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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에 맞춘 협동
로봇 시스템을 위한 센서 솔루션

SICK 방문하기:
www.sick.com/robotics

눈높이에 맞춘 협동
인간과 로봇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집니다. SICK의 센서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SICK 센서는 로봇에 정밀한 인지력을 부여하며,
이는 Robot Vision, Safe Robotics, End of Arm Tooling, Position
Feedback과 같은 로봇 시스템 분야의 모든 도전과제를 위한 긴밀한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Robot Vision – 이것은 카메라 기반 광학 시스템으로 로봇이 시각적으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적합한 유연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Safe Robotics 솔루션은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민감한 로봇에 근접한
영역을 안전한 작업장으로 만드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End of Arm Tooling의 경우 SICK는 그리퍼와 로봇 공구가 섬세한 감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줄 숙련된 센서 기술을 제공합니다.
SICK의 Position Feedback 솔루션에서는 드라이브에 통합된 모터 피드백
시스템이 속도 및 위치 데이터와 드라이브 상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이 시스템은 모든 로봇 움직임을 지각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로봇 비전 기술과 접근이 자유롭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로봇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유연 자동화 솔루션은 이미 가능해졌습니다. SICK
의 센서 솔루션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는 서로
협력하게 되고, 이는 SICK가 고객과 함께 솔루션을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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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인간-로봇 협동 안전 솔루션

인간과 로봇의 협동(MRC)은 인간과 자동화된 기계가 동일한 작업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을 하는 작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인더스트리 4.0의 동력을 받는 이 모델은 높은 협력 수준을 갖춘 유연화된 작업 공정, 최대 시스템 처리량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먼저 각 애플리케이션별로 올바른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야 MRC를 통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인간과 기계의 조화가 산업 자동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인더스트리 4.0의
도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두
상호작용 시나리오, 즉 공존과 협동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공간과 시간은
중요한 상호작용 매개변수입니다.
공존은 인간과 기계가 서로 인접한
영역에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작업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 인간과 기계가
동일한 작업 공간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작업하는 상호작용은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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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이 도입되면서 세 번째
상호작용 형태, 즉 인간과 로봇의 협동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
형태에서 인간과 로봇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함께 일합니다.
이러한 협동 시나리오에서는 안전한
운동역학이 적용된 기존의 통상적인
산업용 로봇이 더 이상 충분한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협동 로봇(Cobot)
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의 힘, 속도 및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실제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로봇이 정지되거나 전원이 꺼집니다.
이와 함께 인간과 로봇 간의 간격이
안전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항상 첫 번째 단계는 위험 평가입니다.
Cobo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동과 유사한 것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이용되는
로봇이 인간과의 협동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경우에는 MRC 애플리케이션의
개별적인 위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즉 이러한 Cobot은 설계상의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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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형태 "협동"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함께 일합니다.

특성에 따라 고유의 안전한 여러
구조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협동 공간도 압착되거나 끼일 위험이
없도록 인접한 통행 가능 영역과의
최소거리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RC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안전에 대한 규범적 원칙은 IEC 61508,
IEC 62061 및 ISO 13849-1/-2와 같은
일반 규정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ISO 10218-1/-2와
특별히 협동 로봇에 관한 ISO/TS 15066
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봇 시스템의 개발자와 통합 설계자는
로봇 제조사가 이행한 구조적 보호
조치의 규정 준수 여부와 기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잔존하는 유해성과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로봇 시스템에 대해 ISO 12100에 따라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확인하는 사항이
해당합니다(예: 안전 라이트 커튼 또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

협동 로봇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작동
모드
기술 사양(ISO/TS 15066)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협업적 작동 모드로
구분됩니다. "안전 평가식 감시 정지"
에서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로봇이 정지됩니다. "핸드 가이드"
에서는 적절하게 감소된 속도의 로봇을
손으로 직접 움직임으로써 MRC의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
유형인 "출력 및 힘 제한"에서는 로봇의
출력, 힘 및 속도가 낮아짐(예: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제한 기능 또는 로봇의
고유한 안전 구조를 통해 위험이나 부상
가능성이 없는 생체역학적 부하 한계로
제한)으로써 요구되는 안전 기준에
도달합니다. 이는 로봇과 인간 간 물리적
접촉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협업 유형 "속도 및 간격 감시"는 높은
수준의 유연한 작업 시나리오에서
사용됩니다. 이 유형은 로봇의 속도
및 이동 경로가 감시되고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협동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작업속도에 맞춰 조정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때 안전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 필요에 따라
로봇의 속도가 감소, 정지되거나 이동
경로가 변경됩니다. 작업자와 기계
간의 간격이 다시 최소 거리 이상으로
넓어지면 로봇 시스템 스스로가 움직임
속도와 이동 경로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로써 로봇의
생산성이 즉시 복구됩니다.
MRC를 위한 기능 안전:
원스톱형 전문 지식, 포트폴리오 및 구현
MRC 애플리케이션의 속도 및 간격
모니터링은 ISO/TS 15066의 다양한
협동 유형을 통해 최대 미래 가치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지배적인
상호작용 시나리오인 공존과 협동도
함께 고려하여 이 유형들을 비교해보면
MRC가 막힘없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 센서 및 제어 기술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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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유연성, 협동 및 안전 –
CONTINENTAL에서 적용되는 효율적 MRC 솔루션

