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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협동로봇 기술.

협동로봇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응용 및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협동로봇은 
사람들이 단순한 작업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협동로봇(코봇)은 모든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줍니다. 작업자의 작업 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공정, 레이아웃 및 장비와 
원활하게 통합하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작업자가 보다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제조업체에서 코봇 자동화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코봇 자동화가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화와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동화 비용, 혼란스러운 작업 현장, 
특수 교육이 필요한 복잡한 로봇 엔지니어링 
등의 문제를 우려합니다. 이전 세대의 
양자택일식 접근법으로 많은 공장 관리자와 
사업주는 로봇 자동화를 자신의 설비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8년, Universal Robots는 작은 설치 
면적, 가벼운 무게 및 사용 용이성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다른 세계 최초의 
상업용 코봇 암(Arm)을 출시했습니다. 
협동로봇 덕분에 자동화는 빠르고 유연하며 
경제적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제조 환경에서 
코봇은 공장이 생산 주문을 더 빨리 처리하고 
작업자의 기술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장 및 
팔레타이징에서 머신 텐딩, 조립 및 용접에 
이르기까지 코봇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더 많은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의 e-Series 협동로봇 제품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즈니스와 산업 자동화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셔는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 e-Series 
기술과, 코봇으로 모든 규모의 제조 
비즈니스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하의 사업 분야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 분야에서 구축된 성공적인 
코봇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하십시오.

universal-robots.com/ko/사례-연구

https://www.universal-robots.com/
ko/%EC%82%AC%EB%A1%80-
%EC%97%B0%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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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 대규모 설치 기반
Universal Robots의 50,000개 이상의 코봇 
솔루션이 Tier 1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와 
소규모 기계 공장, 그리고 그 사이의 수천 
개의 설비에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2 간편한 재배치
새로운 작업을 위해 반나절 만에 코봇을 
재구성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90 간단한 프로그래밍 
UR 아카데미에서 90분짜리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누구나 공인 코봇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한 대면 수업도 
있습니다.

17 협업 준비 완료
e-Series 17 표준 조절식 안전 기능은 위험성 
평가에 따라 작업 셀의 위험을 효과적이고 
손쉽게 줄여 줍니다.

1 빠른 투자금 회수
UR 코봇은 1년이 채 되기도 전부터 
정기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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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3e
작지만 강력한 UR3e는 페이로드 3kg
에 작업 반경은 500mm입니다. 모든 
손목 관절이 360도 회전 가능하며 끝 
조인트는 무한대 회전이 가능한 코봇은 
높은 반복정밀도를 요하는 작업과 
가벼운 조립 작업을 쉽게 처리합니다.

UR5e
Universal Robots 제품군 중에서 
중간 크기인 이 제품은 페이로드 5kg
에 작업 반경 850mm로, 저중량 가공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프로그래밍이 쉽고 빠르게 설치가능한 
UR5e는 크기와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e-Series 제품군을 
만나 보세요!

e-Series 제품군에는 UR3e, 
UR5e, UR10e 및 UR16e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코봇마다 작업 
반경과 페이로드는 다르지만 
생산 설비에 가치 있는 장점인 
편의성과 신뢰성은 동일합니다.

e-Series 코봇은 위험성 평가에 
따라 생산 라인에서 작업자와 
함께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내장된 
맞춤형 안전 기능 덕분입니다. 

당사의 코봇은 TÜV NORD
로부터 ISO 10218-1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 기능은 ISO 
13849-1에 따른 Cat.3 PL d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은 협동로봇 공학의 
선구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사용자는 코봇의 무제한적인 
응용 분야를 사용함과 동시에 
까다로운 안전 표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Robots는 
모든 사람이 자동화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생산성 
향상, 제품 품질 향상 및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모든 요구에 대한 협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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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10e
UR10e은 e-Series의 특징인 동일한 
신뢰성과 성능으로 최대 12.5kg의 중량을 
다루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그 
작업 반경은 1300 mm입니다. 따라서 
작업 영역 간의 간격이 큰 시설에서 포장 
및 팔레타이징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R16e
16kg의 페이로드를 자랑하는 UR16e는 
무거운 제품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인체 공학적 위험 및 시스템 다운타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설치 
면적과 작업 반경 900 mm를 가진 
UR16e는 다중 그리퍼 암 툴링을 비롯한 
고중량 자재 핸들링 및 CNC 머신 텐딩 
어플리케이션 등에 적합합니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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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ies,
다양한 경험 보유

Universal Robots를 사용하는 제조 
회사는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생산성 증대, 
부품 품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 등 유연한 
자동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Universal Robots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자동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OEM
도 기술 개발 및 UR+ 에코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동화 
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 전문가, 채널 파트너 
및 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된 당사의 글로벌 
팀은 전 세계에 50,000개 이상의 코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검증되고 신뢰받는 
기술로 제조업체가 비즈니스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자동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역량을 구축하고, 수익을 증대하고, 
매출 성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Universal Robots는 비즈니스 문제를 
협동로봇 솔루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e-Series를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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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Robots 소개
Universal Robots는 협동로봇 시장의 선도 
기업입니다. Universal Robots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코봇을 선보인 이후 
UR3e, UR5e, UR10e 및 UR16e를 포함하여 
다양한 작업 반경과 페이로드를 반영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각 
모델은 UR+ 인증 프로그램의 여러 플러그 앤 
프로듀스 엔드 이펙터,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에 의해 지원되므로 하나의 로봇을 
여러 다양한 응용 분야에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Robots는 전 세계적으로 50,000
대 이상의 코봇을 설치하여 모든 제조 
산업을 자동화했습니다. 

Universal Robots는 덴마크 오덴세에 
본사가 있으며, 미주,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에 21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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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검사 
비전 카메라가 장착된 코봇을 비파괴 시험 및 3D 측정에 

사용하여 인간에 의한 오류 위험 없이 제품 품질을 더욱 잘 

보증할 수 있습니다. 포장 및 선적 이전에 결함 있는 부품

을 검출 및 식별하는 e-Series의 기능을 이용하여 품질 보

증 검사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교한 팔레트 적재
포장 및 팔레트 적재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신제품 포장 비용 

증가 및 짧아진 제품 라이프사이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

다. e-Series는 대부분의 팔레트 적재 및 포장 용도에 사용 가

능하며, 새로운 작업에 맞게 간단히 재프로그래밍하거나 다른 

기계와 통합하여 변화하는 생산 요구에 맞출 수 있습니다.  

e-Series 코봇은 어떤 산업에 있든지 상관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업무, 

위험한 생산 라인, 설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료 용품을 세심하게 취급하는 일부터 부피가 큰 가구를 조립하는 일까지, e-Series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간단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가벼우며 초소형인 이 코봇은 작업과 

작업 사이를 원활하게 전환하면서 소규모 제품 조립 라인에서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코봇을 맞춤제작 하기는 쉽습니다. Universal Robots+ 에코시스템에 포함된 다양한 엔드 

이펙터, 액세서리 및 소프트웨어 중에서 선택하여 생산 및 산업 요구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로봇 

솔루션을 구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적용 분야
및 산업 유연성,

무결점을 만들다

제한 없는
응용 분야

Universal Robots 코봇으로 모두 
자동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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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 
도포 및 용접

사출 성형 머신 텐딩

연구 및 분석

나사 체결 조립

품질 검사 픽앤플레이스

포장 및 팔레타이징

MUCH MORE

픽앤플레이스 
생산은 절대 e-Series 코봇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비전 센서와 

그리퍼가 장착된 코봇은 대부분의 픽 엔 플레이스 작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은 보다 가치가 큰 작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조립 
e-Series 코봇으로 조립 작업을 자동화하여 제조 공정의 

일관성과 정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댑터 

매커니즘으로 코봇을 사용자화하여 다양한 크기의 제품과 소재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출 성형 
사출 성형 기계(IMM)와 직접 연결하도록 설계된 e-Series 코봇은 

무인 환경에서도 프로토타입 제작 및 단기 생산용 사출 성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력 제어 기능은 로봇이 매번 동량의 

액체를 공급하여 균일한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한 없는 응용 분야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e-Series에 적당한 타사 제품을 

장착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Series는 우리가 머리 속에 떠올리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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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Series의
전체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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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3e UR5e
사양   
페이로드 3 kg (6.6 lbs) 5 kg (11 lbs)
반경 500 mm (19.7 in) 850 mm (33.5 in)
자유도 6개 회전 조인트 6개 회전 조인트
프로그래밍 < 폴리스코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12인치 터치스크린 >

성능
전력, 소비, 최대 평균값 300 W 570 W
전력, 소비, 일반 모드 세팅(근사치) 100 W 200 W
안전 < 17개 구성 가능한 안전 기능 >
인증 < EN ISO 13849-1, PLd Category 3, EN ISO 10218-1 >
힘 센서, 툴 플랜지

 — 범위
 — 분해능
 — 정밀도

힘, x-y-z
30.0 N

2.0 N
3.5 N

토크, x-y-z
10.0 Nm

0.1 Nm
0.1 Nm

힘, x-y-z
50.0 N 

3.5 N
4.0 N

토크, x-y-z
10.0 Nm

0.2 Nm
0.3 Nm

동작 
ISO 9283에 따른 포즈 반복정밀도 ± 0.03 mm ± 0.03 mm
축 동작

 ― 베이스
 ― 숄더
 ― 엘보우
 ― 손목 1
 ― 손목 2
 ― 손목 3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최대 속도
± 180°/s
± 180°/s
± 180°/s
± 360°/s
± 360°/s
± 360°/s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 360°

최대 속도
± 180°/s
± 180°/s
± 180°/s
± 180°/s
± 180°/s
± 180°/s

표준 TCP 속도 1 m/s (39.4 in/s) 1 m/s (39.4 in/s)

특징
IP 등급 IP54 IP54
ISO 14644-1 클린룸 등급 5 5

소음 60 dB(A) 이하 65 dB(A) 이하
로봇 마운팅 모든 자세 모든 자세
I/O 포트

 ― 디지털 입력
 ― 디지털 출력
 ― 아날로그 입력

2
2
2

2
2
2

툴 I/O 전원 공급장치 전압 12/24 V 12/24 V
툴 I/O 전원 공급장치 600 mA 1.5 A (듀얼 핀)  

1 A (싱글 핀)

하드웨어
설치 면적 Ø 128 mm Ø 149 mm
소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틸
툴(엔드 이펙터) 커넥터 타입 M8 | M8 8-핀 M8 | M8 8-핀
로봇 암 케이블 길이 6 m (236 in) 6 m (236 in)
케이블 포함 중량 11.2 kg (24.7 lbs) 20.6 kg (45.4 lbs)
온도 범위 0-50°C 0-50°C
습도 90% 상대 습도(논콘덴싱) 90% 상대 습도(논콘덴싱)

e-Series 사양

UR_e-Series_brochure_KO_PRINT.indd   6 09/08/2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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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3e UR5e UR10e UR16e
사양    
페이로드 3 kg (6.6 lbs) 5 kg (11 lbs) 12.5 kg (27.5 lbs) 16 kg (35.3 lbs)
반경 500 mm (19.7 in) 850 mm (33.5 in) 1300 mm (51.2 in) 900 mm (35.4 in)
자유도 6개 회전 조인트 6개 회전 조인트 6개 회전 조인트 6개 회전 조인트
프로그래밍 < 폴리스코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12인치 터치스크린 > < 폴리스코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12인치 터치스크린 >

