봇의우수성을인정받고있다

로보타미메카닉(로봇의기계적구조에대해

배움) 로보타미 스마트(로봇의 동작을 다양한

센서와 컨트롤러를 통해 배움) 로보타미 크리

에이티브(컴퓨터를사용해로봇프로그램을배

움) 로보타미 코딩(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교육 세션의 집중) 로보타미 키즈(스토리텔링

을 기반으로 로봇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 등 제

품을선보인다

카이티스로보틱스는인공지능로봇산업용협

동로봇 자동화부품의연구및개발을진행하고

있다 GENEI는모든게스트또는고객에게친절

하고효과적인고객서비스를제공하도록설계된

서비스 로봇이다 얼굴을 인식하고 목소리를듣

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자동으로피

할수있다

또 다른 서비스 로봇은 의사전달 자율주행 게

임의료헬스케어기능을갖춘소프트웨어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어린이병원 노약자 동반안전지

킴이 등에 활용할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자의

마음에드는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을다운로

드함으로써로봇을개인화할수있다

위즈윙은지난 2017년설립됐으며무인항공기

설계및3D프린터부품제작무인항공기비행제

어등솔루션을공급하고있다 이번에다양한드

론을 선보인다 큐브70 드론은 교육용으로 조립

식 접이식 자력상승형 덕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동 및 자동모드(자동이착륙 및 자동호

버링기능)를 지원하고드론에서 RC자동차 RC

비행기로변신할수있다 바퀴달린미니레이싱

드론은4단속도조절이가능하며바퀴프레임장

착으로 재미있고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 드론

에서 RC자동차 RC비행기로변신할수있다교

육용축구공드론은 드론축구드론농구등다양

한드론스포츠기능을갖추고있다횡류형확장

식드론산업용큐브드론도개발했다

로보피아는 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어갈청

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교육용 로봇을

개발해보급하고있다 다양한부가콘텐츠(로봇

대회해외기술교류캠프등)로청소년들의사회

성과인성발달에도움을주는교육사업을진행하

고 있다 또한 4차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영상인

식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개발하여 다양한 곳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유치원 교육용

로봇 더와이즈로봇키즈 영상인식인공지능프

로세서를선보인다

시스콘엔지니어링의 스콜피온 시리즈 AMR

은스스로주변을살피고장애물을감지하여목

적지까지최적경로를찾아가는로봇이다 기존

AGV(Automated Guided Vehicle)에서 제한적

일수밖에없었던경로나환경을극복할수있는

최적의 로봇이다 360도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주변 감지 장애물 감지를 통해 안전한 자율 주

행이가능하여지정된경로또는최적의경로를

운영자가선택할수있어작업의유연성과효율

성의 극대화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가

능하다

또한 ROS와 SLAM 기술이적용되어 로봇컨

트롤을위한오픈소스와실시간자기위치인식

지형지물매핑과라이다+카메라+초음파를이용

한 3중장애물회피구현(고정장애물 이동장애

물작업자판단)이가능하며제공되는서비스로

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 기능과 휴대용

기기에의한작업지시 시뮬레이터에의한구현

작업자에 대한 Follow me 기능 작업자 요청에

의한배송기능다중로봇간작업분할기능자동

충전기능등이있다

스콜피온P는팔레트타입의중량물운송 AM

R로봇으로적재물을최대1500kg까지운반상

부리프트(Lift)이용을통한자체상하적 Follow

Me기능탑재 상부개폐식도어를통한유지보수

가 가능한 팔레트 이송용 로봇이다 스콜피온A

는 UR(유니버설 로봇)과 협업이 가능한 이송용

로봇이다

UR 협동 로봇을 탑재하여 협동 로봇과 연계한

픽킹(Picking)작업을하며앞뒤슬라이딩도어를

통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스콜피온C와 스콜피

온D등로봇도선보인다

◇쓰리디클라우드

◇파블로항공

인천테크노파크

◇미니로봇

◇로보웍스

◇더케이볼트

◇로보트론

◇카이티스로보틱스

◇위즈윙

◇로보피아

◇시스콘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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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프티 공교육 지원 콘텐츠 IKIT 새온 지능형 로봇 알티노엠에스엘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 룩하트(Look Heart)엔큐브 4D 모션 시뮬레이터 큐벡스 모션시트

새온은주력상품인지능형로봇알티노를이번

로보월드에 선보인다 알티노는 교육연구를 목

적으로개발했다알티노기본형 아두이노형 라

즈베리파이형세가지로구분되며기본형에아두

이노보드와라즈베리파이보드를결합시키면한

대의 제품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

는장점을가지고있다

최근각광받고있는SW코딩교육(스크래치 C

언어안드로이드)이 가능하며블루투스를이용

한무선통신으로13m까지제어가능하다

7가지의 센서(자이로 나침판 3축 가속도

장애물센서온도조도리모컨센서)와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탑재 유연한 코딩 학습을

통해 창의적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별도 분해

조립모델을이용한로봇메커니즘학습이가능

하다

알티노는각각 16주차시교육과정의교재(스

크래치 C언어 안드로이드)를함께제공하여다

양한프로그래밍자료를이용할수있다

아이에프티(IFT)는 초중 고등학교를대상으

로기관에서4차산업과관련된신기술및진로에

대해경험할수있도록진로체험교육사업을실

시하고있다학교 교육청등과함께 4차산업신

기술분야에대한체험부스운영시스템으로총

25가지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초 중 고 일반인

이 손쉽게 체험해보고 미래에 직업과 진로에 대

해연계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휴머노이드

공연 서비스안내로봇등의부대행사까지구성

이되어있는 꿈을잇다컨텐츠를운영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아이에프티(IFT)는 공교육

지원 콘텐츠 아이키트(IKIT)를 소개한다 로봇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학

생들이직접체험해보고경험하며진로를설정하

는것이중요하다 하지만공교육에서는로봇관

련된지식 장비등의부재로어려움이많기때문

에IFT는이와같은교육콘텐츠를제작해지원하

고있다 교육기관에서직업진로에대해서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고 학교 내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지식 장비등에대한준비가어렵기때문에

전문기관에요청하는수요가증대되고있다

아이키트는로봇기술기반의4차산업혁명관

련 신기술 교육용 자재로 방과후 학교(로봇 AI

코딩 메이커 발명창작)를대상으로로봇및코

딩대회확산을위한도구(국내및국제대회)이고

자체콘텐츠개발로 7존으로구성된교육콘텐츠

(교재)제공과학습자의레벨에맞춘다양한종목

과의연계성있는콘텐츠 로봇컨트롤러와서보

모터의정밀한제어 신기술및메이커교육까지

가능하다

아이티즈는이번로보월드에PCB프린터V원

(one)을선보인다 전도성잉크를이용해전자회

로기판(PCB)을직접제작할수있는장치다

압출기를이용해전도성잉크(Conductive In

k)와솔더페이스트(Solder Paste)를분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몇시간 안

