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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 뉴로 메카 로봇(7kg, 12kg중 선택)

■ 로봇 콘트롤러 및 주변기기

■ 기본 전기 및 공압배선

■ 태블릿 조작반

■ 로봇 작업 지시 프로그램

■ 후렌지 파이프 로봇 거치대

■ 이동식 로봇 거치대 (800X1200mm)

■  소재 종류와 클램핑 방식 및 

 크기에 따라 다른   그리퍼(GRIPPER)

■ 자동 공압 바이스(4“,6”,8“ 선택)

■ 자동 소재 클램핑 지그(주문제작)

■ 자동문 개폐 시스템(에어실린더)

■ 절삭 공구 보정 및 파손 검출기(Renishaw)

■ 로봇 에어블로우(지그세척용)

■ 자동 소재 공급기 및 수납기

    (현장 맞춤 주문제작)

■ 자동 소재 이송 컨베이어

■ 자동 안전 센서 (Rider sensor)

■ 안전 펜스

■ 소재 자동 세척 장치

■  Indy eye (자동 픽업 카메라)

로봇 1대가 2대의

머시닝센타와 함께 작업

로봇 1대가 2대의

CNC선반과 함께 작업

연속 프레스

로봇 작업

1. 머시닝 센터 및 탭핑 센터의 로봇 자동화

2. CNC 선반 로봇 자동화

3. 프레스 머신

공통 기본 공급 사양

기계 종류별 선택 사양

CNC 선반 탭핑 센타 프레스 머신

머시닝 센터

로봇 자동화 시대

공장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공식 파트너사

gripper



당사는 Denmark On Robot 본사에 정식 등록된 파트너 협력사로 국내 로봇 사용 고객에게 원하는 그리퍼를 

주문사양에 맞게 공급하는 공급사임.

※이외의 특수 그리퍼는 국내 주문 제작으로 공급이 가능함.

뉴로메카 로봇 콘트롤러 및 교시 프로그램머신 텐딩을 위한 기성품 그리퍼(GRIPPER) 선택 사양

종류별 그리퍼

NC콘트롤러(6관절 제어 기본)
고속 전류를 기반으로 하는 임피던스(impedance) 제어를 구현해 서모모터의 토오크를 제어해 좌표 설정과 위치 및 

각도를  직접 교시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사람의 힘으로 작업 셋팅을 할 수 있다.

ITEM INDY 7 INDY 12

관절 수 6 6

가반하중 7kg 12kg

대모션범위 1, 2, 3, 4, 5 : 175g / 6 : 215도 1, 2, 3, 4, 5 : 175g / 6 : 215도

최대툴속도 1m/s 1m/s

최대 가용암길이 800mm (2~5포인트) 1200mm (2~5포인트)

반복오차 50μm 50μm

로봇무게 28kg 53kg

주요로봇의 사양

2FG 7 3FG 15 퀵체인저 MG 10

VGC 10 기본 VGC 10 확장형 VGC 20 RG 2

RG 2 - FT SOFT 그리퍼 포리싱 샌더 듀얼퀵체인저

스크류 드라이버 게코 SP HEX 6축 로크센서 듀얼퀵체인저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성 감소를 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존의 인력 

위주의 가공라인을 저비용의 협동 로봇으로 대체해 자동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1. 구인난 해소

부족한 인력난을 로봇으로 대체해 안정적인 생산 계획을 갖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 한다.

(2019년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의 통계 :

 생산성 향상 64.1%, 불량률 감소 68.6%, 원가 절감 44.8%, 산업 재해율 감소 100%)

2. 기계 가동시간 연장

야간과 공휴일에도 연속적인 무인 작업이 가능해 기계 가동율을 높혀 생산성을 증대한다.

3.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감소

주간에는 작업자가 로봇과 협동하여 작업을 수행해 작업자의 피로도를 대폭 줄이는 

근무 환경 개선 효과가 있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해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다.

4. 품질 개선

장시간 반복적인 양산의 경우 사람보다 로봇이 일정하고 정확한 

작업 패턴을 유지해 제품의 불량률이 감소되 품질을 개선한다.

5. 일정한 숙련도 유지

작업자의 잦은 퇴직과 이직 또는 작업 내용의 변경으로 업무가 

바뀔때마다 달라지는 숙련도를 로봇은 항상 입력된 일정한 

숙련도를 유지해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6. 유해한 환경에서도 작업가능

페인트 도장이나 구조물 용접 또는 화학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작업장과 인체에 유해한 절삭유 미스트와 가공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로봇을 투입해 작업하게 함으로써 유해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로봇 자동화 도입시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