COBOTS CLAUS, CLARA & CO:
SICK SAFETY가 적용된 협동 로봇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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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ental은 세계를 선도하는 자동차 산업의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더욱 짧은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차량 모델과 파생 제품이 점점 더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업체의 역동성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직적인 제조
라인에서는 개별 스테이션에서의 변동 및 장애가 전체 라인의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애가 커질수록 보정 조치는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 연중무휴 운영되는 바벤하우젠
공장에서는 자동차 콕핏용 하이테크
구성품이 생산 라인에서 15초마다 한
개씩 제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운타임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Continental은 현재 유연하지 않은
테스트 및 배치 라인을 유연하고
중복되는 협동적 테스트 라인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스와
클라라란 이름의 Cobot이 자동
테스트 장비를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원들이
로봇에게 "손"을 빌려줍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동에서 요구되는 안전은 안전
레이저 스캐너 S300, 안전 스위치 TR4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안전 제어기 Flexi Soft로 구성된 SICK
의 안전 솔루션이 담당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구축된 테스트 라인에는
협동 로봇(Cobot)이 배치된 세 가지
테스트 스탠드가 있습니다. Cobot이
벨트에서 부품을 집어서 자동 테스트
장비에 놓은 후 테스트를 마친 부품을
다시 집어 다음 벨트에 위치시킵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동(MRC)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안전
Heiko Liebisch(Industrial Engineering,
Robotics, Continental Automotive GmbH)
는 "클라우스(지능적으로 자동화된 범용
로봇 시스템)와 클라라(지능적으로
자동화된 로봇 애플리케이션)는
반이동식 경량 로봇으로, 대부분
고정식으로 작동하지만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Cobot과 그
장점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을 이용하면
로봇을 들어내어 다른 근무조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동일한 로봇을 이용하여
두 설비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한 설비의 오전 근무조와 다른 설비의
오후 또는 야간 근무조가 로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인덱싱을 통해 언제든지
Cobot을 다시 테스트 장소로 알맞게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하게 코딩된
트랜스폰더 안전 스위치 TR4 Direct
는 클라우스와 클라라의 TR4 Direct
에서 단일하게 코딩된 액추에이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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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안전 제어기 Flexi Soft를
통해 제어됩니다. 이는 Flexi Soft가
코딩된 안전 스위치가 해당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위치에 안전 스위치가 없으면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고, Flexi Soft
에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스위치가 확인되면 안전 레이저 스캐너
(S300 Advanced)가 작업장에 맞게
저장된 필드 세트를 로딩하고, Cobot
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로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초로 승인을 합니다."
라고 Heiko Liebisch가 초기화에 관해
설명합니다. "코딩된 여러 스위치를
먼저 Cobot에 고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Cobot을 여러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인에서는 방출된 테스트
부품을 역방향으로 이동시켜 다시 작동
중인 설비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업자는 기계가 작동 중일
때 테스트 설비 또는 Cobot으로 이동한
후 테스트 부품을 해당 장소에 놓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Cobot
이 테스트할 부품의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상시 감시를 위해 사선으로 설치된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앞쪽에 있는 신호등
색상의 표시등을 통해 보호 필드 상태와
그 침범을 알립니다. 작동자가 해당
사항을 육안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Cobot 팔 밑의 전체 보디가 이에 맞게
자동으로 해당하는 신호등 색상으로
켜집니다. 협동 모드에서는 클라우스가
노란색으로 켜지고 속도를 줄입니다.
빨간색 모드에서는 클라우스가 작동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작업자가 빨간색
보호 필드에서 벗어나면 시스템과
클라우스가 자동으로 다시 가동됩니다.
작업자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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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첫 번째 단계는 위험 평가입니다.
Cobo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스와 클라라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로봇 팔은
일반적으로 작업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전체
개념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배치한 그리퍼를 날카로운 모서리 없이
모두 둥글게 레이저로 소결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동과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되는 로봇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경우에는 MRC 애플리케이션의
개별적인 위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즉,
이러한 Cobot은 설계상의 근본적인
특성에 따라 특별히 안전한 구조적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협동
공간도 압착되거나 끼일 위험이 없도록
인접한 통행 가능 영역과의 최소거리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RC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안전에
대한 규범적 원칙은 IEC 61508, IEC
62061 및 ISO 13849-1/-2와 같은 일반
규정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ISO 10218-1/-2와 특별히
협동 로봇에 관한 ISO/TS 15066을
고려해야 합니다.
Heiko Liebisch의 팀은 SICK의 협업
로봇 시스템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
법적 규정 및 규범과 관련하여 컨설팅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합니다."라고
Heiko Liebisch는 결론을 내립니다. "
실제로 파트너 SICK과 함께 전체
솔루션을 위해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로봇 협동에서 구현되는 기능 안전
높은 자동화 수준 대 유연한 제조 공정:
지금 인간과 기계가 더 긴밀하면서도
안전하게 협력한다면, 최신 제조
시스템에서의 기능 안전은 더 높은