에 PCB를제작할수있다땜납용잉크로부품까

지장착할수있다 3D프린터처럼전자시제품을

제작하는데적합하다

기존 PCB 가공기대비가격 공정시간안전성

(유해물질) 등모든부분에서월등하다는평가를

받고있다 PCB 제작의여러단계공정을거치지

않고한번에인쇄제작이가능하고 소프트웨어

에포함된가이드동영상을통해누구나쉽게제

작할수있다 PCB파일과거버파일만으로패턴

수정및부품실장등여러확장성을가지고있고

PCB가공기 SMT등유해물질제거를위한추가

설비가필요없다

엔큐브는4D모션시뮬레이터(Motion Simula

tor)를큐벡스모션시트를선보인다

세계 최초의와이어리스(Wireless) 모션 시뮬

레이터로 크고비싸며 무겁고복잡한기존의시

뮬레이터는가정에서사용하기매우어렵다

기존의모션시뮬레이터보다시장친화적인제

품으로 세계 최소/최경량 합리적 가격 모듈화

다용도화된사용이편리한시뮬레이터이다

온 가족이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다목

적으로활용하는모션플랫폼으로유아에겐전동

요람 아동에겐 VR어트랙션 성인에겐 4D/라이

드필름/게임등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전용프로그램을통해모든영상의 4D데이터

제작이가능하며게임 영상 VR 등 다양한미디

어콘텐츠를연동할수있다

엠에스엘은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 룩하트(Lo

ok Heart)를선보인다

캐패시티브 전극을 이용하여 별도의 신호처

리없이높은신뢰성의심전도신호를얻을수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심박(맥박)을 표시

하는장치이다 심장의전기적신호를피부에부

착된전극을통해기록할수있다

동잡음에강한 초박막전극및캐패시티브센

서기술을적용한웨어러블타입제품이다 실시

간 심전도 파형이 가능한 심전도(ECG) 측정이

가능하다 상시 몸에 착용되어도 피부발진의 소

지가없으며 사용자의활동반경에제한을받지

않은상태에서심전도기반의맥박 체온활동량

등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기록하며

기존 시스템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의 생

활및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다

데이터 통신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상태를 온

라인 혹은 앱을 통해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을 실

시함으로써 이상신호 혹은 위급상황 검출 시 즉

각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다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서 ECG 측정 및 맥

박온도칼로리소모량걸음수거리등을한눈

에 볼 수 있게 디자인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용자의몸상태를정확히확인할수있다

백그라운드에서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측정

하여어떤상황에서도실시간으로저장하여빅데

이터구축이매우용이하고 관리자용 PC모니터

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의 파형

을확인할수있다

빅데이터기반의개인맞춤형생체신호측정을

통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응급서비

스관련의료서비스를실시할수있도록제품의

판로를개척할예정이다

엠텍은IT및RT를기반으로2000년설립된기

업으로혁신적인기술로미래를지향하는기술과

제품을사용자에게제공하고있다

연구개발서비스사업을중심으로유무선광통

신부품인반도체레이저드라이버및광송수신

기를제작하며유아완구교육안내/홍보서비스

를 비롯하여 실버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듈로 시

리즈의로봇제품을개발공급하고있다

이번 로보월드에서는 교육용 로봇 솔루션인

모듈로7을선보인다모듈로7의크기는사무실

가정등인간의생활공간에서자유롭게작동하도

록설계되었으며 실용화접근이가능한로봇양

팔 메인컨트롤및디스플레이부분 모바일부분

의 모듈화로 구성되어 있다 탑재되는 콘텐츠에

따라교육용안내로봇생활보조등다양하게응

용이가능하다

머리팔허리등 8개의모듈을이용해60종이

상의 하드웨어 응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는가격 사용환경 서비스를만족시킬수있

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로봇 교육 및 공연 홍보

이벤트에서기술교육까지다양한분야에서맞춤

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젠아트는 2010년 설립된 산업용 로봇 제조업

사업을하는중소기업이다 AI기반의가속성운

동이가능한근력강화훈련로봇시스템EMTRA

1을선보인다이제품은광대역가속영역을통한

고출력 빠른 방향전환 고효율 하이브리드로봇

액추에이터의혁신적기술과독창적인가속도훈

련 및 초정밀 진단 인터페이스를 융합해 스트레

칭(수동운동) 등속성운동(질량운동) 가속성운

동의기능을구현했다

기존에구현하지못했던탄력적근력강화훈

련 및 AI 기반의 과학적 체계적 훈련이 가능한

신개념의근력 강화훈련시스템이다 10~10G

이상의 광대역 가속 범위의 로봇 액추에이터를

채택했다훈련결과초정밀측정및분석 32768

도각도분해능을통한각가속도각속도근력측

정이가능하다킥을한후킥모션분석및볼모션

을실시간으로 3D영상처리할수있다 기능복

합의탄력적근력강화시스템으로스트레칭 등

속운동 가속성 운동이 가능하고 EMG센서 고

성능엔코더 토크센서통합의초정밀진단인터

페이스를구축했다

대전테크노파크

��������
��	

◇새온

◇엠에스엘

◇엠텍

◇젠아트

◇아이티즈

◇아이에프티

◇엔큐브

4차 산업혁명지역경제 떠받치는 새내기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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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큐브는로봇제어기전문업체다이번전시

회에DTP10coreCon등제품을선보인다

DTP10coreCon은 티치 펜던트(Teach Pen

dant)와 로봇 제어기를 통합한 제품으로 고성

능ARM CortexA9프로세서에실시간운영체

제 및 로봇 통합 SW인 coreCon을 탑재하였으

며이더캣(EtherCAT)마스터플랫폼을내장하

여다양한이더캣서보모터드라이버및 I/O등

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 로봇 모션 제어

SW인 coreCon은 다양한 로봇(다축 델타스카

라 직교좌표코봇 등) 선택과 이더캣 슬레이브

(Slave)의간단한설정과조작만으로손쉽게사

용할수있으며 ABB화낙 야스카와등에서지

원하는 유사한 로봇 언어를 사용 전문 프로그

램개발자가아니라도간단한교육만으로쉽게

사용할수있다

티엠테크아이는산업용대용량 BLDC모터 BL

DC드라이브 전자 브레이크 및 특주형 AC 인덕

션모터등을생산하는모터전문업체다짧은연

혁이지만 자체개발 및 양산기술로 국내 최초로

대용량 BLDC모터인 파워 TM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파워 TM BLDC모터는강력한네오디움자

석을적용한고효율 고토크모터로정속및부하

대응특성이매우우수하다

또한 소형 컴팩트한 구조와 정역변환 속도제

어등의제어기능은관련적용제품의품질향상에

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BLDC모터는전기

차용모터 고토크 고효율 BLDCL모터라는특징

을갖고있으며산업용FA의료장비산업용펌프

등에적용가능하다로봇관절용BLDC모터는고

성능 3상(Phase) 24슬롯20극등을지원한다

마로로봇테크는로봇의위치인식핵심역량기

술인 카메라 비전 기술과 모션제어 기술을 이용

한 무인이동체 전문기업으로 물류 로봇과 주차

로봇을 개발 상용화한 기술개발 전문 기업이다

차별화된 무인 이송 로봇의 위치인식 핵심 기술

을 보유하였으며 물류 이송 로봇의 토탈 솔루션

을제공하여세계최고의물류로봇전문기업으

로성장하겠다는목표를갖고있다

이번에출품한스마트물류로봇M3는 good

s toman방식의물류로봇시스템으로QR코드

인식형 위치 인식 시스템을 이용했다 쉽고 빠

르게필요한물건을소비자에게배송하게도와

주는신개념물류이송로봇시스템이다보조바

퀴와 Odometry를이용한자세보정기능 자동

충전 도크 방식을 지원하며 로봇 운영 장소의

크기및 내부장비배치상태와상관없이초기

운영하는장소의내부상태를매핑할수있는편

집 기능을 갖추고 있다매핑후 로봇의 진행 경

로에물체가나타날경우물체를검출하고새로

운경로를탐색하고정해진위치로이동이가능

한자동경로탐색기능을갖추고있다 로봇단

독 임무 수행 및 서버에 의한 제어기능 로봇의

위치별각도제어기능 IP별 로봇관리및실시

간로봇상태확인MES(상위서버)연동프로토

콜을제공한다

서큘러스는가정용반려로봇을만드는스타트

업이다서큘러스(Circulus)는원(Circle)의라틴

어로 혼자가아닌함께만들어간다는의미를담

고있다

서큘러스의첫번째로봇파이보(piboperson

al interconnect robot)는 1인 가구를위한반려

로봇으로 사용자의 얼굴과 사물을 인식하고 대

화를주고받을수있다날씨와뉴스같은인터넷

상의정보를전달하는것뿐아니라파이보가해

야할일을지정해시간마다특정기능을하도록

설정할수있다

파이보의 장점은 로봇용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배포할수있는플랫폼이있다는것누구나로