성능  
전력, 소비, 최대 평균값 300 W 570 W 615 W 585 W
전력, 소비, 일반 모드 세팅(근사치) 100 W 200 W 350 W 350 W
안전 < 17개 구성 가능한 안전 기능 > < 17개 구성 가능한 안전 기능 >
인증 < EN ISO 13849-1, PLd Category 3, EN ISO 10218-1 > < EN ISO 13849-1, PLd Category 3, EN ISO 10218-1 >
힘 센서, 툴 플랜지

 — 범위
 — 분해능
 — 정밀도

힘, x-y-z
30.0 N

2.0 N
3.5 N

토크, x-y-z
10.0 Nm

0.1 Nm
0.1 Nm

힘, x-y-z
50.0 N 

3.5 N
4.0 N

토크, x-y-z
10.0 Nm

0.2 Nm
0.3 Nm

힘, x-y-z
100.0 N

5.0 N
5.5 N

토크, x-y-z
10.0 Nm

0.2 Nm
0.5 Nm

힘, x-y-z
160.0 N

5.0 N
5.5 N

토크, x-y-z
10.0 Nm

0.2 Nm
0.5 Nm

동작 
ISO 9283에 따른 포즈 반복정밀도 ± 0.03 mm ± 0.03 mm ± 0.05 mm ± 0.05 mm
축 동작

 ― 베이스
 ― 숄더
 ― 엘보우
 ― 손목 1
 ― 손목 2
 ― 손목 3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Infinite

최대 속도
± 180°/s
± 180°/s
± 180°/s
± 360°/s
± 360°/s
± 360°/s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 360°

최대 속도
± 180°/s
± 180°/s
± 180°/s
± 180°/s
± 180°/s
± 180°/s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 360°

최대 속도
± 120°/s
± 120°/s
± 180°/s
± 180°/s
± 180°/s
± 180°/s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 360°

최대 속도
± 120°/s
± 120°/s
± 180°/s
± 180°/s
± 180°/s
± 180°/s

표준 TCP 속도 1 m/s (39.4 in/s) 1 m/s (39.4 in/s) 1 m/s (39.4 in/s) 1 m/s (39.4 in/s)

특징
IP 등급 IP54 IP54 IP54 IP54
ISO 14644-1 클린룸 등급 5 5 5 5

소음 60 dB(A) 이하 65 dB(A) 이하 65 dB(A) 이하 65 dB(A) 이하
로봇 마운팅 모든 자세 모든 자세 모든 자세 모든 자세
I/O 포트

 ― 디지털 입력
 ― 디지털 출력
 ― 아날로그 입력

2
2
2

2
2
2

2
2
2

2
2
2

툴 I/O 전원 공급장치 전압 12/24 V 12/24 V 12/24 V 12/24 V
툴 I/O 전원 공급장치 600 mA 1.5 A (듀얼 핀)  

1 A (싱글 핀)
2 A (듀얼 핀)  
1 A (싱글 핀)

2 A (듀얼 핀)  
1 A (싱글 핀)

하드웨어
설치 면적 Ø 128 mm Ø 149 mm  Ø 190 mm Ø 190mm
소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틸
툴(엔드 이펙터) 커넥터 타입 M8 | M8 8-핀 M8 | M8 8-핀 M8 | M8 8-핀 M8 | M8 8-핀
로봇 암 케이블 길이 6 m (236 in) 6 m (236 in) 6 m (236 in) 6 m (236 in)
케이블 포함 중량 11.2 kg (24.7 lbs) 20.6 kg (45.4 lbs) 33.5 kg (73.9 lbs) 33.1 kg (73 lbs)
온도 범위 0-50°C 0-50°C 0-50°C 0-50°C
습도 90% 상대 습도(논콘덴싱) 90% 상대 습도(논콘덴싱) 90% 상대 습도(논콘덴싱) 90% 상대 습도(논콘덴싱)

로봇 암 사양

작업 인력 기술 향상.  
공장 가동 시간 연장.

당사의 선도적인 UR Academy, 
universal-robots.com/ko/아카데미

맞춤형 서비스 제품 및 
universal-robots.com/ko/ 
제품/ur-service360

지원 
universal-robots.com/support

을 통해 직원을 교육하고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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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3e UR5e UR10e UR16e
사양    
페이로드 3 kg (6.6 lbs) 5 kg (11 lbs) 12.5 kg (27.5 lbs) 16 kg (35.3 lbs)
반경 500 mm (19.7 in) 850 mm (33.5 in) 1300 mm (51.2 in) 900 mm (35.4 in)
자유도 6개 회전 조인트 6개 회전 조인트 6개 회전 조인트 6개 회전 조인트
프로그래밍 < 폴리스코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12인치 터치스크린 > < 폴리스코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12인치 터치스크린 >

성능  
전력, 소비, 최대 평균값 300 W 570 W 615 W 585 W
전력, 소비, 일반 모드 세팅(근사치) 100 W 200 W 350 W 350 W
안전 < 17개 구성 가능한 안전 기능 > < 17개 구성 가능한 안전 기능 >
인증 < EN ISO 13849-1, PLd Category 3, EN ISO 10218-1 > < EN ISO 13849-1, PLd Category 3, EN ISO 10218-1 >
힘 센서, 툴 플랜지

 — 범위
 — 분해능
 — 정밀도

힘, x-y-z
30.0 N

2.0 N
3.5 N

토크, x-y-z
10.0 Nm

0.1 Nm
0.1 Nm

힘, x-y-z
50.0 N 

3.5 N
4.0 N

토크, x-y-z
10.0 Nm

0.2 Nm
0.3 Nm

힘, x-y-z
100.0 N

5.0 N
5.5 N

토크, x-y-z
10.0 Nm

0.2 Nm
0.5 Nm

힘, x-y-z
160.0 N

5.0 N
5.5 N

토크, x-y-z
10.0 Nm

0.2 Nm
0.5 Nm

동작 
ISO 9283에 따른 포즈 반복정밀도 ± 0.03 mm ± 0.03 mm ± 0.05 mm ± 0.05 mm
축 동작

 ― 베이스
 ― 숄더
 ― 엘보우
 ― 손목 1
 ― 손목 2
 ― 손목 3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Infinite

최대 속도
± 180°/s
± 180°/s
± 180°/s
± 360°/s
± 360°/s
± 360°/s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 360°

최대 속도
± 180°/s
± 180°/s
± 180°/s
± 180°/s
± 180°/s
± 180°/s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 360°

최대 속도
± 120°/s
± 120°/s
± 180°/s
± 180°/s
± 180°/s
± 180°/s

동작 범위
± 360°
± 360°
± 360°
± 360°
± 360°
± 360°

최대 속도
± 120°/s
± 120°/s
± 180°/s
± 180°/s
± 180°/s
± 180°/s

표준 TCP 속도 1 m/s (39.4 in/s) 1 m/s (39.4 in/s) 1 m/s (39.4 in/s) 1 m/s (39.4 in/s)

특징
IP 등급 IP54 IP54 IP54 IP54
ISO 14644-1 클린룸 등급 5 5 5 5

소음 60 dB(A) 이하 65 dB(A) 이하 65 dB(A) 이하 65 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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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포트

 ― 디지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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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날로그 입력

2
2
2

2
2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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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인력 기술 향상.  
공장 가동 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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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robots.com/ko/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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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robots.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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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universal-robots.com/support

을 통해 직원을 교육하고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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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양.
모든 표준 로봇 암에는 컨트롤 박스, 티치 펜던트 및 표준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박스
특징  
IP 등급 IP44
ISO 14644-1 클린룸 등급 6
온도 범위 0-50°C
습도 90% 상대 습도(논콘덴싱)
I/O 포트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컨베이어 엔코더 디지털 입력

16
16
2
2
4

I/O 전원 공급 24V 2A
통신 500Hz 제어 주파수 Modbus TCP 

PROFINET
Ethernet/IP
USB 2.0, USB 3.0

전원 100-240VAC, 47-440Hz

하드웨어
컨트롤 박스 크기(WxHxD) 460 mm x 449 mm x 254 mm

(18.2 in x 17.6 in x 10 in)
중량 12 kg (26.5 lbs)
소재 코팅 스틸

티치 펜던트
특징
IP 등급 IP54
습도 90% 상대 습도(논콘덴싱)
디스플레이 해상도 1280 x 800 픽셀

하드웨어
소재 플라스틱, PP
1m TP 케이블 포함 중량 1.6 kg (3.5 lbs)
케이블 길이 4.5 m (177.17 in)

폴리스코프 –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폴리스코프는 모든 작업자가 마스터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높은 수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발자가 복잡하고 실험적인 
코봇 어플리케이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심도있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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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제품군
사양 표준* 표준 확장**
소재 PVC PVC
색상 검정색 검정색
길이 6 m (19.7 ft) 12 m (39.4 ft)
직경(d) 12.1 mm (0.48 in) 12.1 mm (0.48 in)

사양 하이 플렉스** 하이 플렉스 확장**
소재 PUR PUR
색상 파란색 파란색
길이 6 m (19.7 ft) 12 m (39.4 ft)
직경(d) 13.4 mm (0.53 in) 13.4 mm (0.53 in)
굽힘 반경 4 x d (정적) 

8 x d (동적)
4 x d (정적) 
8 x d (동적)

굽힘 사이클 5백만회 5백만회

모든 e-Series 구입 시 6m 표준 
케이블과 스루사이드
(through-side) 및 스루홀
(through-hole) 장착이 
가능한 베이스 플랜지 커넥터가 
제공됩니다.

케이블 제품군은 표준 케이블 
12m 버전으로 설치 범위를 
확장하는 등 많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배치를 
단순화해주는 별도 구매 가능한 
케이블 버전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다 대규모의 반복적인 
구부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하이 플렉스 케이블도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블 제품군에서 
올바른 케이블을 선택함으로써 
제조업체는 여러 기계를 
지원하고,  대형 공작물을 
용접하며, 팔레트 높이를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UR 코봇 언박싱:

로봇 암

컨트롤 박스

티치 펜던트

케이블(4가지 옵션)

베이스 플랜지 커넥터

*  로봇 구매가에 포함. 
** 별도 판매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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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의 힘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e-Series 3PE 티치 
펜던트
모든 e-Series 코봇에는 표준 
e-Series 티치 펜던트가 포함되어 
있어 UR의 강력한 폴리스코프 
소프트웨어로 간편한 
프로그래밍을 위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3-포지션 지원(3PE) 티치 
펜던트도 e-Series 코봇의 모든 
페이로드용 버전으로서 UR+ 
구성요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3PE 
장치는 e-Series 티치 펜던트와 
기계적,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e-Series 컨트롤 박스로 플러그 앤 
프로듀스(Plug & Produce) 하면 
됩니다. 또한 이 장치는 수동 
모드에서 Freedrive(자유 구동)를 
포함한 모든 로봇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스코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주요 혜택

 – 완전한 기계적 3PE 장치 통합
 – 완전한 소프트웨어 통합 - 3PE 티치 펜던트는 기본적으로 

폴리스코프에서 지원됩니다.
 – 표준 e-Series 티치 펜던트와 동일한 커넥터를 사용하여 컨트롤 

박스에 연결 
 – 기존 e-Series 티치 펜던트 브래킷에 장착 가능
 – 두 개의 3PE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편안하게 

사용 가능
 – ISO 10218-1:2011 및 ISO 13849-1:2015에 대한 TÜV NORD 

인증 포함

Universal Robots+에서 
3PE 티치 펜던트 및 플러그 앤 
프로듀스(Plug & Produce) 
제품을 찾아보십시오.
urrobots.com/plus