유연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 평가의
전문 지식과 이를 반영하는 안전 솔루션
포트폴리오도 필요합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인간과
이동식 로봇의 협동이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동
시나리오에서 로봇의 힘과 속도,
움직임 방향 그리고 작업물과 작업물
캐리어는 작업자에게 위험 요인입니다.
이 위험 요인은 자체 보호 조치 및/
또는 추가 조치를 이용하여 위험이
완화되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기술
보호 장치의 선택과 설계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네트워크화하여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보다 쉽게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SICK
의 안전 제어기 Flexi Soft와 함께
S300 Mini, S300, S3000 또는 신형
microScan3 Core가 탑재된 AGV 및
AGC 또는 로봇을 이용한 완전한 360°
상시 안전 보장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모든 방향에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는 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경제적인 고가용성 통합형 솔루션으로
애플리케이션 기술에 따른 인터페이스
호환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 SICK만의
EFI 인터페이스(Enhanced Function
Interface)를 이용하면 장치 간 직접적인
안전 관련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그 밖에
필요한 사용자의 수고로운 배선 작업이
줄어들고, 동시에 커미셔닝 단계에서의
배선 실수 위험도 완화됩니다. 차량
또는 로봇 보디에 Flexi Soft를 중앙에서
통합하여 구성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한
곳에서 레이저 스캐너 전체 시스템을 더
개선된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커미셔닝 시간이 절약되고
정비 및 유지보수가 최적화됩니다.

: 포커스 로봇 시스템

로봇 보디에 Flexi Soft를 중앙 통합하여 한 곳에서 레이저 스캐너 전체 시스템을 더
개선된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이래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파일럿 라인
Heiko Liebisch와 그의 동료 Dejan
Pfaff는 Continental Automotive
GmbH의 새로운 4.0 테스트 라인을
바벤하우젠에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한 Cobot을 고안했습니다. 이
둘은 말하자면 클라우스와 클라라의
아버지이며, 곧 코라와 쿠르트라는
남매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통해 Continental에서는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추가로 Cobot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례"
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Continental
Automotive GmbH의 실습생이 여러
클라우스와 클라라를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 엔지니어가 기본
프레임을 만들고, 기계 기사가 나머지를
담당합니다. 이는 실습생을 위한 멋진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실습생이 추후
이 라인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본인이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as)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서 필요한 안전은 안전 레이저 스캐너 S300, 안전 스위치 TR4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안전 제어기 Flexi Soft로 구성된 안전 솔루션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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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WIN 로봇을 안전하고 미래 맞춤형으로
만드는 SICK의 SMART MOTOR SENSOR
선형 가이드 기술 HIWIN 로봇 시스템 제조사와 전문가는 Pick-and-place
애플리케이션용 신형 6축 로봇에서 SICK의 모터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간을 절약하고 중량이 5킬로그램인 로봇을 미래의 협동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오펜부르크에 위치한 HIWIN과 도나우에싱엔에 위치한 SICK
직원 간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 성공적인 협력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구현된
SICK 솔루션이 처음부터 양측 모두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

: 포커스 로봇 시스템

"공간 절약적이면서 안전한 솔루션인 SICK의 모터
피드백 시스템을 미래 로봇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elix Herrling, HIWIN의 제품 관리자

>> 어떻게 하면 미래의 변동하는 요건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고 안전하면서도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한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로봇 시스템 제조사 HIWIN도 SICK
의 Smart Motor Sensor를 이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펜부르크의 제품
관리자 Felix Herrling은 이에 관해 "매우
공간 절약적이면서 안전한 솔루션인
SICK의 모터 피드백 시스템을 선택하여
미래 로봇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용중인 모터 피드백 시스템의 공간
절약적이면서도 컴팩트한 디자인은
SICK의 검증된 단일 케이블 기술
덕분입니다. EKM36에는 통합형
HIPERFACE DSL ®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알려진 모든 장점을
제공합니다. 즉, 배선 작업이 간편하고,
히스토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Condition
Monitoring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두 와이어를 통해 제공됩니다. 그리고
EKM36에는 검증된 36mm 기계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HIPERFACE
DSL® 기술은 이 컴팩트한 공간에서
절대 위치 결정, 회전당 최대 20비트
해상도, 최대 4,096회전과 같은 기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동화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위치
EKM36의 이 장점 덕분에 HIWIN
은 6축 로봇 RA605를 이용하여 매우
높은 측정 정확도를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접이식 팔이 있는 로봇은 단순히
소형 부품을 다루는 작업뿐만 아니라
제조 라인에서 작업물을 마운팅,
디버링 및 폴리싱하는 등의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에도 적합합니다. 통합된
공압 및 전기식 그리퍼 인터페이스는
시설 신뢰성을 최대화하고 장애 원인을
줄이고 프로그래밍된 이동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이외에도 HIWIN은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허가를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주는 엔코더의 SIL2 인증을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도 안전 인증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봇 제조사와 센서 제조사의 이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처리와 Pick-andplace 분야에서 컴팩트한 만능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협동으로 이어지는 협력
협력은 로봇 시스템의 미래 동향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미래의 스마트
공장에서는 인간과 로봇 간의 진정한
협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동일한 눈높이에서 서로
협력하며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SICK에서 모터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HIPERFACE

