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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로봇(Cobot)에 대한 이야기

각 Task에 대한 올바른 로봇 선택

자동화 공정을 계획할 때  Cobot 이야기를 그냥 지니치기는 어렵습니다. 협업로봇이 최근 10년 전에 등장한 이후  많은 
회사나 사람들은 이 협업로봇을 이용하여 일반 전통적인 로봇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접근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화를 제공해왔습니다. 

합리적인 자동화라는 것은 사용자의 구체적 사용환경을 잘 평가하여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로봇기술들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협업로봇과 일반 산업용로봇의 경계가 
허물어 지고있습니다. 동시에, 산업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다양한 응용분야와 작업 환경에서 로봇들과 함께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반 산업용 로봇의 
사용을 고려한다면

협업 로봇(Cobot)의 
사용을 고려한다면

넓은 작업영역, 고속 생산

사람과 비슷한 작업속도(생산성)

고 가반하중 혹은 매우 긴 로봇 팔길이, 특별히 고속에서

회사 내 작업자가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고 셋업할 수 있는 능력

다른 공정이나 작업으로 로봇을 쉽게 재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초 고속, 초 정밀

재 생산라인 레이아웃을 최소한 변경

작업자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로봇 셀에 들어갈 경우

다른 기계 및 로봇들과 통합 작업

낮은 초기 투자비용 및 1년이내 투자 자금회수

적은 인력이나 인력없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능력

시간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프로세스 또는 제품 자동화



협업로봇(Cobot)에 대한 5가지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한 진실

Cobot은 산업용 로봇이 아니다.
Cobot은 무게가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었지만, 오늘날의 Cobot은 또한 PLC나 다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류나 다른 로봇들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용 도구입니다.

1

Cobot은 작업자 옆에서 사용하기에 항상 안전하다.
사람이 작업장에 있는 모든 자동화 응용분야는 위험평가를 요구합니다. Cobot도 마찬가지입니다.위험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협업작업 응용분야는 여전히 안전망 센서, 안전 매트 혹은 감속된 로봇속도와 같은 안전 메커니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Cobot은 협업작업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안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에 
안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AUBO Cobot들은 안전펜스없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3

Cobot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작업자가 필요 없을 것이다”란 걸 의미한다.
작업자가 완전히 없고 안전 확인용 라이트가 꺼진 자동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작은 중소기업 제조사는 
더 더욱이 그렇습니다. 제조사들은 Cobot을 사용하여 반복적이고 부상당하기 쉬운 작업 환경에 노출된 작업자들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들을 더 높은 가치의 업무로 재배치 할 수 있습니다.

4

Cobot은 사람과 협업하여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로봇이다.
거의 모든 로봇은 ISO/TS 15066 표준에 의거하여 어떤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 메커니즘으로 협조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obot은 사람 옆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일한 로봇이며, 또한 다양한 재능, 
사용자편의성, 작은 설치바닥면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로봇이기도합니다.

2

Cobot은 작업자보다 더 빠르게 동작한다.
Cobot은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일할 목적으로 설계되어졌기 때문에 사람 작업자와 거의 비슷한 속도와 작업처리량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달리 Cobot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업을 멈추거나, 혹은 작업속도가 늦춰짐없이 
지속적으로 똑 같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람 작업자보다 더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협업기능협업기능

Direct Teaching 기능이 있어 로봇조작이 쉽고 간편하여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어도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안전펜스없이 작업자와 함께 같은 작업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티칭펜던트를 통해 온라인 프로그래밍과 시뮬레이션 동작이 가능합니다.
로봇 무게가 24kg으로 제조현장에서 로봇의 이동, 설치, 작업변경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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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안전기능

Pld and ISO 10218-1(5.10.5 전원 및 힘 제한) 안전규정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토크 제한을 초과하거나 충돌이 감지되었을때 전원 및 토크 제한설계로 로봇동작을 보호 중지 합니다.
로봇 속도와 외부 충돌 힘에 대한 감지정도를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터드라이브에 내장된 센서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피드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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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오픈소스

본 협업로봇은 관절간 마이크로컨트롤러는 CAN bus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합니다.
API를 통한 ROS(Robot Operating System) 호환을 지원합니다.
하드웨어는 오픈 I/O 인터페이스 확장이 가능한 bus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기존 생산시스템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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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율투자수익율

적은 비용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기술 및 시스템 통합으로 투자에 대한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경량 AUBO-i5 로봇은 회사의 생산비용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로봇을 자유롭게 용도변경, 재배치가 가능하며, 관절이 모듈화 되어있어 로봇의 재구성이나 A/S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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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지능화

비전시스템을 쉽게 로봇제어기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로봇 제어기에는 TCP/IP, Modbus RTU/TCP 통신포트들이 있습니다.
본 협업로봇은 기업연구소, 학술 로봇연구분야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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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화 설계모듈화 설계