하드웨어 사양 

폭 300 mm (11.81 in)
높이 231 mm (9.09 in)
두께 50 mm (1.97 in)
1m 케이블 포함 중량 1.8 kg (3.961 lbs)
IP 등급 I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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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OEM 솔루션 

e-Series OEM 
컨트롤 박스
당사의 표준 컨트롤 박스는 코봇 
암의 이동성과 작은 설치 면적을 
보완합니다. 정교하고 용도에 
맞게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에서 
증가하는 코봇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사는 다른 제어 패널에 
내장되도록 설계된 통합 가능 
컨트롤 박스를 개발했습니다. 
최소 폼 팩터의 OEM 컨트롤 
박스는 여러 산업 및 응용 
분야에서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 
턴키 솔루션 및 OEM 제품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소형 OEM 컨트롤 박스는 AC 
또는 DC 버전의 모든 크기의 
e-Series 로봇 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양

OEM 컨트롤 박스 크기(W×H×D) 451 mm × 168 mm × 150 mm
(17.8 in × 6.6 in × 5.9 in)

중량 AC 모델: 4.7 kg (10.4 lbs)
DC 모델: 4.3 kg (9.5 lbs)

입력 전압 AC 모델: 100–240 VAC, 47–440Hz
DC 모델: 24–48 VDC (일반)

대기 전력 AC 모델: <1.5 W
DC 모델: <7 W

주요 혜택

 – 비용 효율적
 – 소형 및 경량
 – 티치 펜던트 또는 금속 캐비닛 인클로저 없음
 – 불필요한 구성요소 및 폐기물 감소
 – 변형 방지 장치가 포함된 전원 커넥터 덕분에 배선이 용이함
 – 편리한 장착 기능
 – AC 모델은 표준 로봇과 마찬가지로 표준 단상 벽면 콘센트로 전원 

공급 가능
 – DC 모델은 모바일 로봇과 같은 배터리 작동 시스템에 이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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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ROBOTS ACADEMY

e Learning: 유니버설로봇및협동자동화에대해더많은것을배우고자하는사람. e-Learning은 7개국어로되어있으며무료로보급되는교육입니다.

Core: 로봇을구입하고온라인교육을이수한사람, 실용적이고즉각적으로 UR cobot을프로그램하는법을배울필요가있는사람에게필요합니다.
또한온라인교육을현실에서적용해보고싶은분에게추천드립니다.

• Pre-requisites: Online e-Learning 이수자

Advanced: 보다복잡한지식을필요로하는사람. 로봇의고급기능을이해하고싶은사람. 로봇을작업에배치하는새로운방법을찾거나응용

프로그램을최적화할실제적인필요성이있는사람. 고급기능으로로봇을설치하시는분, 또는 tech sales를하실분에게추천드립니다.

• Pre-requisites: 기본적인프로그램로직을이해하시는분(plc, c++, excel에 if/then로직, visual basic…) Core Training완료하신분. 컴퓨터기반장비로작업하는일부기술적인배경이있으신분

Industrial Communications: 고급응용프로그램을위해 PLC, HMI 및 Vision 시스템과같은타사장치와로봇을통합해야하는사용자와개발자모두.

• Pre-requisites: PLC 백그라운드가어느정도있으신분

Interfaces: 스크립트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Universal Robots과인터페이스하는방법에대한심층적인지식이필요한사용자및개발자

• Pre-requisites: 스크립팅배경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있으신분.

Course Audiences

문의전화 : 010-4650-1965
max.moon@daskorea.co.kr

교  육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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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신청 시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메일(myCobot@daskorea.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회사명/학교명)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교육신청일 / 교육과정명



UR Service360 Basic

Includes Standard Warranty 

12 month coverage

Purchase anytime during warranty 
period to meet business and 
budgetary requirements

Parts and Labor covered

UR Standard Warranty

Included with robot purchase

15 month coverage

4 business hour response times*

Case response by Universal 

Robots & Global UR Partner network 

24/7 UR Customer Portal online 
case management system

Warranty covered expenses

UR Service360 Advanced

Includes Service360 Basic 

12 month coverage

UR Remote Robot Check, 1 per 
contract year conducted by a UR 
Engineer

UR Onsite Robot Check, 1 per 
contract year conducted by a   
UR Engineer in conjunction with  
a Distribution Partner’s engineer.

2-week robot loan per contrac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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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D A S K O R E A

유통 그룹

유통 그룹

유통 브랜드

W W W . D A S K O R E A . C O . K R

가격비교가 필요 없도록 
언제나 최저가 공급가격비교 끝!

대량 재고 보유로 
오늘 구매하면 내일 도착 배송 만족!

세계적인 브랜드의 
수준 높은 제품뛰어난 품질!

더 이상 재고 찾아 여기저기 전화하지 마세요!  SAP와 완벽히 연동되는 다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실시간 재고확인과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하세요.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전자 부품을 가장 싸고 가장 빠른 납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SAP 기반의 물류시스템과 전문화된 고객지원팀은 모든 서비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웹쇼핑몰
우와! 한 서비스

다스코리아

다스코리아 
유통 사업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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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Quick steps to use Pro-face Remote HMI

*Remote HMI Server license is required separetly to monitor IPC and PC.

STEP1 STEP2 STEP3

Transfer Tool

SD Card

USB Memory
Ethernet (LAN) 
or USB cable 

LAN cable

Wireless Router
(Commercial Product) 

Prepare Wireless Router and 
connect to HMI.

Adjust application in GP-Pro EX 
and transfer it to HMI. Download and install Pro-face 

Remote HMI on a tablet or 
smartphone. Search HMI  
and connect to monitor  
the HMI screen.

Hardware Preparation Transfer Project File Install Remote HMI on  
a tablet or smartphone

 

 

Download Pro-face  
 Remote HMI today!

Pro-face Remote HMI allows you to check machines and equipment for alarms, operating status,  
and other information using a tablet or smartphone from anywhere on the factory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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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farm OPC UA is a certified UR+ product | 

Rocketfarm OPC UA   |   www.rocketfarm.no

UNIVERSAL ROBOTS

SOFTWARE 
EXPERTS
Rocketfarm has long experience in creating 
software for the leading player in the cobot 
market, Universal Robots. 

Now we are introducing our Rocketfarm 
OPC UA URCap, enabling Universal Robots to 
connect to the next generation of industry.

Rocketfarm AS

opc@rocketfarm.no
www.rocketfarm.no
Sogndal, Norway

ENABLING OPC UA FOR 

UNIVERSAL ROBOTS
Release the Industry 4.0 potential of your Universal Robot 
with the OPC UA URCap developed by Rocketfarm. 
The Rocketfarm OPC UA URCap enables the UR line of robots to 
connect to other OPC UA compatible devices and software using 
the world’s most popular standards-based data connectivity 
method.
It can be configured in both server and client mode.

In just one day, your palletizing project is up and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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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PC UA CLIENT/SERVER DATA SHEET  |  opc@rocketfarm.no   |   www.rocketfarm.no/opc-ua

OPC UA CLIENT/SERVER is a certified UR+ product  |  Developed by Rocketfarm AS   |   www.rocketfarm.no

ENABLING OPC UA ON
UNIVERSAL ROBOTS

It enables the UR line of robots to connect to 
other OPC UA compatible devices and software 

using the world’s most popular standards-based data 
connectivity method. Without any required hardware.

The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are simple. It is fully 
customizable to your needs and can be configured in 
both server and client mode. The OPC UA Client/Server 
fully complies with the OPC UA protocol and has all the 
necessary and required security features.

HOW DOES IT WORK?

The implementation on application level can act as 
both Server and Client, you can configure it based 
on your requirements.

It translates data in the UR robot program into OPC 
UA data and sends it over network to the desired 
OPC UA Server/Client.

It can receive data over the network from other 
OPC UA Servers and translate it into variables in 
the UR robot.

It can receive and intepret multiple data points 
from different sources.

Easy to integrate into business systems and any 
system that is OPC UA compliant

CONTACT

P: +(47) 908 97 104 

M: opc@rocketfarm.no

ROCKETFARM AS

Årøyvegen 7
6856 Sogndal, NORWAY © 2020 All Rights Reserved.

Release the Industry 4.0 potential of your UR 
robot with the OPC UA Client/Server URCap

TECHNICAL DETAILS

Version:

OPC UA URCap v2.0

Compatibility:

UR3, UR5, UR10, UR3e, UR5e, UR10e, UR16e

Software versions:

CB-series (3.1): Polyscope version 3.8 or higher. 
E-series: Polyscope version 5.2 or higher.

Dependencies:

Network connection to other OPC UA enabled 
software or hardware such as MES, Plc, HMI, M2M 
etc.

Certifications and standard: 

open62541 open source OPC UA implementation 
with security policies ‘Basic128Rsa15’, ‘Basic256’ and 
‘Basic256Sha256’

File Size:

2MB

The server accepts 
clients with 
different security 
settings. Choose 
the allowed 
message security 
and security- and 
user authentication 
policies.

The URCap can 
be configured 
as both Server 
and Client. You 
implement it in 
the program on 
appli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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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remote

자동화 설비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u-remote는 장비성능을 최적화 시킵니다.

u-remote

더욱 작은 시스템 구성

이제 캐비닛을 한 단계 더 작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모듈  

폭 11.5 mm) 공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높은 채널별 집약도로 원하는 디자인을 

더욱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 사용으로 비용절약도 같이 실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파워서플라이면 충분

Remote I/O 스테이션을 되도록이면 작게 

유지하세요. u-remote의 4 A 전원공급 라인 

은 64개의 I/O 모듈이 커플러에 연결된 한 개 

의 파워 서플라이로도 충분히 동작 가능하

게 합니다.

신뢰성에 중점

u-remote는 온도가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도 안정적입니다. -20 °C 에서 +60 °C 사이

의 온도조건에도 기능 저하없이 동작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는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이며 시스템의 수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적은 숫자, 더욱 명확함

u-remote는 범용(Universal) 파라미터를  

통하여 모듈의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모듈당 

한 개의 아이템 번호만 존재하기 때문에 설

계가 더욱 간편하고, 제품선정이 더욱 쉬워 

졌으며, 재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

합니다.

매우 빠른 응답속도

u-remote 일렉트로닉스 기능은 매우 뛰어

납니다. 고속 시스템 버스는 256개의 DI/DO  

응답속도가 20 μs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스테이션당 1024 I/O까지 빠르고 정확한 

매핑이 가능합니다.

지능적 분리

u-remote는 10 A의 전류라인을 입력측과 

출력 측으로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전력공

급 모듈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

도가 높아지고, 설계가 간편해 집니다. 또한 

입력과 출력의 분리로 개별 스위칭이 가능

하기 때문에 진단기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도 빠르게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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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Lytics
전체 주요 로봇 브랜드에 걸쳐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WebLytics
전체 주요 로봇 브랜드에 걸쳐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WebLytics

다운타임 시간 최소화를 위한
독보적인 생산 모니터링 및 기기 진단 소프트웨어

생산 증가

• 로봇 어플리케이션의 생산성 증가 및 다운타임 최소화를  
 위한 첫번째 원격 모니터링 및 진단 소프트웨어.

• 로봇 브랜드에 상관없이 OnRobot 툴이 자동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여 실시간 현황 및 알람 제공. 

• 장비 데이터를 산업 표준 KPI에 맞게 조정하여, 의미 있
 는 데이터가 대시보드에 제공.
 대시보드 커스터마이징 가능.