봇용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고봇스토어(파이보

용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업로드할수있고파

이보 사용자는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로봇

에적용할수있다

9월부터 정식판매가 진행되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구매할수있으며 압구정강남을비

롯한 백화점에 10월부터 입점할 예정이다 그동

안MWC CES IFA 등 해외전시참가와해외언

론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쌓았으며 내년부터

는정식으로해외에진출예정이다

소이넷은인공지능가속기전문업체다데이터

와도메인지식을보유하고있으며 인공지능학

습과서비스를통해로봇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시티 드론등다양한영역에인공지능관련솔루

션을공급한다

지난 2016년 소이넷(SoyNet)을 개발해 2018

년 창업이후 현재까지 인공지능 실행 가속기 플

랫폼을공급하고 있다 대표고객은 뉴로메카다

뉴로메카는협동로봇전문회사로인공지능을활

용해지능형로봇을개발공급하고있다 소이넷

은뉴로메카지능형로봇에임베디드되어인공지

능의속도와메모리를최적화한다

소이넷은기존의학습과실행의통합된구조의

환경에서인공지능서비스시에나타나는성능이

슈를 해결해준다 인터넷 단절시에도 무중단 인

공지능서비스를로봇에구현할수있으며일반적

인 인공지능 플랫폼 대비 낮은 지연시간(latenc

y) 적은 메모리사용을지원하여고성능서버에

서실행되던인공지능서비스를로봇에서실행할

수있으며일반적인텐서플로우대비속도는3배

향상되며메모리는1/9로경량화처리한다복잡

한인공지능API를모르는일반개발자도로봇에

쉽게적용할수있는게특징이다

아이알로봇은 2003년창립이후로봇설계및

제어기술을 축적해왔고 2016년부터는 소형 리

니어서보모터전문제조기업으로변신했다 부

설연구소를통해회로및소프트웨어 기구설계

등의 제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자체 생산

시설및품질검증설비운용을통해품질기준을

충족하는제품을양산하고있다

미니리니어서보모터 mightyZAP은협소한

공간에서 정밀 위치 제어가 가능한 선형 운동을

위해개발되었다 모터/기어부/제어부를집약시

켜 최소의 크기로 최대의 성능을 내는 소형화에

주력하고있다 내구성에대한손실없이소형화

를구현하면서도체적대비최고 100N(약 10kg)

의힘을낼수있고 50μm의반복정밀도를구현했

다 모델별로힘과속도의배합은기어비에의해

달라지며힘이강해질수록속도는느려진다

프리미엄라인업제품은산업용어플리케이션

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고성능 Coreless 계열모

터를사용해보급형대비보다긴수명과더높은

출력을구현했다 보급형라인업은교육/취미시

장을위해개발되었다

루벤은로봇자동화솔루션전문기업으로즉

석 성형이 가능한 디스펜싱 시스템을 세계 최초

로상용화한독일선더호프(Sonderhoff)의국내

에이전트다 지난 10여년간 실링 공정을 필요로

하는국내외기업들에기계장비설비및전용소

재를 공급해왔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실링 로

봇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자동차부품조명부품인클로저필터등다양한

산업군의 제품들에 대해 양산 이전의 샘플 테스

트부터외주가공및생산을추진한다

이외에제품선별및정렬포장컨베이어핸들

링 디팔레타이징 머신텐딩 등픽앤플레이스를

기반으로하는공정에유연하고스마트하게적용

할수있는규격화된셀형식의빈피킹솔루션과

국제표준지침규격법규에의거한머신가드세

이프티 솔루션까지 다양한 자동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루벤에서제공하는머신가드세이프티솔루션

의안전펜스는풍부한선택옵션을바탕으로모든

로봇및자동화현장에적용가능한제품이다 기

존의직각형태뿐만아니라라운드타입의펜스까

지지원하고있는이제품은광범위한표준구성품

및액세서리를포함하며간단한조작만으로경첩

및잠금장치를해제할수있다

마로로봇테크 스마트물류로봇다인큐브DTP10coreCon 티치펜던트 아이알로봇 리니어서보액추에이터티엠테크아이 BLDC모터

부천산업진흥원

다인큐브

티엠테크아이

마로로봇테크

서큘러스

소이넷

�������
����

아이알로봇

◇루벤

로보블럭시스템은교육용로봇안내용로봇등

을공급하고있다 이번에출품한로보블럭시리

즈는베이직레벨(단순한블록조립에의한블록

로봇제작) 인터미디에이트레벨(DC 모터모듈

로구성한기초과정블록로봇강아지봇개미봇

물개봇 코끼리봇 공룡봇카봇오리봇등) 프리

미엄 레벨(RFID GUI 베이직언어로 제어 가능

한 프로그램 로봇 키트 터치 센서 적외선 센서

초음파센서등)으로구성되어있다이족보행로

봇은 서보모터개발 및제어 지그비(Zigbee) 무

선 제어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잡음을 제거한 지그비

무선 전송 시스템으로 로봇의 제어가 쉽고 정확

해졌으며로봇제어티칭프로그램개발및제공

으로누구나쉽게로봇동작을만들수있다

고영로보틱스는 2009년에설립된로봇전문기

업으로 교육 및 경진대회용 휴머노이드와 다관

절로봇시스템 로봇전시관및과학관등의전시

공연용로봇들을개발및제작하고있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일반인을 위한 로

봇교육과각종로봇경진대회를진행하고있으며

다양한이벤트사업도펼치고있다

◇로보블럭시스템

◇고영로보틱스

거침 없는 질주로 세상 비추는 샛별로 떠올라라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지원사업 특집

�������	
���������

� ���� ������ ��� ��!�

"#$%&'�()�*+,-./0��1

23 ����456��7$89��!:

;<=>*9�?@7ABC�DE�F�

�GH�IJ�K*@JJLKM23N$<

J OPQRRSST0@UV�WH$ X�IY=

+����Z[��\]:^_ `S����

�a$`b�&'cd�����e<ff�@��

�	
g23/hiS`fjiS`PklkmiXRQ0

�WH$XS���<=lS`PQ0@n�d&�

fSPQ0opeq:�rst23

◇뉴로메카

뉴로메카는 2013년 설립됐으며 산업용 협동

로봇및델타로봇 로봇제어기사업을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협동로봇 인디(Indy) 시