본 협업로봇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4~7 DOF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봇사용자는 축간 연결링크의 길이를 선택하여 로봇 팔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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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BO-i5는 위험성 안전평가 기준을 만족하며, 사람과 같은 작업공간에서 
별도의 안전장비없이 안전하게 협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AUBO-i5는 위험성 안전평가 기준을 만족하며, 사람과 같은 작업공간에서 
별도의 안전장비없이 안전하게 협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AUBO-i5는 위험성 안전평가 기준을 만족하며, 사람과 같은 작업공간에서 
별도의 안전장비없이 안전하게 협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AUBO Robotics
AUBO Robotics는 미국 테네스 주립대학 교수가 개발하고 중국에서 투자해 설립된 경량지능형 협업로봇 제조회사입니다. 
이 협업로봇(코봇)은 최첨단기술과 사용자편의성을 결합하여 개발되었으며, 오픈아키텍처 구조로 만들어져 산업용, 아카데미용 
모두 API를 통하여 ROS(Robot Operating System)을 지원합니다.

AUBO-5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 곳 :

AUBO 로봇은 각 축사이 통신을 위하여 CAN bus 네트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웍 기능은 로봇을 3축부터 7축의 자유도를 구성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다재다능함을 제공합니다. 모듈회된 설계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각 축의 수와 링크길이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높은 가성비와 
고 위치정밀도는 본 협업로봇의 뛰어난 장점입니다. AUBO Robotics는 여러 개의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공공회사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자동화는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이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로봇을 편리하게 셋업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생산환경에서 로봇의 
투자회수기간을 보다 짧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는 직원도 복잡한 소규모 작업장을 쉽게 로봇을 적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UBO는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새로운 로봇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날 작업자들이 하고 있는 위험하고 단순한 작업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립, 포장, 용접, 픽엔플레이스, 검사, 가공기계 로딩언로딩, 제약 및 의학실험실, 연구 및 개발, 학교기관 등

AUBO-i5는 위험성 안전평가 
기준을 만족하며, 사람과
같은 작업공간에서 별도의 
안전장비없이 안전하게 
협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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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전류 Digital In Digital out Analog In Analog Out

0/12/24V 800mA 4 4 2 0

AUBO-i5 다관절 형태 / 모듈러 
6축 ( J1, J2, J3, J4, J5, J6) J7 최대   
924mm, 880mm ( 작업 영역 )
5kg
24kg
직경 172mm
협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스피드 앤 세퍼래이션 모니터링, 
직접교시, 토크 제한 
ISO 8-1:2011, EN 60204-1:2006 + A1:2009, ISO 12100: 
2010, ISO 13849-1:2008, CE
+/- 0.02mm
2.8m/s (조절 가능)
200 와트(일반적 응용 범위)
알루미늄, 스틸, 플라스틱
Normal 75% RH or less without frost 
or dew, 85% RH short term
0~45도 
IP54
Teaching pendant with user interface, guide to teach, 
ROS compatibility through an API, Lua or Python
CAN bus
하모닉드라이브 48V
천장, 바닥, 벽면

제어기 박스
크기 (LxWxH)
무게
케이블 길이
색상
통신 방식
전원 사양
IP 보호 등급

I/O 포트
Digital in
Digital out
Analog In
Analog out
Power input 
Power output

683x220x622mm
20kg 
5m
검정색
TCP/IP, Modbus RTU/TCP 
120 - 240 VAC, 50 - 60 Hz 
IP54

티칭펜던트
크기 (LxWxH)
무게
표시화면
케이블 길이 
IP 보호 등급
색상

J1 Base

J2 Shoulder

J3 Elbow

J5 Wrist

J6 Wrist

J4 Wrist

작업영역 최대속도 최대 축 허용
모멘트

(+/-) 175° 150°/sec 207 N·m
(+/-) 175° 150°/sec 207 N·m
(+/-) 175° 150°/sec 207 N·m
(+/-) 175° 180°/sec 34 N·m
(+/-) 175° 180°/sec 34 N·m

기술적 사양
로봇 형태
제어 축수
팔길이 
가반 하중
무게 
몸체 바닥 설치 면적 
Collaborative Operation

인증

반복 정밀도
직선 속도 
전력 소비량
재질
주변 습도 

주변 온도
IP 보호 등급
프로그래밍

통신 방식
모터 형태
설치 방향

축 동작  
J1 축 베이스 회전
J2 축 숄더 회전
J3 축 엘보우 회전 
J4 축 손목부 회전
J5 축 손목부 회전
J6 축 손목부 회전 

손목부 I/O 포트
(+/-) 175° 180°/sec 34 N·m

Certified

AUBO-i5
6 축 
5kg 가반하중
924mm 팔길이

� 

c�s 
� 

c�s 

AUBO 협업로봇 i-시리즈

User 1/0 Safety 1/0 

16 16 

16 16 

4 

4 

24V
3A 

355x235x54mm 
1.8kg 
30cm Touch LCD Screen
4.5m 
IP54 
주황색 

-

-



AUBO 협업로봇 적용 사례

폴리싱

조립

제품시험 

교육

로딩언로딩

기계작업디스펜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킨스타워 20층
Tel         010-7753-2824                      Fax   0504.442.7077                    
Email   steven@clobot.co.kr        www.closh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