• 간단한 설치로 현장에서 관리자까지 쉽게 이용가능.
애플리케이션:

머신 텐딩 품질 조립자재 제거자재 취급

로봇 셀

제조 현장

WebLytics 서버

WebLytics client

WebLytics client

OnRobot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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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100
확장 및 미래 보증 팔레트화 및 제조 애플
리케이션

LIFT100

롱 스트로크, 높은 페이로드 엘리베이터로 광범위한 
팔레트화 작업 가능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페이로드
0 - 100 [kg]

0 - 220 [lb]

바닥 위
730 - 1630 [mm]

28.74 - 64.17 [inch]

리프트 스트로크
0 - 900 [mm]

0 - 35.43 [inch]

리프트 속도
0 - 100 [mm/s]

0 - 3.39 [inch]

무게
86 [kg]

189.6 [lb]

규격 [L x W x D]

730 x 325 x 492 - 1630 x 325 x 492 [mm]

28.74 x 12.8 x 19.37 -
64.17 x 12.8 x 

19.37
[inch]

인터페이스 / 통신 Modbus

보존 온도
0 - 60 [°C]

32 - 140 [°F]

IP 등급 IP54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롱 스트로크 엘리베이터가 리딩 로봇 암용 7번째 축을 생성해 
광범위한 미래 증명된 팔레트화 작업을 가능케 함  

•  최고 굴절만 있는 최소 페이로드 엘리베이터는 고속에도 
정밀하게 상자 위치를 유지 

•  모든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 신뢰할 수 있고, 긴 제품 수명을 
위한 견고한 설계 

•  TUV 인증 중단 기능이 특징인 통합된 안전으로 협업 배치를 
촉진 

•  개봉 즉시 통합되는 OnRobot 팔레트화 솔루션으로 배치 시간을 
줌

애플리케이션:

머신 텐딩자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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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애플리케이션:

머신 텐딩자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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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미래 증명된 팔레트화 작업을 가능케 함  

•  최고 굴절만 있는 최소 페이로드 엘리베이터는 고속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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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머신 텐딩자재 취급

팔레트 스테이션
더 안정적인 팔레트화 작업을 위해 규격품으로 팔레트 
위치에 도움을 줌 

생산 증가

•  내구성, 바닥 장착형 팔레트 고정으로 일관적으로 팔레트 위치를 
고정하고 스태커와 트럭의 충격에도 견딤

•  팔레트 감지를 위한 내장형 센서도 포함 

•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리퍼로 엔지니어의 막중한 노력을 
절약하고 배치 시간을 줄임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센서 활성화 영역
0 - 6 [mm]

0 - 0.236 [inch]

무게
17 [kg]

34.5 [lb]

규격 [L, W, D]
828 x 428.5 x 207.5 - 828 x ∞ x 207.5 [mm]

32.6 x 16.87 x 8.17 - 32.6 x ∞ x 8.17 [inch]

팔레트 사이즈 모든 사이즈*
인터페이스 / 통신 I/O

보존 온도
0 - 60 [°C]

32 - 140 [°F]

IP 등급 IP54

기술 사양

* 실제 최대 팔레트 사이즈는 Robot Reach, Robot 마운팅 높이, 상자 사이즈와 EOAT 사이즈에 따
라 다릅니다. 

팔레트 스테이션
더 안정적인 팔레트화 작업을 위해 규격품으로 팔레트 
위치에 도움을 줌 

생산 증가

•  내구성, 바닥 장착형 팔레트 고정으로 일관적으로 팔레트 위치를 
고정하고 스태커와 트럭의 충격에도 견딤

•  팔레트 감지를 위한 내장형 센서도 포함 

•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리퍼로 엔지니어의 막중한 노력을 
절약하고 배치 시간을 줄임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센서 활성화 영역
0 - 6 [mm]

0 - 0.236 [inch]

무게
17 [kg]

34.5 [lb]

규격 [L, W, D]
828 x 428.5 x 207.5 - 828 x ∞ x 207.5 [mm]

32.6 x 16.87 x 8.17 - 32.6 x ∞ x 8.17 [inch]

팔레트 사이즈 모든 사이즈*
인터페이스 / 통신 I/O

보존 온도
0 - 60 [°C]

32 - 140 [°F]

IP 등급 IP54

기술 사양

* 실제 최대 팔레트 사이즈는 Robot Reach, Robot 마운팅 높이, 상자 사이즈와 EOAT 사이즈에 따
라 다릅니다. 

OnRobot 
Palletizer
강력, 모듈식 팔레트화 시스템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 
유연한 팔레트화 자동화를 전달합니다.

www.myCobot.co.kr



2FGP20

무거운 카드보드 상자, 열린 상자 및 기타 진공으로 그립 
할 수 없었던 컨테이너를 팔레트화 하기 위한 다용도 
전동 그리퍼

핑거 그립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페이로드
- - 20 [kg]

- - 44.1 [lb]

총 스트로크
- 260 - [mm]

- 10.24 - [inch]

그립 폭 범위
170 - 430 [mm]

6.69 - 16.93 [inch]

그리핑 반복도
- +/- 0.5 - [mm]

- +/- 0.0197 - [inch]

그리핑 힘 80 - 400 [N]

그리핑 속도 16 - 180 [mm/s]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6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예
모터 통합됨, 전기 BLDC

IP 등급 54

규격(HxWxL)
400 x 121.6 x 188 [mm]

15.75 x 4.79 x 7.4 [inch]

무게
3.5 [kg]

7.72 [lb]

진공 그립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60 [%진공]

- 0.05 - - 0.607 [Bar]

1.5 - 17.95 [inHg]

기류 0 - 12 [L/min]

페이로드(제공된 부가 장치 포함)
- - 2.5 [kg]

- - 5.51 [lb]

진공 컵 1 - 4 [pcs]

그리핑 시간 
(진공 목표값 40%로 측정) - 0.25 - [s]

해제 시간 - 0.4 - [s]

진공 펌프 통합됨, 전기 BLDC

분진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넓은 스트로크와 사용자 지정 가능 암을 사용해 높은 다목적 
팔레트화 그리퍼로 무겁거나 열린 상자, 진열대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제품 및 기타 진공으로 그립 할 수 없는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  통합된 진공 그리퍼는 그리퍼를 변경하거나 다른 처리 방법이 
요구되지 않고 슬립 시트를 처리합니다.

•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리퍼로 엔지니어의 막중한 노력을 
절약하고 배치 시간을 줄입니다. 전동 그리퍼는 복잡함 없이 
상자에서 바로 꺼내 빠른 배치가 가능하며 외부 공기 공급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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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드
- - 20 [kg]

- - 44.1 [lb]

총 스트로크
- 260 - [mm]

- 10.24 - [inch]

그립 폭 범위
170 - 430 [mm]

6.69 - 16.93 [inch]

그리핑 반복도
- +/- 0.5 - [mm]

- +/- 0.0197 - [inch]

그리핑 힘 80 - 400 [N]

그리핑 속도 16 - 180 [mm/s]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6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예
모터 통합됨, 전기 BLDC

IP 등급 54

규격(HxWxL)
400 x 121.6 x 188 [mm]

15.75 x 4.79 x 7.4 [inch]

무게
3.5 [kg]

7.72 [lb]

진공 그립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60 [%진공]

- 0.05 - - 0.607 [Bar]

1.5 - 17.95 [inHg]

기류 0 - 12 [L/min]

페이로드(제공된 부가 장치 포함)
- - 2.5 [kg]

- - 5.51 [lb]

진공 컵 1 - 4 [pcs]

그리핑 시간 
(진공 목표값 40%로 측정) - 0.25 - [s]

해제 시간 - 0.4 - [s]

진공 펌프 통합됨, 전기 BLDC

분진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넓은 스트로크와 사용자 지정 가능 암을 사용해 높은 다목적 
팔레트화 그리퍼로 무겁거나 열린 상자, 진열대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제품 및 기타 진공으로 그립 할 수 없는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  통합된 진공 그리퍼는 그리퍼를 변경하거나 다른 처리 방법이 
요구되지 않고 슬립 시트를 처리합니다.

•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리퍼로 엔지니어의 막중한 노력을 
절약하고 배치 시간을 줄입니다. 전동 그리퍼는 복잡함 없이 
상자에서 바로 꺼내 빠른 배치가 가능하며 외부 공기 공급 
불필요합니다

2FGP20

애플리케이션:

자재 취급

다음을 포함해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팔레트화 유
연한 그리퍼

플라스틱 판지

2FG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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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2-FT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속 판지 목재 유리플라스틱

RG2-FT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속 판지 목재 유리플라스틱

Pick & Collaborate – 
촉감을 갖춘 도움의 손길
세계 최초 힘/회전과 근접센서가 내장되어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그리퍼.

기계 관리 조립 자재 물류

응용 분야:

품질 시험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적정 하중 힘 -

-
2
4.4

[kg]
[lb]

총 스트로크  
(조정가능)

0
0

100
3.93

[mm]
[inch]

IP 분류 IP54

RG2-FT 기술 사양

힘 센서 속성 Fxy Fz Txy Tz 단위
정격 용량(N.C.) 20 40 0.7 0.5 [N] 

[Nm]
무소음 감도 0.1 0.4 0.008 0.005 [N] 

[Nm]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정확한 센싱으로 섬세한 선택&배치 작업으로 

결함율을 최대 60% 감소시켜 생산의 질을 
개선.

•  프로그램이 쉬운 센싱은 로봇이 사람과 같은 
핸드오프로 운용사의 세 번째 팔과 같이 
작동하게 합니다.

•  기존에 불가능했던 삽입작업을 자동화하는 
능력으로 운용 비용을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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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GP20

애플리케이션:

자재 취급

다음을 포함해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팔레트화 유
연한 그리퍼

플라스틱 판지

2FGP20

애플리케이션:

자재 취급

다음을 포함해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팔레트화 유
연한 그리퍼

플라스틱 판지

RG2-FT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속 판지 목재 유리플라스틱

RG2-FT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속 판지 목재 유리플라스틱

Pick & Collaborate – 
촉감을 갖춘 도움의 손길
세계 최초 힘/회전과 근접센서가 내장되어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그리퍼.

기계 관리 조립 자재 물류

응용 분야:

품질 시험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적정 하중 힘 -

-
2
4.4

[kg]
[lb]

총 스트로크  
(조정가능)

0
0

100
3.93

[mm]
[inch]

IP 분류 IP54

RG2-FT 기술 사양

힘 센서 속성 Fxy Fz Txy Tz 단위
정격 용량(N.C.) 20 40 0.7 0.5 [N] 

[Nm]
무소음 감도 0.1 0.4 0.008 0.005 [N] 

[Nm]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정확한 센싱으로 섬세한 선택&배치 작업으로 

결함율을 최대 60% 감소시켜 생산의 질을 
개선.

•  프로그램이 쉬운 센싱은 로봇이 사람과 같은 
핸드오프로 운용사의 세 번째 팔과 같이 
작동하게 합니다.

•  기존에 불가능했던 삽입작업을 자동화하는 
능력으로 운용 비용을 40% 감소.

www.myCobot.co.kr



RG2/RG6 
다용도 플러그 & 프로듀스 그리퍼

응용 분야:

기계 관리 조립 자재 물류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적정 하중 힘 -

-
2
4.4

[kg]
[lb]

총 스트로크 (조정가능) 0
0

110
4.33

[mm]
[inch]

그리핑 력 (조정가능) 3 40 [N]
그리핑 속도 38 127 [mm/s]
그리핑 시간 0.06 0.21 [s]
IP 분류 IP54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적정 하중 힘 -

-
6
13,2

[kg]
[lb]

총 스트로크 (조정가능) 0
-

160
6.3

[mm]
[inch]

그리핑 력 (조정가능) 25 120 [N]
그리핑 속도 51 160 [mm/s]
그리핑 시간 0.05 0.15 s
IP 분류 54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유연한 그리퍼는 넓은 범위의 크기와 모양의 

부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플러그 & 프로듀스 디자인은 배치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킵니다.