DSL®을 통해 이미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EKM36과 HIPERFACE DSL ® 을
선택했습니다. 협동 로봇 시스템은 벌써
통합된 기능 안전 기술을 통해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Herrling은 이 시스템의
이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미래에는
장치를 이용하여 구성요소를 교환하지
않고도 기능 안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도나우에싱엔에서 세계로
이에 따라 도나우에싱엔 팀은
오펜부르크에 위치한 로봇 제조사
영업소와 현장에 있는 아시아
고객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로써 번거로운 출장
없이도 유용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모터 피드백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이 SICK가 고객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펜부르크에 위치한 고객도
이에 동의합니다. "SICK와의 협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으며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라고 Felix
Herrling은 도나우에싱엔의 동반자를
칭찬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모두가
승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의는 각 담당자로부터 완벽하고
즉각적으로 답변되었으며 이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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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으로 사용 가능한 대형 로봇용 안전 솔루션

무거운 것도 가볍게
현대의 생산 시스템에서 인간과 로봇 간 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시대에 유연하면서도 안전한 자동화 솔루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가 필요하지 않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 기업 OpiFlex는 대형 산업용 로봇도 이동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계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안전 펜스는 제거되었으며 SICK의 안전 제품을
통해 안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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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펜스 없이 이동식으로 이용 가능한 대형 산업용 로봇

>> "SICK와 함께 당사는 높은 생산량의
소규모 로트 사이즈를 위한 자동화를
실시하는 도전과제를 극복해냈습니다."
라고 OpiFlex 대표 Johan Frisk는
말하며 다음와 같이 덧붙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솔루션이 당사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이용하면 고객에게 매우 높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소규모 생산을 자동화하여 생산하기를
원하지만, 지금까지 이는 고정 설치되어
유연성이 적은 로봇 셀로는 구현하기
어려웠습니다. OpiFlex의 안전 펜스가
없는 이동식 로봇 셀과 간편한 로봇
프로그래밍 덕분에 이러한 유형의
자동화가 이제는 가능합니다.
유인 지게차, 포크리프트 또는 자동
가이드 차량을 이용하여 OpiFlex의
이동식 로봇은 생산 시스템에서 적합한
작업 스테이션으로 이동하여 사전에
설치된 플랫폼에 단단하게 도킹 및
고정된 후 즉시 이용 가능해집니다. "
이로써 당사는 대형 로봇을 움직이고
최대 속도로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고 Frisk는 말합니다.

로봇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SICK의 Safe
Robotics
이때 SICK의 안전 레이저 스캐너 S300
Mini Remote 두 대가 이동식 로봇 셀에
고정 장착되고 각 사용 장소의 스테이션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지합니다. 사람이
로봇에 가까이 다가가면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안전 제어기 Flexi Soft에
신호를 전달하고 로봇이 우선 속도를
줄입니다. 사람이 안전 영역에 들어선
후에야 로봇이 완전히 멈춥니다. 이를
통해 로봇이 더 이상 완전히 가동을
멈출 필요가 없어지므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이외에도 안전 제어기
Flexi Soft는 로봇 그리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로봇이 부품을 놓쳐서 주위
환경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로봇의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 밖에도 로봇이 다른 위치로 이동되는
경우 안전 솔루션은 유연한 로봇
셀이 해당 도킹 스테이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과 도킹 스테이션이 서로
최적으로 조정됩니다. "당사 솔루션의
혁신은 매우 간편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로봇을 선택하여
올바른 위치에 배치하면 즉시 필요한
안전 조치가 취해집니다."라고 SICK
의 Safety Systems 제품 관리자인 Ake
Tornos(스웨덴)는 말합니다.
Safety Services – 처음부터 제공되는
컨설팅
처음에 Johan Frisk와 그의 OpiFlex 팀은
다른 이들의 회의주의와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대형 로봇을 위한 안전 펜스가
없는 이동식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Frisk는 초기의 도전과제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OpiFlex의 괴짜들은
그렇게 빠르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SICK 안전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협력하여 적합한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SICK는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도록 일부
작업장에서 우리를 도왔습니다."라고
Frisk는 말합니다. SICK가 제공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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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는 위험 평가, 종합 컨설팅과
이동식 로봇 셀을 위한 안전성 개념에
대한 지원으로 결국에는 OpiFlex에
적합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초기의
위험 평가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념까지 당사는 전체 프로세스 동안
고객을 지원하고 이끌었습니다."라고
SICK의 전문가 Tornos는 말합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시대: 높은 생산량과
소규모 로트 사이즈
이른바 유연한 로봇을 이용한 제3의
로봇 혁명은 주로 높은 생산량으로
소규모 로트 사이즈를 제조하는
요건에 의해 촉진됩니다. 유연한
로봇은 중소기업, 1차 협력 기업과 OEM
에서의 소규모 생산뿐 아니라 대규모
생산에 있어서도 생산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OpiFlex 로봇 셀은 원래
소규모로 생산하고 기계 사용이 적은
중소기업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OEM과 1차 협력 기업에서도
높은 생산량으로 소규모 로트 사이즈를
제조하기 위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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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종종 새로운 기계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OpiFlex의 솔루션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OpiFlex는 약 10분 이내의
매우 빠른 속도로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대신 작업자는
단지 일부 질문에 답변하고 로봇에게
몇몇 간단한 움직임을 학습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봇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됩니다.
3~5개의 근무조로 작업이 진행되는 1
차 협력 기업과 OEM에 대한 특별한
도전과제는 조정 작업 시의 생산 중단
계획 또는 자동화 솔루션의 신규
설치입니다. 기존 로봇 셀을 이용할 때는
생산이 종종 열흘 이상 중단됩니다. 이
기간은 30~50개의 근무조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에 반해 OpiFlex는 전체 셀의 설치
시간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설치에 2~3개의 근무조가 작업하는