리즈의Indy3 Indy5 Indy7 Indy10 Indy15 In

dyRP IndyRP2 모델과옵티(OPTi) 시리즈의

OPTi5 OPTi10모델이있다

뉴로메카의 대표모델 Indy(인디)는 뉴로메

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조한 협동로봇이다 혁

신적인충돌감지알고리즘을기반으로작업자의

안전을보장하는협동로봇인디는임피던스제어

를 통한 더 직관적인 직접 교시(Direct Teachin

g)를 지원하며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반의 티치

펜던트 앱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그래

밍이가능하다가반중량7kg급 Indy7(인디7)출

시에 이어 가반중량 12kg급 Indy12(인디12)도

출시했다

Indy는 손목에 부착된 확장포트를 통해 그리

퍼 비전센서등다양한표준도구들을확장할수

있다설치와사용이쉽고사람과함께작업할수

있도록안전하며 언제 어디서나연결가능한협

동로봇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옵티(OPTi) 시리즈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에대응하기위한저가형모델이다델타로

봇으로는레이저(LASER)시리즈로LASER400

LASER650 모델이있다 레이저는세계최고수

준의 고속 고정밀 델타로봇으로 소형 중형 대

형급의 4축 고속 델타로봇이다 로봇 제어기로

는STEP시리즈로STEP2와 STEP3가있다

◇두산모트롤

두산모트롤은 건설용 중장비의 주행 및 선회

디바이스 메인펌프 메인컨트롤밸브에 이르는

전유압기기와방위산업의각종무기체계에적용

되는 유압 전기 구동장치와 고정밀 제어장치를

생산하는회사이다

1974년 창립후국내기업최초로유압산업에

진출했으며 45년간 축적된 설계역량과 선진화

된제조시스템으로정밀기계부품을생산하고있

다 2006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며 제품기

술력의 우수성을 널리 입증하여 국내 선도기업

지위를확보했으며글로벌선도업체들과전세계

시장점유율1위경쟁을하고있다

창의적인기술개발과체계화된제조역량을기

반으로두산모트롤은2016년부터정밀감속기분

야를 연구하고 제품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019

년에로봇용사이크롤이드(Cycloid) 정밀감속기

GX시리즈를출시하고단계별라인업확대와양

산체계를구축하고있다

두산모트롤의 사이클로이드 정밀감속기 GX

시리즈는컴팩트중실형모델 GXSA 모델 9종

과일반중공형모델GXHA 8종 그리고컴팩트

중공형모델GXHB 2종으로구성돼있다 고정

밀사이크롤이드치형을적용해1arcmin 이하의

백래시와 로스트 모션을 구현했으며 특수 사용

목적에따라 05arcmin의 고정밀급제품도공급

가능하다 2단 감속구조와강건설계로 200대 1

까지의다양한감속비와함께우수한내충격성과

비틀림 강성 그리고 안정적인 동력 전달을 보증

하며 사이크롤이드 치형 최적화 설계로 저소음

고효율의정밀감속기를구현했다

◇하티오랩

2012년한국에설립된하티오랩은제조기업용

생산관리시스템(MES:Manufacturing Executi

on System) 물류기업용 모니터링 시스템 웹기

반애플리케이션 및 IoT 솔루션 협동로봇 등 사

업을전개하고있다

특히여러제조물류 IoT핵심프로젝트에참

여해고객들로부터우수한평가를받고있다 생

산현장이더안전하고더투명해질수록더좋은

제품이생산될수있다는믿음을갖고현재 4개의

대표적인제품을공급하고있다띵즈보드(Thin

gsBoard) 띵즈RTLS(ThingsRTLS) 띵즈팩

토리(ThingsFactory) 띵즈 라벨(ThingsLab

el) 등이다

MES 솔루션인 띵즈팩토리(Thingsfactor

y)는미래형스마트팩토리를위한IoT센서클

라우드빅데이터기반으로웹표준을지원하며

모바일 환경에 맞게 설계됐다 실시간 모니터

링솔루션인 띵즈보드는웹표준기반 2D그래

픽모델러로지도기반뷰어와대시보드뷰어를

제공한다센서데이터수집및모니터링이가능

하다

띵즈라벨(ThingsLabel)은 전사(全社) 라벨

링 솔루션으로 웹표준 기반 그래픽 라벨 모델러

이며라벨관리와프린팅을지원한다 띵즈RTL

S는실시간실내측위솔루션으로무선통신관성

센서(IMU) GPS 등 기술을활용해실내위치정

보를제공한다 실내자원활동상황을가시화하

고기업내정보시스템과연계가가능하다

◇이엘티

이엘티는한국의로봇기술을이끌어가는선두

주자 중 하나로 공장자동화 토털 솔루션을 제공

하고있다 직교좌표로봇스카라로봇수직다관

절로봇로봇컨트롤러 모션컨트롤러 서보드라

이버등을개발해국내유수기업에공급하고있

으며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여러국책과제를수행하고있다

현재 이엘티에서 개발한 산업용 로봇은 국내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유수기업에 판매돼 높은

성능과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로는 미

주중국동남아등에판매대리점을구축하는등

세계각지로판매를넓혀가고있다 로봇의기능

과성능신뢰도가격등을무기로세계유수로봇

업체와대등하게경쟁하고있다

유망기술사업화촉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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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뱅크

제타뱅크는 2018년 12월 말 자율주행 키오스

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용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

다지능형로봇과소프트웨어를제작한다

제타뱅크는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

및살균기능을가진로봇 접객서비스를위한안

내및홍보로봇 협동기능을통한제조시설에서

의 인간과의 협력기능을 가진 로봇 감염방지를

위한 공간 멸균기능을 가진 로봇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확대중이다

공간 공기청정용 분사 로봇은 공간 지능을 통

해 공간 영역별 시간별로 환경데이터를 제공하

며정해진규칙에따라자율주행으로공기청정을

하거나자외선바닥소독이가능하다자율주행중

장애물이나사람이있는경우멈추거나회피하여

이동한다

로봇하단부에 UV LED를통한자외선빛으로

건물 바닥에 있는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

구균등을살균한다공기청정필터는사용자가원

하는 필터로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로봇후면부의모듈화와안드로이드OS를기반으

로 수요처의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을 추가로 개

발이가능하다

로봇융합비즈니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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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네스테크놀로지

2004년 설립한 쎄네스테크놀로지는 RFID 태

크 생산뿐 아니라 아낌없는 투자와 연구를 진행

해왔다 이를통해생산기기와장비의자가개발

국산화에성공했다쎄네스테크놀로지는국내를

중심으로동남아지역까지장비를수출하고있으

며 축적된기술력과우수한품질을동시에인정

받고있다

또한우수한개발연구진과기술력을바탕으

로인간과기계의효율적인협조를간소화시킨

소형 6축 다관절 산업용 로봇시리즈 Robo003

005 010 015와우수한품질의 RV감속기인서

보 메이트 감속기 그리고 하모닉 드라이브인

제로백 드라이브(ZeroBack Drive)를 개발했

다

쎄네스테크놀로지의산업용로봇시리즈로보

003은 6축 다관절을 갖췄으며 가반하중은 5kg

이다빠른스피드와정확성을갖췄으며집약에

너지 공급시스템과 광범위한 설치 위치 저유지

보수성 안전구동 시스템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제로백드라이브는고성능과고속화그리고소