•   개봉 직후 사용 및 손쉬운 배치가 가능한  
그리퍼로 프로그래밍 시간을 70% 감축

RG2 기술 사양

RG6 기술 사양

RG6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RG2

금속 판지 유리플라스틱

RG6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RG2

금속 판지 유리플라스틱36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속 목재 유리플라스틱

2FG7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속 목재 유리플라스틱

2FG7

2FG7
협소한 공간이나 고하중 제품일 때 적합한
병렬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유효하중 힘 맞춤 - - 7 [15.5] kg [lb]

유효하중 형태 맞춤 - - 11 [24.3] kg [lb]

총 스트로크 - 38 - mm

그립 폭 
범위

외부
핑거 내부 1 [0.039] - 39 [1.53] mm [inch]

핑거 외부 35 [1.37] - 73 [2.87] mm [inch]

내부
핑거 내부 11 [0.43] - 49 [1.92] mm [inch]

핑거 외부 45 [1.77] - 83 [3.26] mm [inch]

그리핑 힘 20 - 140 N

그리핑 속도 16 - 450 mm/s

그리핑 반복도 -
+/-0.1 

[+/-0.004] 
- mm [inch]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네
IP 등급 IP67

규격 [L, W, D]
144 x 90 x 71

[5.67 x 3.54 x 2.79]
mm  

[inch]

무게 1.14 [2.4] kg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완벽하고 간편한 프로그래밍의 협업 병렬 그리퍼로 다양한 
범위의 응용 분야에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병렬 그리퍼는 좁은 공간에서 손쉽게 배치할 수 
있으며 부담이 큰 유효하중 요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하고 지능적이며 정밀한 단일 그리퍼로 다양한 
작업에서 쉽게 사용자 정의 및 적응할 수 있는 신속한 ROI를 
실현합니다 

•  혹독한 환경에 대한 IP67 등급 및 클린룸 사용에 대한 ISO 
Class 5 인증 획득으로 거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조립자재 취급

2FG7
협소한 공간이나 고하중 제품일 때 적합한
병렬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유효하중 힘 맞춤 - - 7 [15.5] kg [lb]

유효하중 형태 맞춤 - - 11 [24.3] kg [lb]

총 스트로크 - 38 - mm

그립 폭 
범위

외부
핑거 내부 1 [0.039] - 39 [1.53] mm [inch]

핑거 외부 35 [1.37] - 73 [2.87] mm [inch]

내부
핑거 내부 11 [0.43] - 49 [1.92] mm [inch]

핑거 외부 45 [1.77] - 83 [3.26] mm [inch]

그리핑 힘 20 - 140 N

그리핑 속도 16 - 450 mm/s

그리핑 반복도 -
+/-0.1 

[+/-0.004] 
- mm [inch]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네
IP 등급 IP67

규격 [L, W, D]
144 x 90 x 71

[5.67 x 3.54 x 2.79]
mm  

[inch]

무게 1.14 [2.4] kg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완벽하고 간편한 프로그래밍의 협업 병렬 그리퍼로 다양한 
범위의 응용 분야에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병렬 그리퍼는 좁은 공간에서 손쉽게 배치할 수 
있으며 부담이 큰 유효하중 요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하고 지능적이며 정밀한 단일 그리퍼로 다양한 
작업에서 쉽게 사용자 정의 및 적응할 수 있는 신속한 ROI를 
실현합니다 

•  혹독한 환경에 대한 IP67 등급 및 클린룸 사용에 대한 ISO 
Class 5 인증 획득으로 거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조립자재 취급

2FG7
협소한 공간이나 고하중 제품일 때 적합한
병렬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유효하중 힘 맞춤 - - 7 [15.5] kg [lb]

유효하중 형태 맞춤 - - 11 [24.3] kg [lb]

총 스트로크 - 38 - mm

그립 폭 
범위

외부
핑거 내부 1 [0.039] - 39 [1.53] mm [inch]

핑거 외부 35 [1.37] - 73 [2.87] mm [inch]

내부
핑거 내부 11 [0.43] - 49 [1.92] mm [inch]

핑거 외부 45 [1.77] - 83 [3.26] mm [inch]

그리핑 힘 20 - 140 N

그리핑 속도 16 - 450 mm/s

그리핑 반복도 -
+/-0.1 

[+/-0.004] 
- mm [inch]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네
IP 등급 IP67

규격 [L, W, D]
144 x 90 x 71

[5.67 x 3.54 x 2.79]
mm  

[inch]

무게 1.14 [2.4] kg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완벽하고 간편한 프로그래밍의 협업 병렬 그리퍼로 다양한 
범위의 응용 분야에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병렬 그리퍼는 좁은 공간에서 손쉽게 배치할 수 
있으며 부담이 큰 유효하중 요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하고 지능적이며 정밀한 단일 그리퍼로 다양한 
작업에서 쉽게 사용자 정의 및 적응할 수 있는 신속한 ROI를 
실현합니다 

•  혹독한 환경에 대한 IP67 등급 및 클린룸 사용에 대한 ISO 
Class 5 인증 획득으로 거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조립자재 취급

RG2/RG6 
다용도 플러그 & 프로듀스 그리퍼

응용 분야:

기계 관리 조립 자재 물류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적정 하중 힘 -

-
2
4.4

[kg]
[lb]

총 스트로크 (조정가능) 0
0

110
4.33

[mm]
[inch]

그리핑 력 (조정가능) 3 40 [N]
그리핑 속도 38 127 [mm/s]
그리핑 시간 0.06 0.21 [s]
IP 분류 IP54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적정 하중 힘 -

-
6
13,2

[kg]
[lb]

총 스트로크 (조정가능) 0
-

160
6.3

[mm]
[inch]

그리핑 력 (조정가능) 25 120 [N]
그리핑 속도 51 160 [mm/s]
그리핑 시간 0.05 0.15 s
IP 분류 54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유연한 그리퍼는 넓은 범위의 크기와 모양의 

부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플러그 & 프로듀스 디자인은 배치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킵니다.

•   개봉 직후 사용 및 손쉬운 배치가 가능한  
그리퍼로 프로그래밍 시간을 70% 감축

RG2 기술 사양

RG6 기술 사양

RG6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RG2

금속 판지 유리플라스틱

RG6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RG2

금속 판지 유리플라스틱 www.myCob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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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G15
유연성, 큰 스트로크를  
갖춘 3핑거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유효 하중 포스 맞춤 - - 10 / 22 [kg] / [lb]

유효 하중 폼 맞춤     - - 15 / 33 [kg] / [lb]

그립 직경*
외경 4 / 0.16 - 152 / 5.98 [mm] / 

[inch]
내경 35 / 1.38 - 181 / 7.12 [mm] / 

[inch]

핑거 위치 해상도 - 0.1 / 0.004 - [mm] / 
[inch]

반복 정확도 - 0.1 / 0.004 0.2 / 0.007 [mm] / 
[inch]

그리핑 포스 10 - 240 [N]
그리핑 포스 (조절 가능) 3 - 100 [%]

그리핑 속력 
(직경에 따라) - - 125 [mm/s]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5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네

IP 등급 IP67

규격 [L, W, Ø] 156 x 158 x 180 / 6.14 x 6.22 x 7.08 [mm] / 
[inch]

중량 1.15 / 2.5 [kg] /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유연한 생산 - 큰 스트로크를 갖춘 단일 3핑거 

그리퍼로 다양한 크기의 부품에 맞게 CNC 선반의 다양한 크기의 부품에 맞게 CNC 선반의 
가공 최적화가공 최적화

•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으로도 품질 일관성, 출력을 품질 일관성, 출력을 
향상향상시키는 정확한 센트릭 포지셔닝

•  그리퍼가 빠르고 쉽게 다양한 프로세스에 빠르고 쉽게 다양한 프로세스에 
재배치되도록 하는재배치되도록 하는 3개의 접점을 가진 강력하고 
안정된 그립 

•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핑거팁으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부품을 유연하게 그립하여형태의 부품을 유연하게 그립하여 더 많은 작업 
수행

응용 분야:

자재 물류머신 텐딩

3FG15
유연성, 큰 스트로크를  
갖춘 3핑거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유효 하중 포스 맞춤 - - 10 / 22 [kg] / [lb]

유효 하중 폼 맞춤     - - 15 / 33 [kg] / [lb]

그립 직경*
외경 4 / 0.16 - 152 / 5.98 [mm] / 

[inch]
내경 35 / 1.38 - 181 / 7.12 [mm] / 

[inch]

핑거 위치 해상도 - 0.1 / 0.004 - [mm] / 
[inch]

반복 정확도 - 0.1 / 0.004 0.2 / 0.007 [mm] / 
[inch]

그리핑 포스 10 - 240 [N]
그리핑 포스 (조절 가능) 3 - 100 [%]

그리핑 속력 
(직경에 따라) - - 125 [mm/s]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5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네

IP 등급 IP67

규격 [L, W, Ø] 156 x 158 x 180 / 6.14 x 6.22 x 7.08 [mm] / 
[inch]

중량 1.15 / 2.5 [kg] /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유연한 생산 - 큰 스트로크를 갖춘 단일 3핑거 

그리퍼로 다양한 크기의 부품에 맞게 CNC 선반의 다양한 크기의 부품에 맞게 CNC 선반의 
가공 최적화가공 최적화

•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으로도 품질 일관성, 출력을 품질 일관성, 출력을 
향상향상시키는 정확한 센트릭 포지셔닝

•  그리퍼가 빠르고 쉽게 다양한 프로세스에 빠르고 쉽게 다양한 프로세스에 
재배치되도록 하는재배치되도록 하는 3개의 접점을 가진 강력하고 
안정된 그립 

•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핑거팁으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부품을 유연하게 그립하여형태의 부품을 유연하게 그립하여 더 많은 작업 
수행

응용 분야:

자재 물류머신 텐딩

다음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재 및 사이즈의 
제품과 사용 가능: 

금속 포장 상자 나무플라스틱

3FG15

다음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재 및 사이즈의 
제품과 사용 가능: 

금속 포장 상자 나무플라스틱

3FG15

Soft Gripper
인증받은 식품 등급 소프트 
그리퍼로 자동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자재 물류

일반 특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소재 두 구성요소 실리콘 고무

식품용 승인 FDA 21 CFR 177.2600 & EC/EU - 1935/2004

작동 주기 2.000.000 [주기]

작동 온도 -20 / -4 80 / 176 [C] / [F]

SG 도구 어태치먼트 메커니즘 빠른 잠금장치와 스마트 잠금장치
Base Part 무게 0.77 /1.69 [kg] / [lb]

SG-a-H / SG-a-S
최대 유효하중 - - 2.2 / 28.5

4.85 / 3.3
[kg] / [lb]

작업 범위, 그립 치수(A) 11 / 0.43 - 75 / 2.95 [mm] / [inch]

작업 범위, 그립 깊이(B) - 38 / 1.496 - [mm] / [inch]

연성부 (SG-a-S) (C) - 16 / 0.63 - [mm] / [inch]

치수(높이xØ최대) 76x112 / 3 x 4.4 [mm] / [inch]

무게(스마트 잠금장치 포함) 0.168 / 0.37 [kg] / [lb]

SG-b-H
최대 유효하중 - - 1.1 / 2.42 [kg] / [lb]

작업 범위, 그립 치수(A) 24 / 0.94 - 118 / 4.65 [mm] / [inch]

작업 범위, 그립 깊이(B) - 40 / 1.57 - [mm] / [inch]

치수(높이xØ최대) 77x109 / 3.03 x 4.29 [mm] / [inch]