시간 정도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듯하게 짜인 생산 계획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이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시간만이
소실됩니다.
이 스웨덴 기업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
수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봇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상 중
하나인 IERA 어워드에서 최종 결승전
진출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대표
Johan Frisk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소규모 혁신 기업인 당사에 있어서 SICK
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소규모 생산
자동화를 돕기 위해 SICK와 함께 유연한
이동식 로봇 솔루션을 설계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OpiFlex
의 목표는 안전 펜스가 없는 특허받은
솔루션과 간편한 로봇 프로그래밍 및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 유연한 로봇을
이용하여 제3의 로봇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SICK의
안전 제품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ma)

: 포커스 로봇 시스템

SICK의 안전 레이저 스캐너와 함께 작동하는 OpiFlex의 이동식 안전 솔루션

유인 지게차, 포크리프트 또는 자동 가이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 로봇이 적합한 작업 스테이션으로
이동합니다.

OpiFlex는 약 10분 이내의 매우 빠른 속도로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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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로봇을 조종하는 비전 기술

비전 기술이 탑재된 로봇
공장에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D 비전
센서 Inspector PIM60과 SICK 소프트웨어 Inspector URCap을 이용하여 Universal
Robots의 협동 로봇(Cobot)은 다수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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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로봇 시스템

>> 기존 산업용 로봇은 장소에 제약을
받으며 무겁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거나
로봇을 케이지 안에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면 투자 비용이
높아지며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번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동일한 작업을
매일 반복합니다.
이에 반해 Cobot은 유연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이며 가볍습니다. Cobot
의 설치는 매우 간편하며, 별도의 노력
없이 임의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Cobot은
오히려 작업 공장의 추가적인 "팔"로
간주됩니다. 이 팔은 피곤을 모릅니다.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특히
포장 및 팔레트 하역, 기계 텐딩, Pickand-place 애플리케이션, 마운팅 및
품질 검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Cobot은 2008년에
덴마크 기업 Universal Robots(UR)이
시장에 선보인 로봇입니다.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Cobot
Cobot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짧은 기간
내에 투자 비용 회수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힘들이지 않고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절단 공정을
진행하고 Cobot을 CNC 기계 텐딩에
이용하는 스웨덴 기업 Hestra Teknik
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로봇을
이용하면 작동자가 지속적으로 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로봇
가이드를 위해 Hestra Teknik은 SICK
의 2D 비전 카메라 Inspector PIM60을
이용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로봇은
벨트에 놓인 물체의 위치를 파악한 후
잡아서 기계로 이동시킵니다. 최대 32
개의 다양한 부품 매개변수를 Inspector
PIM60에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토대로 증가하는 애플리케이션
로봇이 "볼"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아집니다. 파일럿
고객으로서 Hestra Teknik은 SICK
소프트웨어 Inspector URCap(UR+
플러그인)을 로봇 제어 장치에
통합시켰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봇 애플리케이션에서 2D 비전
센서 Inspector PIM60에서 제공되는
전체 기능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spector PIM60은 통합형
2D 비전 센서입니다. 즉 센서 자체에서
모든 계산이 실시되고 외부 컴퓨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로봇 가이드 분야에서 비전
시스템과 로봇 서비스를 조합하는 데
적합합니다. 짧은 보정 절차를 거치면
SICK Inspector URCap이 로봇의
좌표계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D 비전
센서 Inspector PIM60을 이용하면 fail/
pass 기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추세 표시를 위한 테스트 및 측정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SICK 소프트웨어 Inspector URCap
에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Inspector PIM60
뿐만 아니라 로봇 통합도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조로운 수동 작동 과정을
줄이고 협동 로봇을 더욱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Hestra Teknik의 비즈니스 관리자
Stefan Manfredsson은 SICK Inspector
URCap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다음을 언급합니다. "간편합니다.
기초적인 기술 지식만 보유한 사람도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로봇 제어 장치에
이미 통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제어 장치나 기타
통신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ICK
는 SICK 소프트웨어 Inspector URCap을
이용하여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편리성을 자랑하는 Universal Robots
의 인터페이스와 궁합이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말입니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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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VISION을 통한 FPT ROBOTIK과 SICK의 완벽한 파트너십