형화를 지향한 제품이다 심플한 디자인과 고토

크용량고강성우수한위치결정도와회전정도

폭넓은감속비가특징이다 기존하모닉드라이

브와 100% 호환 가능하며 빠른 납기 경쟁력 있

는가격 전담부서의빠른테크니컬서포트가가

장 큰 장점이며 고객이 필요한 특수사양

에대해서도검토후공급이가능하다

유망 기술中企 사업화 과정 위험부담을 낮춰라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

뉴로메카인디시리즈

세인플렉스자기식로터리엔코더이엘티직교좌표로봇 제타뱅크자율주행키오스형프로모션용로봇

하티오랩실시간모니터링솔루션 띵즈보드 쎄네스테크놀로지산업용로봇시리즈로보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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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는2011년설립됐으며한국

최초의사람크기인간형이족보행로봇인 HUB

O(휴보)를개발및제조하는기업이다 올해 7월

협동로봇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출시했다 다

수의제조사들이협동로봇을제조하기위해고가

의 핵심부품을 대부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

만 레인보우는 20년간이족보행로봇개발을통

해축적된기술력을활용해대부분의핵심부품을

자체개발하는데성공했다 이를통해다수의제

조사들보다저렴한가격에협동로봇을공급할수

있다는것이가장큰장점이다

현재는 가반하중 3kg 5kg 10kg의 협동로봇

과 RB5 모델에 공압라인이 내장되어 있는 모델

등4개모델을보유하고있다

다양한레시피를적용해협동로봇이직접제조

하는 로봇 바텐더 솔루션 Mixx도 개발을 완료

해 서비스 시장에 협동로봇이 활용되는 사례를

시연하고있다레인보우로보틱스가자체개발한

협동로봇 RB5를 활용하여 개발된 로봇 바텐더

Mixx는다양한음료를제작하여제공할수있는

음료제공서비스로봇플랫폼이다

로봇산업 글로벌화

◇민트로봇

민트로봇은 2016년 설립된 산업용 로봇 제조 스

타트업이다 이 회사는다른일반적인로봇제조

업체와는 달리 정밀 감속기 모션제어기와 같은

자체적핵심부품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독자

적인 자체 핵심 부품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산업

용로봇을제조하고있다 해외 기술의존없이

자생가능한국산제품을만들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로봇 제조명가로 성장하겠다는목표

다 2016년 법인 설립 후 로봇 개발에 주력해 온

민트로봇은올해본격적인판매가이루어지기시

작했고 현재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을공급하고있다

민트로봇은높은신뢰성을바탕으로크린룸등

의환경에서구동이가능한새로운Pal i시리즈이

다 Pal i400은 IP65수준의보호레벨및전외관

아노다이징 마감 노출부에 대한 스테인리스 재

질사용을통하여디스플레이 식품과같은크린

룸적합조건을요구하는곳에서동작할수있다

또한더욱성능이개선된독자적인정밀감속기E

lacloid Drive를바탕으로더욱빠르고신뢰성있

는움직임을보장할수있다

◇에스비비테크

에스비비테크는 1993년 설립됐으며하이브리

드세라믹베어링반도체설비제조구동장치동

력전달장치를공급하고있다

정밀가공기술 표면처리기술 특수윤활기술

특수재료기술정밀측정기술을활용한고정밀베

어링 액추에이터제조를바탕으로 글로벌 초우

량구동장치제조전문회사라는비전을현실화

하고있다 로봇핵심부품인정밀감속기를개발

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공장자동화용MR액추에이터협동로봇사업에

도진출했다

현재에스비비테크는정밀감속기와협동로봇

사업에주력하고있다 초정밀감속기인로보드

라이브(ROBO Drive)는 소형경량화 논 백래시

(NonBacklash) 설계및조립이쉬우며타감속

기에비해반복위치결정정도와회전정도가높

다강성이높으며큰효율이강점이다

협동로봇은이더캣(ETHER CAT)방식을사용

해쉽게컨트롤이가능하며 스카라 델타 다기능

로봇에적용이가능하다 공장자동화를통한운영

비 절감이 장점이며 작업자가 꺼려하는 3D작업

인간과의협업이필요한현장에사용가능하다

에스비비테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중국

항저우시 샤오샨(萧山) 로봇센터에 운영하고 있

는한국로봇센터(KRC)에 로봇부품과협동로봇

을전시하고중국등해외시장개척에대한강한

의지를보이고있다

제우스는 FPD 및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산업용

로봇을제공하고있다 반도체및 FPD용진공환

경웨이퍼핸들링로봇제품을판매하고있다

2019년제우스의첫 6축수직다관절로봇제로

(ZERO)를 출시했다 5kg의 가반하중을 통해 픽

앤플레이스 조립 비전검사등의다양한응용분

야를위해개발되었다 로봇팔길이는 660mm /

860mm이며반복정밀도는±002mm무게는동

급대비최경량인 17kg 소비 전력은 250W다 최

소공간에설치할수있는풋프린트(Φ149mm) P

C기반프로그래밍등의특장점을보유하고있다

올해초부터양산에들어어7월부터본격판매

에들어간다시스템통합(SI) 업체들과대리점에

공급하고있으며 해외업체에도초기샘플납품

후판매량을늘려나가면서국내외시장을공략할

예정이다 국내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신념 하에

올해는 국내 판매망 구축과 고객 확보에 집중하

여로봇생산기업으로서입지를다질계획이다

제로는회사40년업력의기술과25년로봇사

업노하우가집약된제품이라고할수있으며 경

력 10년이상숙련된전문서비스엔지니어를다

수보유하고있어문제발생시 전국네트워크를

통한신속한대응이가능하다지난 7월말포스코

ICT와산업용로봇사업다각화를위한업무협약

(MOU)을체결했다

이번협약으로제우스와포스코ICT가발굴ㆍ

개척한수요처에는향후포스코ICT의산업용로

봇통합운영 솔루션 아이라스(IRaaS)와 제우스

의산업용로봇 제로가상호연계된하나의상품

으로제공될예정이다

◇로보링크

로보링크는2006년설립된로봇드론에듀테인

먼트기업이다 실제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체인드론 자율주행자동차등핵심기술들을

익히고활용하는콘텐츠를개발함으로써세계최

초로 코딩 전용 자율드론 코드론(Codrone)을

출시하였고 이후저가의초등교육용 코드론미

니코딩미션수행능력이월등한코드론II로확

장해군집드론교육까지가능하게됐다

코드론 II는DIY조립식드론으로각부품을분

리할수있어센서추가또는부품교체및재조립

이용이하다또한AI(인공지능)자율자동차교육

교구인 주미(ZUMI)는 CES 2019에서 드론&로

봇분야최고혁신상을수상했고전세계로수출

및시장을넓혀가고있다 주미는센서와카메라

모듈등을활용코딩과인공지능(AI)의머신러닝

을배울수있도록설계돼있어로봇 드론 AI로

대표되는4차산업혁명의기본을배우는데큰도

움을줄수있다

◇코모텍

코모텍은 1997년 설립된 모터를 좋아하고 인

간의행복과안전에커다란관심을가진정밀모

터전문기업이다

Motorizing Happy Life의이념아래끊임없

는 열정과 창조적 가치혁신으로 인류에게 보다

행복한삶을추구할수있도록헌신하는세계최

고의모터전문기업이되겠다는 목표다 경제성

이가장높은모터환경친화적인모터차세대디

지털모터가코모텍이추구하는모터의품질기준

이다코모텍AC서보모터는축적된설계및제조

기술을바탕으로최적설계와철저한품질검증을

거친 고품질의 제품이다 높은 내구성으로 가혹

한 환경 조건에서도 뛰어난 신뢰성을 보장한다

다양한표준제품뿐만아니라원천모터설계및

제조기술을바탕으로고객의요구사양에최적인

맞춤모터를최단기간내에공급하고있다

AGV용저전압서보모터 협동 로봇용중공형

모터웨이퍼이송용로봇에적합한산업용서보

모터를포함해특수모터엘리베이터모터등다

양한모터를생산하고있다

◇세인플렉스

자석기반기술업체인세인플렉스는20여년간

축적한 자석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동안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인 고분해능 자기식 엔코더용 자석 착자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로