무게(스마트 잠금장치 포함) 0.172 / 0.379 [kg] / [lb]

기술 사양

생산력 강화
•  인증받은 식품 등급 소프트 그리퍼로 식품과 음료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십시오

•  유연한 실리콘 성형 그리퍼로 다양한 범위의 
불규칙한 형태와 연약한 물체를 쉽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손상되기 쉬운 연약한 물체를 안전하게 취급하여 
생산 품질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십시오

•  외부 공기 공급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분진이나 소음, 
복잡성,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크기와 소재로 된 제품
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목재 유리플라스틱유기재

Soft Gripper



3FG15
유연성, 큰 스트로크를  
갖춘 3핑거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유효 하중 포스 맞춤 - - 10 / 22 [kg] / [lb]

유효 하중 폼 맞춤     - - 15 / 33 [kg] / [lb]

그립 직경*
외경 4 / 0.16 - 152 / 5.98 [mm] / 

[inch]
내경 35 / 1.38 - 181 / 7.12 [mm] / 

[inch]

핑거 위치 해상도 - 0.1 / 0.004 - [mm] / 
[inch]

반복 정확도 - 0.1 / 0.004 0.2 / 0.007 [mm] / 
[inch]

그리핑 포스 10 - 240 [N]
그리핑 포스 (조절 가능) 3 - 100 [%]

그리핑 속력 
(직경에 따라) - - 125 [mm/s]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5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네

IP 등급 IP67

규격 [L, W, Ø] 156 x 158 x 180 / 6.14 x 6.22 x 7.08 [mm] / 
[inch]

중량 1.15 / 2.5 [kg] /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유연한 생산 - 큰 스트로크를 갖춘 단일 3핑거 

그리퍼로 다양한 크기의 부품에 맞게 CNC 선반의 다양한 크기의 부품에 맞게 CNC 선반의 
가공 최적화가공 최적화

•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으로도 품질 일관성, 출력을 품질 일관성, 출력을 
향상향상시키는 정확한 센트릭 포지셔닝

•  그리퍼가 빠르고 쉽게 다양한 프로세스에 빠르고 쉽게 다양한 프로세스에 
재배치되도록 하는재배치되도록 하는 3개의 접점을 가진 강력하고 
안정된 그립 

•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핑거팁으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부품을 유연하게 그립하여형태의 부품을 유연하게 그립하여 더 많은 작업 
수행

응용 분야:

자재 물류머신 텐딩

Soft Gripper
인증받은 식품 등급 소프트 
그리퍼로 자동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자재 물류

일반 특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소재 두 구성요소 실리콘 고무

식품용 승인 FDA 21 CFR 177.2600 & EC/EU - 1935/2004

작동 주기 2.000.000 [주기]

작동 온도 -20 / -4 80 / 176 [C] / [F]

SG 도구 어태치먼트 메커니즘 빠른 잠금장치와 스마트 잠금장치
Base Part 무게 0.77 /1.69 [kg] / [lb]

SG-a-H / SG-a-S
최대 유효하중 - - 2.2 / 28.5

4.85 / 3.3
[kg] / [lb]

작업 범위, 그립 치수(A) 11 / 0.43 - 75 / 2.95 [mm] / [inch]

작업 범위, 그립 깊이(B) - 38 / 1.496 - [mm] / [inch]

연성부 (SG-a-S) (C) - 16 / 0.63 - [mm] / [inch]

치수(높이xØ최대) 76x112 / 3 x 4.4 [mm] / [inch]

무게(스마트 잠금장치 포함) 0.168 / 0.37 [kg] / [lb]

SG-b-H
최대 유효하중 - - 1.1 / 2.42 [kg] / [lb]

작업 범위, 그립 치수(A) 24 / 0.94 - 118 / 4.65 [mm] / [inch]

작업 범위, 그립 깊이(B) - 40 / 1.57 - [mm] / [inch]

치수(높이xØ최대) 77x109 / 3.03 x 4.29 [mm] / [inch]

무게(스마트 잠금장치 포함) 0.172 / 0.379 [kg] / [lb]

기술 사양

생산력 강화
•  인증받은 식품 등급 소프트 그리퍼로 식품과 음료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십시오

•  유연한 실리콘 성형 그리퍼로 다양한 범위의 
불규칙한 형태와 연약한 물체를 쉽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손상되기 쉬운 연약한 물체를 안전하게 취급하여 
생산 품질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십시오

•  외부 공기 공급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분진이나 소음, 
복잡성,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크기와 소재로 된 제품
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목재 유리플라스틱유기재

Soft Gr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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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10

자석 Gripper 
다양한 부품의 안정적 취급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페이로드
0.001 - 10 [kg]

0.002 - 22.046 [lb]

최대 포스에 필요한 작업 부품 크기 
Ø 65.4 - - [mm]

Ø 2.574 - - [inch]

자성 해상도 - 100 - [단계]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3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예

보존 온도
0 - 55 [°C]

32 - 131 [°F]

모터 통합됨, 전기 BLDC

IP 등급 IP67

규격 [Ø, L]
71 x 80.2 [mm]

2.8 x 3.24 [inch]

무게
0.8 [kg]

1.763 [lb]

기술 사양

생산성 증가

•  자석 그리퍼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복잡성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지능형 기능으로 포스 및 부품 감지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부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적합한 작고 빠르며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그리퍼입니다. 

•  전력 손실 혹은 비상 정지 이후에도 그립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자재 취급

MG10

자석 Gripper 
다양한 부품의 안정적 취급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페이로드
0.001 - 10 [kg]

0.002 - 22.046 [lb]

최대 포스에 필요한 작업 부품 크기 
Ø 65.4 - - [mm]

Ø 2.574 - - [inch]

자성 해상도 - 100 - [단계]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3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예

보존 온도
0 - 55 [°C]

32 - 131 [°F]

모터 통합됨, 전기 BLDC

IP 등급 IP67

규격 [Ø, L]
71 x 80.2 [mm]

2.8 x 3.24 [inch]

무게
0.8 [kg]

1.763 [lb]

기술 사양

생산성 증가

•  자석 그리퍼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복잡성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지능형 기능으로 포스 및 부품 감지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부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적합한 작고 빠르며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그리퍼입니다. 

•  전력 손실 혹은 비상 정지 이후에도 그립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자재 취급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MG10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M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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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10

자석 Gripper 
다양한 부품의 안정적 취급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페이로드
0.001 - 10 [kg]

0.002 - 22.046 [lb]

최대 포스에 필요한 작업 부품 크기 
Ø 65.4 - - [mm]

Ø 2.574 - - [inch]

자성 해상도 - 100 - [단계]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3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예

보존 온도
0 - 55 [°C]

32 - 131 [°F]

모터 통합됨, 전기 BLDC

IP 등급 IP67

규격 [Ø, L]
71 x 80.2 [mm]

2.8 x 3.24 [inch]

무게
0.8 [kg]

1.763 [lb]

기술 사양

생산성 증가

•  자석 그리퍼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복잡성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지능형 기능으로 포스 및 부품 감지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부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적합한 작고 빠르며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그리퍼입니다. 

•  전력 손실 혹은 비상 정지 이후에도 그립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자재 취급

MG10

자석 Gripper 
다양한 부품의 안정적 취급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페이로드
0.001 - 10 [kg]

0.002 - 22.046 [lb]

최대 포스에 필요한 작업 부품 크기 
Ø 65.4 - - [mm]

Ø 2.574 - - [inch]

자성 해상도 - 100 - [단계]

그리핑 시간 (브레이크 동작 포함) - 300 - [ms]

전력 손실 시 작업물을 고정합니까? 예

보존 온도
0 - 55 [°C]

32 - 131 [°F]

모터 통합됨, 전기 BLDC

IP 등급 IP67

규격 [Ø, L]
71 x 80.2 [mm]

2.8 x 3.24 [inch]

무게
0.8 [kg]

1.763 [lb]

기술 사양

생산성 증가

•  자석 그리퍼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복잡성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지능형 기능으로 포스 및 부품 감지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부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적합한 작고 빠르며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그리퍼입니다. 

•  전력 손실 혹은 비상 정지 이후에도 그립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자재 취급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MG10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MG10

SP1/SP3/SP5
Gecko SP 그리퍼

응용 분야:

자재 물류

일반 특성 단위

최대 페이로드

SP1 1 / 2.2 [kg] / [lb]

SP3 3 / 6.6 [kg] / [lb]

SP5 5 / 11 [kg] / [lb]

필수 페이로드

최소 SP1: 2.8   SP3: 8.2   SP5: 11.6 [N]

평균 SP1: 8.2   SP3: 23.4   SP5: 33 [N]

최대 SP1: 13.3   SP3: 38.6   SP5: 54.4 [N]

탈착 시간 100~1000(로봇 속도에 따라 다름) [msec]

전원 차단 시 흡착력 유지가 가
능한가?

가능함. 시간:? 
중앙에 효과적으로 흡착되고 외력이 없을 경우 며칠도 가능

IP 등급 IP42

치수(높이x너비) 69 x 71 / 2.7 x 2.8 [mm] / [inch]

무게

SP1 0.267 / 0.587 [kg] / [lb]

SP3 0.297 / 0.653 [kg] / [lb]

SP5 0.318 / 0.7 [kg] / [lb]

패드 일반 특성 단위

재료 독점 제공되는 실리콘 블렌드

마모 속성 표면 조도에 따라 다름

교체 주기 약 200.000 [cycles]

클리닝 시스템
1) OnRobot 클리닝 시스템

2) 실리콘 롤러
3) 이소프로필 알코올 및 보풀이 없는 천

세척 주기 가변적

복원 100%

기술 사양

생산성 향상

•  소형 경량 Gecko SP 그리퍼는 케이블, 전기, 
공기 또는 프로그래밍이 불필요하므로 비용 
효과적인 플러그-앤-플레이 성능 구현 가능

•  평평하거나, 매끄럽거나, 구멍이 있는 물체에 
적합한 혁신적인 흡착식 그리퍼로 이전에 
불가능했던 작업의 자동화 실현

•  광택 표면에서도 노마크 그리핑이 가능하여 
세척 단계가 불필요하므로 시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외부 공기 공급이 불필요하므로 소음, 먼지, 
유지보수 비용 감소 및 전개 속도 향상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고광택
포장

유리플라스틱

Gecko SP  
그리퍼



OnRobot Sander
빠르고 간편한 설정의 사용과 완벽한 표면 마감 
솔루션으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패드 직경 - - 127 [5] mm [inch]

패드 높이 - - 9.5 [0.37] mm [inch]

궤도 크기 - - 5 [3/16] mm [inch]

회전 속도 1,000 - 10,000 RPM

패드 유형(3M: 20353) 클린 샌딩 디스크 패드

패드 미디어 유형 HookitTM

패드 무게 0.1 [0.22] kg [lb]
무게 1.2 [2.645] kg [lb]
IP 등급 IP54

규격(외부) 87 x 123 x 214 
[3.42 x 4.84 x 8.42] mm [inch]

작동 조건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샌딩 전력 - 150 - W

작동 
전압

외부 전압 - 30 - V

외부 전력 - 150 - W

툴 커넥터 전압 - 24 - V

툴 커넥터 전력 - 2.4 - W

작동 온도 0 [32] - 50 [122] °C [°F]

10,000RPM에서 소음 수준(3,000RPM) - 74 [44] - [d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전자 샌더는 압축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작동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Grit Changer를 통해 작업자의 개입 없이  
 샌딩 그리트 사이에 자동 전환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범위의 부품 기하학적 구조 및 재료에  
 유연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센서 기능을 통해 스크랩을 줄이는 동시에  
 표면의 변형 또는 부품 정렬 오류에 대한 정확한 적응력을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의료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피로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응용 분야:

자재 제거:  
샌딩, 연마, 버프가공

OnRobot Sander
빠르고 간편한 설정의 사용과 완벽한 표면 마감 
솔루션으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패드 직경 - - 127 [5] mm [inch]

패드 높이 - - 9.5 [0.37] mm [inch]

궤도 크기 - - 5 [3/16] mm [inch]

회전 속도 1,000 - 10,000 RPM

패드 유형(3M: 20353) 클린 샌딩 디스크 패드

패드 미디어 유형 HookitTM

패드 무게 0.1 [0.22] kg [lb]
무게 1.2 [2.645] kg [lb]
IP 등급 IP54

규격(외부) 87 x 123 x 214 
[3.42 x 4.84 x 8.42] mm [inch]

작동 조건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샌딩 전력 - 150 - W

작동 
전압

외부 전압 - 30 - V

외부 전력 - 150 - W

툴 커넥터 전압 - 24 - V

툴 커넥터 전력 - 2.4 - W

작동 온도 0 [32] - 50 [122] °C [°F]

10,000RPM에서 소음 수준(3,000RPM) - 74 [44] - [d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전자 샌더는 압축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작동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Grit Changer를 통해 작업자의 개입 없이  
 샌딩 그리트 사이에 자동 전환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범위의 부품 기하학적 구조 및 재료에  
 유연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센서 기능을 통해 스크랩을 줄이는 동시에  
 표면의 변형 또는 부품 정렬 오류에 대한 정확한 적응력을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의료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피로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응용 분야:

자재 제거:  
샌딩, 연마, 버프가공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 가능: 

금속 목재 유리플라스틱

OnRobot 
Sander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 가능: 

금속 목재 유리플라스틱

OnRobot 
S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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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obot Screwdriver
다중 프로세스를 위한  
스마트 스크류드라이빙 솔루션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수동 전환을 위한 다운타임 없이 간편하게 다양한 

스크류드라이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Screwdriver

• 동적 포스 제어 기능과 지능형 오류 감지 기능을 
사용하여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작업 수행

• 내장된 보호 기능을 통해 협업 자동화  
가능성 확대

• 자동 나사 공급 시스템 및 모든 선도적인 로봇과 
호환되는 OnRobot의 간편한 원 시스템 설정으로 
빠르고 쉬운 배치

응용 분야:

조립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나사 크기 범위 M1.6 - M6

토크 범위  0.15 / 0.11 - 5 / 3.68 [Nm] / [lbft]

토크 정확성

토크 < 1.33Nm/0.98lb-
ft - 0.04 / 

0.03
- [Nm] / [lbft]

토크 > 1.33Nm/0.98lb-
ft

- 3 - [%]

출력 속도 - - 340 [RPM]

최대 안전 내 나사 길이 - - 35 / 1.37 [mm] / 
[inch]

샹크 스트로크 (나사 축) - - 55 / 2.16 [mm] / 
[inch]

샹크 예압 (조절 가능) 0 10 25 [N]
안전 기능 포스 35 40 45 [N]

모터 (x2) 통합 전기 BLDC
IP 등급 IP54

규격 308x86x114
12.1x3.4x4.5

[mm]
[inch]

중량 2.5 / 5.51 [kg] / [lb]
나사 프리젠터 크기 M1.6 ; M2 ; M2.5 ; M3 ; M4 ; M5 ; M6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자재 및 사이즈의 
제품과 사용 가능: 

금속 나무플라스틱

OnRobot 
Screwdriver



OnRobot Sander
빠르고 간편한 설정의 사용과 완벽한 표면 마감 
솔루션으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패드 직경 - - 127 [5] mm [inch]

패드 높이 - - 9.5 [0.37] mm [inch]

궤도 크기 - - 5 [3/16] mm [inch]

회전 속도 1,000 - 10,000 RPM

패드 유형(3M: 20353) 클린 샌딩 디스크 패드

패드 미디어 유형 HookitTM

패드 무게 0.1 [0.22] kg [lb]
무게 1.2 [2.645] kg [lb]
IP 등급 IP54

규격(외부) 87 x 123 x 214 
[3.42 x 4.84 x 8.42] mm [inch]

작동 조건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샌딩 전력 - 150 - W

작동 
전압

외부 전압 - 30 - V

외부 전력 - 150 - W

툴 커넥터 전압 - 24 - V

툴 커넥터 전력 - 2.4 - W

작동 온도 0 [32] - 50 [122] °C [°F]

10,000RPM에서 소음 수준(3,000RPM) - 74 [44] - [d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전자 샌더는 압축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작동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Grit Changer를 통해 작업자의 개입 없이  
 샌딩 그리트 사이에 자동 전환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범위의 부품 기하학적 구조 및 재료에  
 유연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센서 기능을 통해 스크랩을 줄이는 동시에  
 표면의 변형 또는 부품 정렬 오류에 대한 정확한 적응력을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의료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피로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응용 분야:

자재 제거:  
샌딩, 연마, 버프가공

OnRobot Sander
빠르고 간편한 설정의 사용과 완벽한 표면 마감 
솔루션으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패드 직경 - - 127 [5] mm [inch]

패드 높이 - - 9.5 [0.37] mm [inch]

궤도 크기 - - 5 [3/16] mm [inch]

회전 속도 1,000 - 10,000 RPM

패드 유형(3M: 20353) 클린 샌딩 디스크 패드

패드 미디어 유형 HookitTM

패드 무게 0.1 [0.22] kg [lb]
무게 1.2 [2.645] kg [lb]
IP 등급 IP54

규격(외부) 87 x 123 x 214 
[3.42 x 4.84 x 8.42] mm [inch]

작동 조건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샌딩 전력 - 150 - W

작동 
전압

외부 전압 - 30 - V

외부 전력 - 150 - W

툴 커넥터 전압 - 24 - V

툴 커넥터 전력 - 2.4 - W

작동 온도 0 [32] - 50 [122] °C [°F]

10,000RPM에서 소음 수준(3,000RPM) - 74 [44] - [d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전자 샌더는 압축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작동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Grit Changer를 통해 작업자의 개입 없이  
 샌딩 그리트 사이에 자동 전환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범위의 부품 기하학적 구조 및 재료에  
 유연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센서 기능을 통해 스크랩을 줄이는 동시에  
 표면의 변형 또는 부품 정렬 오류에 대한 정확한 적응력을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의료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피로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응용 분야:

자재 제거:  
샌딩, 연마, 버프가공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 가능: 

금속 목재 유리플라스틱

OnRobot 
Sander

OnRobot Screwdriver
다중 프로세스를 위한  
스마트 스크류드라이빙 솔루션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수동 전환을 위한 다운타임 없이 간편하게 다양한 

스크류드라이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Screwdriver

• 동적 포스 제어 기능과 지능형 오류 감지 기능을 
사용하여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작업 수행

• 내장된 보호 기능을 통해 협업 자동화  
가능성 확대

• 자동 나사 공급 시스템 및 모든 선도적인 로봇과 
호환되는 OnRobot의 간편한 원 시스템 설정으로 
빠르고 쉬운 배치

응용 분야:

조립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나사 크기 범위 M1.6 - M6

토크 범위  0.15 / 0.11 - 5 / 3.68 [Nm] / [lbft]

토크 정확성

토크 < 1.33Nm/0.98lb-
ft - 0.04 / 

0.03
- [Nm] / [lbft]

토크 > 1.33Nm/0.98lb-
ft

- 3 - [%]

출력 속도 - - 340 [RPM]

최대 안전 내 나사 길이 - - 35 / 1.37 [mm] / 
[inch]

샹크 스트로크 (나사 축) - - 55 / 2.16 [mm] / 
[inch]

샹크 예압 (조절 가능) 0 10 25 [N]
안전 기능 포스 35 40 45 [N]

모터 (x2) 통합 전기 BLDC
IP 등급 IP54

규격 308x86x114
12.1x3.4x4.5

[mm]
[inch]

중량 2.5 / 5.51 [kg] / [lb]
나사 프리젠터 크기 M1.6 ; M2 ; M2.5 ; M3 ; M4 ; M5 ; M6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자재 및 사이즈의 
제품과 사용 가능: 

금속 나무플라스틱

OnRobot 
Screwdriver

www.myCobot.co.kr



 

OnRobot Eyes
보다 더 간편하게 비전을 로봇 응용 
분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특성 단위

인터페이스 USB-C 3.x

출력 해상도 1280 x 720 [px]

작업 거리 400-1000 [15.75 – 39.37] mm [inch]

작동 온도 0 – 35 [32 – 95] °C [°F]

IP 등급 IP 54

무게 0.260 [0.57] kg [lb]

Eyes 특징 단위

비전 시스템 유형 2.5D

최소 부품 크기 10x10 또는 직경 15 [0.39x0.39 또는 직경 0.59] mm [inch]

지원 응용 분야 감지, 정렬, 검사, 랜드마크

지원 마운팅 옵션 로봇 및 외부

로봇 마운트 시 
재구성

12가지 구성 (4 x 3)

로봇 플랜지 기울기 방향

0 - 90 - 180 - 270 0 - 45 - 90 [각도]

감지 반복도 < 2 [< 0.078] mm [inch]

500mm에서 측정된 
감지 정확도(일반)

외부 마운트 로봇 마운트

2 [0.078] 2 [0.078] mm [inch]

최소 검사 감지 크기 5 [0.197] mm [inch]

랜드마크 정확도 **

랜드마크에서 웨이
포인트 거리

최소 오차 일반 오차 최대 오차

200 [7.874] 0.2635 [0.0104] 0.6596 [0.0260] 0.9500 [0.0374] mm [inch]

500 [19.68] 0.6586 [0.0259] 1.6490 [0.0649] 2.3750 [0.0935] mm [inch]

1000 [39.37] 1.3173 [0.0519] 3.2981 [0.1298] 4.7500 [0.1870] mm [inch]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원-픽처 보정, 빠른 프로그래밍 및 원활한 그리퍼 통합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 비전을 로봇 응용 분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로봇 또는 외부에 마운팅이 가능하고 유연하며 적응력이 강한 비전 
시스템은 거의 모든 협업 응용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2.5D 비전은 다양한 높이의 물체 또는  
 적재된 물체에 대한 심도 인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든 로봇 팔을 사용하여 높은 안전성으로 비정형적 응용 분야를 
쉽게 분류하고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물체를 한 번에 감지하여 사이클 타임을 최소화합니다. 

•  로봇 유무에 상관 없이 색상 및 윤곽선을 감지하여 물체를 검사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합니다.

•  자동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동적인 작업 환경에서 작업 수행 및 
모바일 로봇 설정이 가능합니다.