마치 커다란 퍼즐 같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성공

모든 조각을 맞춤으로써 완벽한 그림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놀이가 아닌 새로 특허를 받은 그리퍼를
보유한 fpt Robotik사와 3D 카메라 Visionary-T를 보유한 SICK사의 전문적인 협력이 그에 해당합니다. 성공적인 자동화
전문 기업 fpt Robotik은 Subito Connect A 셀을 통해 Pick-and-place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로봇 셀을
고안해냈으며, 이를 통해 특히 포장 분야에서 모양이 쉽게 변하는 연성의 제품을 집는 로봇 기반 피킹에서의 결점을
보완합니다. 기술적으로 정교한 그립 기술로 인해 비흡착성이며 지금까지 자동화할 수 없었던 제품을 부드럽게 분리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시각 기능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로봇 제조사에게는 Visionary-T AG가 있습니다. 셀에서의 기술 구현을 위해 SICK가 제공한 철두철미한 지원과
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내에 놀라울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예전부터 모양과 내용물이
매우 다양한 포장품을 자동화된
프로세스에서 피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과제입니다. 포장품을
정확하게 감지, 피킹 및 배치하기 위한
fpt Robotik의 솔루션은 SICK의 스마트
3D 카메라 Visionary-T AG가 장착된
Subito Connect A 셀입니다. 뮌헨에서
Automatica 2018을 기념하여 대중에
공개한 로봇 셀은 컴팩트하고 유연하며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노력 없이도 수작업 장소, 물류 또는
피킹 작업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솔루션이 시장에서 전적으로
긍정적인 호응을 받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며, 유명한 기업에서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업 중에는 장난감을 제조하는 독일
대기업도 있습니다.

즉 포장된 퍼즐 제품을 피킹 및
배치하는 것과 같이 디테일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더 작고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복합적이고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신뢰성 있게 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든 퍼즐
조각이 올바르게 맞춰져야만 성공적인
협력의 전체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fpt Robotik과 SICK는
출중한 기술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동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Subito Connect A 셀의 Visionary-T
AG 구현은 두 기업의 침착성, 솜씨,
인내 및 뛰어난 전문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에 투입된
직원들은 위에서 설명한 그리퍼와
카메라를 신뢰성 있게 결합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기반 그리퍼 기술을 갖춘
출중한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SICK
와 그 로봇 비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Visionary-T 이형을 바탕으로 이
기업은 "Sensor Intelligence."를 위해
매우 경쟁력 있는 카메라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3D 카메라는 다른
경쟁사의 3D 스냅샷 솔루션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확실히 더
저렴합니다. 특히 이 매우 뛰어난 가격
대 성능비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였습니다.

셀에서의 협동
셀 자체에서는 개별 구성요소들의
협력이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카메라의 감지된 3D
데이터는 즉시 발생 현장에서 처리되고
환산됩니다. 이외에도 Visionary-T
는 성능이 매우 뛰어난 하드웨어와
어둡거나 투명하거나 반사되는 물체의
공간적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다양한 이미지 처리 필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된 물체의 위치를 초당 최대 50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3D 좌표계로 나타내
즉시 기계 제어 장치로 전달합니다.

3D 방식의 월등한 피킹
연성 표면이거나 진공을 유지하기
어려운 표면의 Pick-and-place,

18

이때 데이터는 카메라를 SPS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를 받은 그리퍼는
모든 기능을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구현 후 제품의
싱귤레이션이 쉽게 보장됩니다.
지능적인 구현
fpt Robotik의 프로젝트 리더 겸 기업
전략가 Andreas Frick은 자사 사업
영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점을
보여줍니다. "로봇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성 부품을
자동으로 조작하는 데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포장지를 감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퍼와 카메라
간에 완벽히 조정된 조합을 통해 이제는
생산에 로봇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예: Subito Connect
와 같은 로봇 셀에서의 신속한 피킹
및 배치)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수의
작은 퍼즐 조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SICK의 직원들은 이 협력
프로젝트 과정에서 투입된 카메라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지능 부문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fpt
Robotik의 동료와 함께한 고민과 작업이
성공을 잘 반영합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까운 미래에도 혁신적인
솔루션이 분명히 탄생할 것이며 손에
잡히는 성공 스토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mw)

: 포커스 로봇 시스템

Pick-and-place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fpt Robotik의 Subito Connect A 셀

Visionary-T는 파악된 물체의 위치를
초당 최대 50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3D 좌표계로 나타내 기계 제어 장치로
전달합니다.

3D 카메라 Visionary-T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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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안전 펜스 없이도 안전하게