봇구동핵심부품인자기식로터리엔코더를개

발했다

엔코더는회전이나직선운동을하는물체의위

치와속도의정보를전기적인신호로출력하는센

서다모터의회전속도회전량등의제어를필요로

하는분야에쓰인다자기식회전엔코더는외부환

경에민감하지않으면서위치정확도가우수하다

자기식 로터리 엔코더는 협동 로봇용 구동 액

추에이터에 쓰인다 정교하고 정밀한 움직임을

취해야하는협동로봇의구동액추에이터는모터

엔코더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는데 종래에는

정밀도 문제 때문에 광학식 엔코더를 주로 사용

했지만광학식엔코더는고가이기때문에비용적

인측면과외부환경에취약하다는단점이있다

세인플렉스자기식엔코더는외산제품과견주어

성능에서뒤지지않으며가격경쟁력이있다

로봇 도입 촉진 전국투어수출역량 강화에도 온힘

로봇산업글로벌화

제조로봇전국투어설명회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바텐더 믹스(Mixx)

민트로봇Pal i시리즈 로보링크코드론II

에스비비테크모듈로봇및액추에이터

코모텍48V DC중공형모터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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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기조강연에 나서는 한화

정밀기계 라종성 로봇사업부장(상

무)는 협동로봇이왜로봇산업이슈

인가?를주제로발표한다

라 상무는 강연에서 협동로봇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분리되지 않

은 공간에서 작업자와 함께 일을 하

여 빠르고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축

할수있을뿐만아니라컴팩트한구

성으로 빠른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

고기존생산라인의큰변경없이바

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

다 협동로봇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쉬운 사용법

때문이며 복잡한연동작업없이주

변설비와사용할수있고 프로그래밍이손쉽기

때문에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 외부의 로봇 전문

가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고객

사에게가장큰매력포인트로작용하고있다고

이야기한다

라 상무는 현재 협동로봇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로봇 치킨 로봇 등 서비스 분

야로의진출이시도되고있다 향후협동로봇은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과의 융합

을통해타분야로의진출이가속화될것이고적

용분야는더욱확장될것이라는내용을강의한

다

두번째기조강연자인광운대김진오교수는

협동로봇과인간의공존을주제로발표한다 김

교수는현재협동로봇이로봇산업의빠른발전을

리드하며로봇활용의새로운시대를열고있는상

황을이야기하며협동로봇이인간과의공존방식

을완전히새롭게바꾸었다고이야기한다

인간 대신하는 기계 인식 바뀌어야

그는 이전에는로봇과인간이분리된공간에

서 존재했다면 현재의 협동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협동로봇을 통해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인간

과로봇의미래를예측하는데있어서도움이된

다고강조한다그리고로봇은인간을대신하는

기계로인식하는수준이과거부터우리사회를지

배해왔는데 협동로봇은이잘못된인식을더공

고하게하는방향으로끌어가고있을수도있다

고우려한다

김 교수는 협동로봇의 발전이 로봇과 인간의

올바른 공존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

고 로봇과 인간의 올바른 공존이라는 것이 도대

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성공

적인 협동로봇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기조강연후에는KAIST박현섭연구교수가좌장

을맡고 두산로보틱스장준현CTO 광운대김진

오교수 한국기계연구원경진호박사 경희대임

성수 교수 에스알에스시스템 이기주 대표가 참

석해 협동로봇활성화 무엇이문제인가를주제

로50분간열띤토론을펼친다

토론에서는협동로봇이부상하는이유는무엇

인지 협동로봇이과연산업용로봇시장을지배

할수있는지 협동로봇이극복해야할당면과제

가 무엇이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특히안전규제인증부품국산화 SI기업육성등

현재 협동로봇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

들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와 국제표준전문가 SI

전문가 등이 함께 실질적인 토의를 펼칠 것으로

보여주목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트랙을나누어협동로봇

적용사례발표가이어진다 206호에서는세션A

행사로전자 자동차부품에대한사례발표 207

호에서는 세션B 행사로 뿌리 섬유 식음료 사례

발표가진행된다

세션A사례발표에서는국내협동로봇제조기

업인 두산로보틱스 조정안 차장이 전자 산업 사

례에대해발표한다 조차장은두산로봇라인업

및시스템을소개하고 협동로봇적용가능공정

주요프로젝트사례소개 전자산업분야로딩/언

로딩볼트체결 조립작업이동형로봇솔루션

팔레타이징도입사례를소개한다 역시국내협

동로봇제조기업인뉴로메카안기탁부사장이자

동차부품사례를발표한다 안 부사장은인디를

중심으로한제품소개와프레스가공적용사례

델타로봇적용물류자동화데모영상을보여줄

예정이다

로봇회사인제우스김용기기술고문은자동차

부품사례에대해강연한다 제우스가개발한새

로운 6축다관절로봇제로에대한소개와제우스

로봇의 4가지장점뛰어난성능 도입비용및유

지비용절감에따른경제성접근이쉽고조작이

간편한편의성 가벼운무게를토대로다양한분

야에적용할수있는확장성을이야기한다 그리

고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분야

에 적용하면 픽앤플레이스(Pick & Place) 포장

적재등에사용가능하며로봇이가볍고전기사

용량이적어타사대비활용성이높다는점을강

조한다

SI업체인솔텍로보틱스이기주대표는전자산

업 사례를발표한다 이 대표는 FPCB 동도금라

인로딩/언로딩자동화사례와협동로봇의적용

이 어려웠던 점 CNC 자동 로딩/언로딩 자동화

사례와 생활 로봇으로의 협동로봇 적용 사례에

대해발표한다

세션B사례발표에서는국내대표협동로봇제

조기업인한화정밀이원우차장이뿌리산업사례

에대해발표한다 이차장은한화로보틱스의협

동로봇 라인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 중에서도 뿌리산업 부문의

하나인 CNC 공작기계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한

다반자동대차 비전그리퍼슬라이딩카트AG

V연계솔루션을제공하여두산공작기계 현대위

아 SMEC 등 다양한 공작기계 고객층의 수요를

대응하는협동로봇사업을발표한다

커피드립바텐더기능무한확장

국내 협동로봇 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허정우 박사가 식음료 분야인 로봇바텐더 믹스