microScan3 제품군의 안전 레이저 스캐너와 안전 제어기 Flexi Soft를 이용하여 DESMA는 사출 성형기에서 로봇이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광전자 보호 장치와 안전 제어 솔루션은 프로세스에 따른 자재 준비 및 수거를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기계에 접근하도록 해줍니다. 로봇이 미리 준비된 원자재를 자동으로 피킹하고 안전 영역이 비는 즉시
가공된 실리콘 및 고무 부품을 위치시킵니다. 또한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공간을 매우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작업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 SICK의 애플리케이션 컨설팅팀은
DESMA의 담당 전문부서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DESMA 사출
성형기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개념은
로봇으로부터의 위험 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275°의 수평 보호 필드와 작업
영역의 위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직 보호 필드를 결합했습니다. 사람이
로봇에 가까이 다가가면 수평 영역을
보호하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사람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을 수반하는
로봇의 움직임을 느려지게 하여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불러오는
로봇의 움직임 영역과 수직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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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microScan3 간의 필수적인
안전 거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으며,
이로써 기계와 해당 안전 기술의 전체
배치 공간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microScan3은 로봇의 배치
테이블을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작동자가 툴을 변경할 때 테이블 옆에
서 있는 경우, 즉 감시되는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이를 감지하고 로봇이 작동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안전 기술
애플리케이션이 수동 재시작 차단 없이
자동 재시작 기능을 통해 작동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작업자의
작업 프로세스를 따르고, 작업자는 더
이상 재시작 스위치를 눌러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 기술을 더
이상 방해되는 사항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전 제어기 Flexi Soft에서
이에 필요한 로직이 실행되고 기타 안전
구성요소(예: 비상 전원 차단 버튼)가
통합됩니다. SICK와 DESMA가 공동으로
개발한 안전성 개념은(특히 microScan3
의 혁신적인 safeHDDM® 스캔 기술을
바탕으로) DESMA의 실리콘 및 고무
가공용 기계를 위한 최고의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DESMA: 사출 성형기 전문 회사
많은 분야를 위한 시스템이 탑재된
프리미엄 솔루션 - 프리딩겐에 위치한
Klöckner DESMA Elastomertechnik

: 포커스 로봇 시스템

GmbH는 공업용 고무 및 실리콘
성형품 생산을 위한 개별적인 턴키
방식의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기업은 사출 성형 기술, 툴 제조
및 자동화 기술을 모두 자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출 성형기는
고객 및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프로세스를 보장합니다. 이는 자동차,
선박, 에너지 공급 설비 또는 의학 기기
등에서 사용되는 고무 및 실리콘 성형품
생산에서 최대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자동 자재 공급 및 수거를 위한 인간과
로봇의 협동
미래 지향적 기술은 DESMA 사출
성형기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는
기술 및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고무
및 실리콘 가공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인간과
자동화된 기계가 동일한 작업 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시간에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과 로봇의 협동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최적화된 작업
공정이 가능해지고 시스템 처리량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DESMA는
자사 사출 성형기용으로 이러한
협동적인 작업장을 개발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원자재를
준비하고 로봇이 생산 도우미로서 해당
부품을 피킹하여 기계에 삽입합니다.

미가공품을
가공하는
경우
로봇이 해당 미가공품을
수거하고 작동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운반시킬 준비를 한 후 다음 미가공품을
삽입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작업자가
기계로 아무런 방해 없이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DESMA의 협동
작업장에는 안전 펜스 또는 다른 기계식
장비가 없습니다.
안전 레이저 스캐너 microScan3를
이용한 수평 및 수직 영역 보호
사출 성형기 제조사는 작업자에 대한
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이와 동시에
기계로 방해 없이 접근하도록 해주는,
비접촉식으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통해 이 로봇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안전 제어기 Flexi Soft
에 연결된 총 4대의 microScan3
가 사용되며, 2대는 수평으로, 2
대는 수직으로 보호 필드 쌍을 이뤄
설치됩니다. 이 시스템은 손 감지를 위한
30mm 및 신체 감지를 위한 200mm
의 물체 해상도 사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microScan3
는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가진 여러
보호 필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고내성 장치의 통합은 매우
간편합니다. 기계식의 진동 방지 고정
시스템과 전기식의 8핀 M12 표준
커넥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스캔
범위가 최대 5.5m인 감시 보호 필드는

노트북에서 Safety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직접 기계 레이아웃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화는 USB
를 이용하여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
저장됩니다. 작동 중에는 microScan3
의 컬러 디스플레이가 해당 작동 상태를
시각화합니다. 조작 필드의 버튼을 눌러
기타 정보를 일반 텍스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N ISO 13849에 따라 성능 수준 d
를 충족하고 IEC 62061에 따라 SIL2
를 충족하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
microScan3의 기술적 하이라이트는
기술입니다
safeHDDM ® 스캔
(HDDM = High Definition Distance
Measurement). 안전을 위해 시간 및
거리를 측정하는 이 고해상도 디지털
방식(일반적인 time-of-flight 측정의
경우보다 100배 더 많은 레이저 펄스를
방출하는 방식)은 특히 DESMA 사출
성형기에서와 같은 협동 시나리오의
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유례없이 안정적인 측정값 - 생산성을
향상하는 요소
멀티 펄스 방식은 특수하게 디지털화된
평가 방식과 함께 매우 안정적인
측정값을 생성하며, 이때 규정된 1.8%
의 최소 반사값을 장애 신호와 혼선되지
않은 채로 확실하게 감지하도록
해줍니다. 이 스캔 기술의 안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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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MA는 작업자에 대한 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이와 동시에 방해 없이 기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접촉식으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통해 이 로봇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확장시켰습니다.

사람이 로봇에 가까이 다가가면 수평
영역을 보호하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사람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을 수반하는
움직임을 제어하여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더 이상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방식은 번쩍임, 먼지 또는 기타 환경
영향 요소가 작용할 때 최대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이 신형 스캐너의 안전 기능과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상호 간섭을 방지하는 코딩된 펄스
(DESMA에서와 같이) 여러 장치가
동시에 그리고 서로 인접한 채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각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레이저 펄스를 시간상으로
올바르게 코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출 성형기의 로봇을 보호하기 위해 총
4대의 microScan3가 약 200mm 높이로
로봇 테이블에 설치됩니다.
2대는 접근 보호 장치로서 90° 각도로
서로 배치되는 수직 보호 필드를
구성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영역 보호 장치로
로봇 테이블의 위와 앞에 수직으로
설치됩니다. 즉,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상호 간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microScan3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장치의 레이저 펄스는
나노 단위의 시간적인 편차를 두고
생성되도록 코딩되며 통합된 난수
발생기를 통해 추가적으로 시퀀스가
조정됩니다. 이로써 두 스캐너 시퀀스가
동일하게 암호화되는 경우(상호 간섭
위험)는 "로또 당첨"과 같이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광원으로 레이저 LED를
이용하는 다른 센서 및 센서 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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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임, 먼지 및 금형 침전물을 방지하는
개선된 불감도
협동 애플리케이션은 생산, 마운팅 및
물류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DESMA
사출 성형기를 위한 협동 감시
솔루션으로서의 안전 레이저 스캐너
microScan3는 예상되는 주변 조건에
저항성을 가져야 합니다. safeHDDM®
스캔 기술을 통해 이 시스템은 유례없이
높은 최대 40,000lux의 주변광 내성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이 시스템은 글레어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밝은
주광이나 고주파의 인공 주변 조명을
통해서도 또는 광학 장치에 직접 비치는
광원이나 반사를 통해서도 글레어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safeHDDM® 평가를 통해 감지 안전성
및 신뢰성 있는 보호 기능이 주변의
먼지나 센서의 광학 장치 표면의 금형
침전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안전 레이저 스캐너 microScan3
에는 포물선 모양으로 구부러진
전면창이 있습니다. 이 전면창은 레이저
펄스 및 반사의 광학적 경로를 벗어나는
모든 반사를 광 핀셋으로 유도합니다
(장치의 수신 요소에서 벗어남). 이를
통해 먼지 및 금형 침전물로부터의

불감도가 추가로 향상되고 사출
성형기의 로봇에 더 많은 가용성이
제공됩니다.
안전한 로봇 애플리케이션 설계 시
종합적 전문 지식
microScan3 제품군으로 인해 안전
레이저 스캐너 시장에선 기술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특히 안전하고
가용성이 높은 인간 및 로봇 간의
상호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microScan3와 안전 제어기 Flexi Soft
는 수십 년 전부터 더욱 안전한 로봇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건과 함께
발전되어 온 센서 및 제어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서로 다른 기술을 바탕으로
점점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안전
솔루션은 더욱더 까다로운 요건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협동 애플리케이션을
끊임없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DESMA
가 이 협동 애플리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SICK를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SICK가 제품 및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외에도 안전 기술에 관한 뛰어난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안전성
개념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라고
DESMA의 하드웨어 개발 팀 리더인
Heiko Wolters는 말합니다. (ms)

: 포커스 로봇 시스템

미래로 함께 가는
UNIVERSAL ROBOTS와 SICK
로봇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Universal Robots(UR)과 센서 솔루션 공급자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SICK가 공동으로 협동 로봇을 위한 혁신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 이 애플리케이션은 두 기업이
보유한 각각의 강점을 하나로 통합하고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도록 합니다. 이때 협동 로봇
(Cobot)은 반복적인 움직임과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대신하고,
인간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까다로운 작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두 애플리케이션 중 첫 번째는 식별
및 위치 선정을 위해 로봇과 연결된
SICK의 센서 2대를 이용하며, 포장 및
물류 프로세스에서의 Pick-and-place
또는 품질 관리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Lector63x는 2D 감지를 통해 벨트에
놓인 물체에 관한 정보를 로봇에
전달하는 2D 비전 센서입니다.

유무를 감지하고 로봇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 작동자의 주변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과
커미셔닝이 이전보다 더 간편해지고
더욱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2D 비전
센서 Inspector PIM60이 Pick-andplace 및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서 위치
감지 작업을 담당합니다. 센서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UR 로봇은
물체의 위치와 방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Universal Robots
플랫폼 UR+용으로 SICK에서 개발한

"모든 성공적인 제공업체가 공통으로
가진 기술 지식욕과 왕성한 연구
욕구가 결합하여 이 경우에도 생산
프로세스에서 향후 몇 년 동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뛰어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라고 Jaume Catalán
은 덧붙입니다. (cf)

Universal Robots과 SICK의 기술을 토대로 인간과 로봇이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SICK는 이미 인더스트리 4.0 영역의
전문가였습니다. 아직 이 용어가
있기도 전에 말이죠."라고 SICK스페인의
Automotive & Machine Building
Industry Manager인 Jaume Catalán
은 말합니다. "비전 센서, 안전 및 ID
솔루션 그리고 Smart Sensor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당사를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가 논의되는 곳
어디서나 SICK가 선도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TÜV-NORD의 인증을 받은 15개의
안전 기능 덕분에 Universal Robots의
Cobot은 안전 펜스 없이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 또는 물체가
이동 경로에 들어서면 즉시 작동을
멈추도록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도치 않은 모든 접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ICK의 안전 레이저 스캐너
microScan3는 인간이 지정된 위험
구역에 들어서는 즉시 인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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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SICK 방문하기:
www.sick.com/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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