(Mixx) 사례를 소개한다 로봇 바텐더 Mixx는

다양한음료를제작해제공할수있는음료제공

서비스로봇플랫폼으로서레인보우로보틱스가

자체개발한 협동로봇인 RB5를 활용해 개발했

다Mixx는매우컴팩트한사이즈로디자인되어

이동이편리하고장소 공간의제약없이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내외 행사에서도 활

용가능하다Mixx는사업자의요구에따라칵테

일 탄산음료 맥주 등과 같이 다양한 음료를 제

작할수있으며음료수뿐만아니라로봇이제작

가능한 다양한 식품으로 확장도 가능함을 소개

한다

생산기술연구원윤혜준박사는의류봉제와로

봇을주제로의류봉제와로봇기술사업화전망에

대해발표한다윤박사는국내의류봉제공장의

현실 의류봉제 스마트팩토리 현황 의류봉제기

의 스마트화와 첨단기술과의 융합 사례 소개 등

스마트봉제시스템개발사례 현재섬유․봉제산

업에서자동화현황을소개한다

마지막으로티로보틱스천종필부사장은최근

서울성수동에서오픈한로봇감성문화공간카페

봇 사례를 발표한다 로스터와 바리스터가 만든

최적의브루잉방식을통해커피를추출하는 드

립봇(Dripbot) 사용자가만든그림과패턴을디

저트 표면에 구현하는 디저트봇(Dessertbot) 

바텐더가만든레시피를바탕으로음료를제조하

는 드링크봇(Drinkbot) 등 로봇크루와플라밍

고를 닮은 플라밍고봇(Flamingobot) 핑크 라

군(Pink Lagoon)을시즌테마로한미디어월등

으로구성된카페봇을소개한다

인간과의 공존새 패러다임 만들 주역은 협동로봇
사람과같은공간에서일하는유연한역할수행가능

협동로봇활성화 주제로열띤발전방향토의벌일듯

국제로봇콘퍼런스 일정표

09:0010:00

10:0010:10

12:3013:30

11:3012:30

10:5011:30

10:1010:50

2019. 10. 10(목)

등 록

개막식 (사회:KAIST 고경철 연구교수)

Session A

(전자, 자동차 부품 협동 로봇 사례 발표)

오찬

패널토론:협동 로봇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좌장:KAIST 박현섭 연구교수)

-두산로보틱스장준현상무(산) 광운대김진오교수(학) 한국기계연구원경진호박사(연) 경희대

임성수 교수(표준) 솔텍로보틱스시스템 이기주 대표(SI)

기조강연 2:협동 로봇과 인간의 공존(광운대 김진오 교수)

기조강연 1:협동 로봇이 왜 로봇산업 이슈인가?(한화정밀 라종성 로봇사업부장 상무)

Session B

(뿌리,섬유,식음료 협동 로봇 사례 발표)

15:2015:50

사례 발표(전자산업)

FPCB로딩,언로딩 자동화

-솔텍로보틱스 이기주 대표

사례 발표(식음료)

로봇 감성 문화공간 ‘카페봇’

-티로보틱스 천종필 부사장

14:5015:20
사례 발표(자동차 부품)

-제우스 김용기 기술고문

사례 발표(섬유)

‘의류·봉제 로봇’

-생산기술연구원 윤혜준 박사

14:3014:50 Coffee Break

14:0014:30
사례 발표(자동차 부품)

-뉴로메카 안기탁 부사장

사례 발표(식음료)

‘로봇 바텐더 믹스’

-레인보우로보틱스 허정우 박사

13:3014:00
사례 발표(전자산업)

-두산로보틱스 조정안 차장

사례 발표(뿌리산업)

-한화로보틱스 이원우 차장

�����	
� ��� ��������	� ����� ���� ��� �� ! ����

"#$%&'� �((�)*%+,-.��/�0��1�2�34567+� 89��

:��;<� ��=<"#$%>+,?8 �9
@-ABC DE����"#$%��F��G�

�9H+,IJ�KL�M�N���O���-ABCPQR'6�ST��G��9H+

,N���UVWX�Y0Z[,N����\]��G��U^_`���a?bc��

d��MBC N���T6ef��g%h�ij��k6l�+�Fmn.o�pqY

0Z�M�rsBC�R�8��tu��vwxyz,{%�|�}~��|�q��G��

+{E���ij�G��N���Oq�E�R�,{%U���O���M����

BC �Q�90��+��N���O��������"#$%+�������'�
H

z�������0��?���6R��O��BC

김진오광운대교수라종성한화정밀기계상무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2019 국제 로봇 콘테스트

인체의움직임과스포츠경기를묘사하는휴머

노이드로봇경연대회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한다 인간형태로봇으로스포츠종목수행

을통해로봇기술발전을도모하는데대회목적

이있다

이를통해참가자들의로봇제작및운용능력

배양 창의적인 기술 적용과 로봇의 이동방법에

대한연구활성화등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 교

육을동반한로봇대회로2020년로봇기술인100

명양성이란비전을갖고있다

종목은 지능형(지능형 하이테크 아마추어 리

그 지능형 KIT 리그) 조종형(창작 교육 단체

전) 국가대항전등3종목으로구성된다

지능형아마추어리그는컬링 원반탑쌓기경

기를수행하며 로봇제어 영상처리 설계 기술을

필요로한다 지능형 KIT 리그는육상과역도경

기를치르며로봇제어 영상처리기술을필요로

한다 조종형 창작 경기는 ECO대회 복싱 컬링

원반탑 쌓기 등으로 구성되며 로봇제어 모션제

작설계기술을요구한다

이들경기모두참가대상에특별한제한을두

고 있지 않다 대통령상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원장상 한국로봇산

업진흥원장상등이수여된다경기일정은 10월

10일지능형대회 11일 조종형대회 12일국가

대항전이치러진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는 지능형 로

봇경기다

지능형로봇동작의독창성과다양한활용도를

겨루는 대회다 로봇 분야의 흥미 유발과 대중적

인지원및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마련된이행

사는로봇의근간을이루는로봇구조설계 프로

그래밍미션수행을목적으로하고있다

종목은크게지능형씨름로봇 지능형창작로

봇 배틀로봇등의 3개경기로나뉘며대학생이

상만 참여가 가능한 지능형 창작 로봇을 제외하

고는참가대상에제한이없다 로봇제어 영상처

리설계등의기술이필요하다

종목별로 수행 미션은 지능형 씨름 로봇(로

봇 심사 1:1 밀어내기 경기) 지능형 창작 로봇

(창작 로봇 시연 및 발표) 배틀 로봇(소형급 배

틀 로봇의 1:1 토너먼트 국제경기) 등이다 종

목별로 국무총리상 장관상 특허청장상 국가

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등

이주어진다

10일(지능형씨름로봇대회/지능형창작로봇

대회) 11일(배틀로봇대회/지능형 창작로봇 대

회)12일(배틀로봇대회/지능형 창작 로봇대회)

등경기가치러진다

디지털문화융합협회등이 주관하는에어스포

츠 경진대회는 자율주행 모드와 조종 모드를 융

합한 로봇 스포츠 경연대회다 창의적이고 혁신

적인임베디드SW개발및하드웨어제작능력배

양이목표다 로봇농구에서출발하여인간과로

봇이상호작용하는 2020년 국제로봇리그창설

을목표로하고있다

종목은 로봇 농구(고등대학생 대상)와 미니

로봇 농구(초중등학생)로 구분된다 로봇 농구

는다른높이의농구골대에팔이나슛을하여 3

분이내에많은공을넣는경기로자율주행모드

(30초)와 드라이브 모드(3분)로 경기를 운영한

다 로봇설계 프로그래밍기술 엔지니어링노트

작성능력 팀으로문제를해결하고협업하는기

술이 요구된다 미니 로봇 농구는 30cm 높이의

농구 골대에 팀당 2대의 로봇이 제한된 시간에

골을많이넣는방식으로운영된다로봇설계프

로그래밍 능력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

는능력이요구된다

산업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한국로봇산업진

흥원장상 주관기관상등이 주어진다 경기 일정

은 11일(대학부본선및결선) 12일(초/중/고본

선및결선)이다

STEAM교육협회주관으로열리는 STEAM C

UP은로봇하드웨어의기구적인특징과제어SW

의알고리즘을이해해제시된미션을창의적으로

해결하고아이디어를표현하는경진대회다

창의력과과학적사고력에다양한학문을융합

하고 이를통해다양한분야에서활동할수있는

로봇인재발굴과육성이대회목적이다

종목은로봇크래프트 자율형보행오픈임베

디드 콘테스트 로봇 디자인 콘테스트 로봇&코

딩 스피드스태킹등이다 로봇크래프트는터치

존에있는11개의LED(빨간색파란색)를자신의

팀의 색으로 모두 변경하거나 더 많이 변경하면

승리하는경기다

자율형보행로봇경기는자율형보행로봇이출발

해지역별장애물을극복하고도착점까지이동하는

경기다오픈임베디드콘테스트는특정주제에맞는

로봇을임베디드제어기를사용해창작품을제어하

는경기다

로봇 디자인 콘테스트는 특정 주제에 맞는 로

봇창작품을제작하는것을겨룬다 로봇및코딩

부문은 정해진 맵에서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로봇 HW를 제작하고 SW 프로그래

밍을하여미션을해결하는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복싱컬링원반탑쌓기등

국가대항전등 3종목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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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스포츠(AIR SPORTS)경진대회

자율주행조정모드어우러진

로봇농구진검대결흥미진진



서울테크 지능로봇 경진대회

씨름창작배틀로봇직접설계

종목별대결벌여우수자시상

우리 삶 한복판에 들어온 로봇과 호흡하기
STEAM CUP

로봇 HW와알고리즘이해

창의적미션해결에큰점수

사진은2018년국제로봇콘텐스트모습 사진은2018년에어스포츠경진대회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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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스태킹은 제한 시간 내에 로봇

을 조종하여 경기장에 있는 종이컵을 목

표지점으로이동시켜먼저많이쌓으면승리하는

경기다 각 종목별로 산업부장관상 특허청장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상

STEAM교육협회장상등이수여된다

로봇윤리 토론대회는서울교육대학교 어린이

철학교육센터가 주관한다 주어진 논제에 따라

입론지를작성하고주어진시간에맞춰자기주장

및상대의논리를논증해야하는경기다

미래인간과로봇의공존에서직면하는윤리적

딜레마와쟁점을고찰해바람직한로봇개발기준

마련의선제적기여및창의적인간과로봇의공

존미래설계를목적으로하고있다이를통해기

술발전에적합한로봇윤리를제안하고인간과로

봇의공존패러다임을선도하자는개념이다

산업부장관상서울교대총장상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장상등이주어진다 12일에결선(대학부

고등부중등부초등부)이열린다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WCRC

는 다양한 세계로봇 경진대회와 연계되는 경기

로 성적 우수자에게는세계대회본선진출권이

주어진다

종목은 로봇배틀 물류로봇 Micro:bit 미션

Micro:bit 창작등으로구분돼진행된다 로봇배

틀은2:2의R/C로조종하는2축매니퓰레이터를

탑재한로봇이상대방진영의포로를구출해오는

경기다초등학생이참가대상이다

물류 로봇은 2대의 물류 로봇(모바일 플랫폼)

이 정해진 위치의 물류를 들어서 요구하는 위치

로동시에이동시키는경기다 정해진시간내에

정확하게 많은 물류를 이동한 것을 채점하여 순

위를 결정한다 시니어(중/고등) 대학일반으로

구분돼진행된다

Micro:bit 미션은오픈소스플랫폼(Open Sou

rce Platform)인 Micro:bit 기반의 제어장치를

블록형코딩편집툴인MakeCode로편집하고초

음파센서및구동계를제어해빠른시간내에미

로를헤쳐나가는경기다 초등학생부터중학교 2

학년생까지참여한다

Micro:bit 창작은 사물인터넷(IoT)을 주제로

한창작구현경기다블록타입의코딩툴(MakeCo

de)을사용하고Micro:bit 제어보드에내장된가

속도센서/지자기센서/블루투스/온도센서가운데

2가지항목이상을활용해창작구현을해야한다

시니어와대학일반으로구분돼진행된다 산업부

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

원장상 등이 주어진다 경기 일정은 10일(로봇배

틀) 11일(물류로봇) 12일(Micro:bit 미션)이다

대한로봇스포츠협회가주관하는경기로국제로

봇올림피아드세계대회의국내예선전성격이강

하다성적우수자는세계대회진출권을획득한다

미션형창작팀믹스업(모터센서개수제한후현

장에서제공된문제해결)익스트림로봇개더링(흩

어진큐브들을지정된장소로빠르게모으고복귀)

로봇인무비(주제에맞는로봇등장초단편영화현

장제작)타운와치오버롤(흩어진블록색상을판별

해제자리복귀) 태그아웃(상대방의아바타를먼저

제거하는대결종목)등5개종목이치러진다

태그아웃 경기만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4개 종목은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한다

산업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로봇산

업진흥원장상 IRO위원장상등이주어진다

로보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며 창

의과학교육연구회가 후원한다 4차 산업 중 하나

인자율주행과사물인터넷의기초가되는피지컬

컴퓨팅을주제로열리는청소년경진대회다각주

제에따른로봇과프로그램을설계하고문제를해

결하는과정에서로봇을청소년이흥미롭게접근

하고원리를이해하고증진하는데목적이있다

사람과로봇이함께작업하는자동화공정라인

을구축하기위한로봇을제작하고미션을수행하

는내용의 로봇팀플레이 제시되는주제의문제

상황을해결하기위해SW와HW를연동하여논리

적인피지컬컴퓨팅미션을수행하는 미션피지컬

컴퓨팅 종목이 있다 산업부 장관상 서울과기대

총장상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등이주어진다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가 주관하는이 대회는

미래인간로봇의주제에맞는로봇을제작프로

그래밍하는 내용이 미션이다 학생들이 로봇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하고 로봇에 대한 기

술적인이해를높인다는취지에서마련됐다

모두초등학생대상이며로봇창작과코딩로봇

으로구분돼진행된다 로봇창작은제시된주제

에맞게상상력을발휘하여작품을만들고 작품

설명서를통해의도를전달해야한다 코딩로봇

은제시된주제에맞는 프로그래밍설명서를작

성하고설명서에제시된로봇을제작하고프로그

래밍해상황에맞게로봇을구동해야한다

산업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한국로봇

산업진흥원장상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장상이

주어진다대회는12일열린다

WCRC

로봇배틀등 4종목대결펼쳐

우수자는세계대회진출도



로봇윤리 토론대회

인간로봇공존윤리적딜레마

합리적논리논증하기경연

로봇올림피아드

흩어진큐브빨리모으기

블록색상판별누가잘하나

로보콘(ROBOCON)

자동화라인공정로봇제작

팀플레이박진감흥미진진

화려한 경기 즐기며 기술발전 도모 미션 도전

사진은2018년국제로봇콘테스트모습사진은2018년국제로봇콘테스트모습

창작로봇 경진대회

창작코딩능력승자가리기

내년엔세계대회개최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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