적용 분야:

픽앤플레이스 머신 텐딩

 

OnRobot Eyes
보다 더 간편하게 비전을 로봇 응용 
분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특성 단위

인터페이스 USB-C 3.x

출력 해상도 1280 x 720 [px]

작업 거리 400-1000 [15.75 – 39.37] mm [inch]

작동 온도 0 – 35 [32 – 95] °C [°F]

IP 등급 IP 54

무게 0.260 [0.57] kg [lb]

Eyes 특징 단위

비전 시스템 유형 2.5D

최소 부품 크기 10x10 또는 직경 15 [0.39x0.39 또는 직경 0.59] mm [inch]

지원 응용 분야 감지, 정렬, 검사, 랜드마크

지원 마운팅 옵션 로봇 및 외부

로봇 마운트 시 
재구성

12가지 구성 (4 x 3)

로봇 플랜지 기울기 방향

0 - 90 - 180 - 270 0 - 45 - 90 [각도]

감지 반복도 < 2 [< 0.078] mm [inch]

500mm에서 측정된 
감지 정확도(일반)

외부 마운트 로봇 마운트

2 [0.078] 2 [0.078] mm [inch]

최소 검사 감지 크기 5 [0.197] mm [inch]

랜드마크 정확도 **

랜드마크에서 웨이
포인트 거리

최소 오차 일반 오차 최대 오차

200 [7.874] 0.2635 [0.0104] 0.6596 [0.0260] 0.9500 [0.0374] mm [inch]

500 [19.68] 0.6586 [0.0259] 1.6490 [0.0649] 2.3750 [0.0935] mm [inch]

1000 [39.37] 1.3173 [0.0519] 3.2981 [0.1298] 4.7500 [0.1870] mm [inch]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원-픽처 보정, 빠른 프로그래밍 및 원활한 그리퍼 통합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 비전을 로봇 응용 분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로봇 또는 외부에 마운팅이 가능하고 유연하며 적응력이 강한 비전 
시스템은 거의 모든 협업 응용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2.5D 비전은 다양한 높이의 물체 또는  
 적재된 물체에 대한 심도 인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든 로봇 팔을 사용하여 높은 안전성으로 비정형적 응용 분야를 
쉽게 분류하고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물체를 한 번에 감지하여 사이클 타임을 최소화합니다. 

•  로봇 유무에 상관 없이 색상 및 윤곽선을 감지하여 물체를 검사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합니다.

•  자동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동적인 작업 환경에서 작업 수행 및 
모바일 로봇 설정이 가능합니다.

적용 분야:

픽앤플레이스 머신 텐딩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자재 및 사이즈의 
제품과 사용 가능: 

금속 나무 판지 유기재 로봇 손목 마운트 외부 마운트플라스틱

On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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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진공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60% [진공]

-0.05 - -0.607 [Bar]

1.5 - 17.95 [inHg]

전체 공기 유량 0 - 48 [L/min]

각 채널 공기 유량 0 - 12 [L/min]

유효 하중(기본 부가 장치 포함)
- 10 (1) 20 (2) [kg]

- 22.04 44.09 [lb]

진공 컵 1 16 16 [pcs.]

그리핑 시간 
(진공 목표값 40%로 측정)

- 0.25 (3) - [s]

파지 해제 시간 - 0.4 (3) - [s]

소음 수준 (4) - 67 71 [dB(A)]

진공 펌프 통합 전기 BLDC

먼지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IP 등급 IP54

규격(HxWxL)
264 x 184 x 92 [mm]

10.39 x 7.24 x 3.62 [inch]

무게
2.55 [kg]

5.62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진공 그리퍼로 공압식 그리퍼보다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판지 상자와 기타 불규칙한 모양 및 다공성 표면의 물체를 
적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  무제한의 사용자 지정 기능을 갖춘 다용도 그리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내장된 인텔리전스 및 멀티 채널 기능으로 자동 안전 및 
유연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  완전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진공 그리퍼로 모든 선도적 
로봇과 함께 빠르고 간편한 배치를 제공합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자재 취급

VGP20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진공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60% [진공]

-0.05 - -0.607 [Bar]

1.5 - 17.95 [inHg]

전체 공기 유량 0 - 48 [L/min]

각 채널 공기 유량 0 - 12 [L/min]

유효 하중(기본 부가 장치 포함)
- 10 (1) 20 (2) [kg]

- 22.04 44.09 [lb]

진공 컵 1 16 16 [pcs.]

그리핑 시간 
(진공 목표값 40%로 측정)

- 0.25 (3) - [s]

파지 해제 시간 - 0.4 (3) - [s]

소음 수준 (4) - 67 71 [dB(A)]

진공 펌프 통합 전기 BLDC

먼지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IP 등급 IP54

규격(HxWxL)
264 x 184 x 92 [mm]

10.39 x 7.24 x 3.62 [inch]

무게
2.55 [kg]

5.62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진공 그리퍼로 공압식 그리퍼보다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판지 상자와 기타 불규칙한 모양 및 다공성 표면의 물체를 
적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  무제한의 사용자 지정 기능을 갖춘 다용도 그리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내장된 인텔리전스 및 멀티 채널 기능으로 자동 안전 및 
유연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  완전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진공 그리퍼로 모든 선도적 
로봇과 함께 빠르고 간편한 배치를 제공합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자재 취급

VGP20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진공 그리퍼

일반 속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60% [진공]

-0.05 - -0.607 [Bar]

1.5 - 17.95 [inHg]

전체 공기 유량 0 - 48 [L/min]

각 채널 공기 유량 0 - 12 [L/min]

유효 하중(기본 부가 장치 포함)
- 10 (1) 20 (2) [kg]

- 22.04 44.09 [lb]

진공 컵 1 16 16 [pcs.]

그리핑 시간 
(진공 목표값 40%로 측정)

- 0.25 (3) - [s]

파지 해제 시간 - 0.4 (3) - [s]

소음 수준 (4) - 67 71 [dB(A)]

진공 펌프 통합 전기 BLDC

먼지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IP 등급 IP54

규격(HxWxL)
264 x 184 x 92 [mm]

10.39 x 7.24 x 3.62 [inch]

무게
2.55 [kg]

5.62 [lb]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진공 그리퍼로 공압식 그리퍼보다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판지 상자와 기타 불규칙한 모양 및 다공성 표면의 물체를 
적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  무제한의 사용자 지정 기능을 갖춘 다용도 그리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내장된 인텔리전스 및 멀티 채널 기능으로 자동 안전 및 
유연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  완전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진공 그리퍼로 모든 선도적 
로봇과 함께 빠르고 간편한 배치를 제공합니다.

응용 분야:

머신 텐딩자재 취급

 

OnRobot Eyes
보다 더 간편하게 비전을 로봇 응용 
분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특성 단위

인터페이스 USB-C 3.x

출력 해상도 1280 x 720 [px]

작업 거리 400-1000 [15.75 – 39.37] mm [inch]

작동 온도 0 – 35 [32 – 95] °C [°F]

IP 등급 IP 54

무게 0.260 [0.57] kg [lb]

Eyes 특징 단위

비전 시스템 유형 2.5D

최소 부품 크기 10x10 또는 직경 15 [0.39x0.39 또는 직경 0.59] mm [inch]

지원 응용 분야 감지, 정렬, 검사, 랜드마크

지원 마운팅 옵션 로봇 및 외부

로봇 마운트 시 
재구성

12가지 구성 (4 x 3)

로봇 플랜지 기울기 방향

0 - 90 - 180 - 270 0 - 45 - 90 [각도]

감지 반복도 < 2 [< 0.078] mm [inch]

500mm에서 측정된 
감지 정확도(일반)

외부 마운트 로봇 마운트

2 [0.078] 2 [0.078] mm [inch]

최소 검사 감지 크기 5 [0.197] mm [inch]

랜드마크 정확도 **

랜드마크에서 웨이
포인트 거리

최소 오차 일반 오차 최대 오차

200 [7.874] 0.2635 [0.0104] 0.6596 [0.0260] 0.9500 [0.0374] mm [inch]

500 [19.68] 0.6586 [0.0259] 1.6490 [0.0649] 2.3750 [0.0935] mm [inch]

1000 [39.37] 1.3173 [0.0519] 3.2981 [0.1298] 4.7500 [0.1870] mm [inch]

기술 사양

생산 증가
•  원-픽처 보정, 빠른 프로그래밍 및 원활한 그리퍼 통합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 비전을 로봇 응용 분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로봇 또는 외부에 마운팅이 가능하고 유연하며 적응력이 강한 비전 
시스템은 거의 모든 협업 응용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2.5D 비전은 다양한 높이의 물체 또는  
 적재된 물체에 대한 심도 인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든 로봇 팔을 사용하여 높은 안전성으로 비정형적 응용 분야를 
쉽게 분류하고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물체를 한 번에 감지하여 사이클 타임을 최소화합니다. 

•  로봇 유무에 상관 없이 색상 및 윤곽선을 감지하여 물체를 검사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합니다.

•  자동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동적인 작업 환경에서 작업 수행 및 
모바일 로봇 설정이 가능합니다.

적용 분야:

픽앤플레이스 머신 텐딩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자재 및 크기의 
제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GP20

플라스틱 금속 유광 포장 유리판지

www.myCobot.co.kr



자재 물류

Applications:

Grab & Go – 유연하고,  
조절 가능한전자 진공 그리퍼

응용 분야: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진공 5 %

-0.05
1.5

80 %
-0.810
24

[Vacuum]
[Bar]
[inHg]

공기 흐름 0 12 [Nl/min]
하중 0

0
15
33

[kg]
[lb]

권장 제작물 크기 10x10
0.5x0.5

500x500
20x20

[mm]
[inch]

진공컵 1 16 [pcs.]
그리핑 시간 - 0.35 - [s]
놓는 시간 - 0.20 - [s]
진공 펌프 통합, 전기 BLDC
팔 4, 수동 조정 가능, 2 진공 채널
IP 분류 IP54
부피 (접혔을 때) 105 x 146 x 146

4.13 x 5.75 x 5.75
[mm]
[inch]

부피 (펴졌을 때) 105 x 390 x 390
4.13 x 15.35 x 15.35

[mm]
[inch]

무게 1.62
3.57

[kg]
[lb]

VG10 기술 사양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개봉 직후 배치 – 로봇 팔에 부착하고 제품에 맞춰 

그리퍼를 설정 – 더 빠른 생산성과 ROI 제공.

•  외부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 정비 비용 감축 및 배치
의 가속화.

•  듀얼 그리퍼 기능으로 사이클 타임 단축.

자재 물류

Applications:

Grab & Go – 유연하고,  
조절 가능한전자 진공 그리퍼

응용 분야: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진공 5 %

-0.05
1.5

80 %
-0.810
24

[Vacuum]
[Bar]
[inHg]

공기 흐름 0 12 [Nl/min]
하중 0

0
15
33

[kg]
[lb]

권장 제작물 크기 10x10
0.5x0.5

500x500
20x20

[mm]
[inch]

진공컵 1 16 [pcs.]
그리핑 시간 - 0.35 - [s]
놓는 시간 - 0.20 - [s]
진공 펌프 통합, 전기 BLDC
팔 4, 수동 조정 가능, 2 진공 채널
IP 분류 IP54
부피 (접혔을 때) 105 x 146 x 146

4.13 x 5.75 x 5.75
[mm]
[inch]

부피 (펴졌을 때) 105 x 390 x 390
4.13 x 15.35 x 15.35

[mm]
[inch]

무게 1.62
3.57

[kg]
[lb]

VG10 기술 사양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개봉 직후 배치 – 로봇 팔에 부착하고 제품에 맞춰 

그리퍼를 설정 – 더 빠른 생산성과 ROI 제공.

•  외부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 정비 비용 감축 및 배치
의 가속화.

•  듀얼 그리퍼 기능으로 사이클 타임 단축.

자재 물류

VGC10
모든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컴팩트
한 진공 그리퍼

응용 분야:

일반 특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0.05
1.5

-
-
-

80 %
-0.810
24

[진공]
[Bar]
[inHg]

기류 0 12 [Nl/분]

페이로드 0 -
15
33

[kg]
[lb]

권장 공작물 크기 무제한, 사용자 지정 암에 따라 다름

진공 컵 1 - 7 [개]

그리핑 시간 - 0.35 - [초]

놓기 시간 - 0.20 - [초]

진공 펌프 통합됨, 전기 BLDC

암 교체 가능, 사용자 지정 가능
분진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IP 등급 IP54

치수(접었을 때) 101 x 100 x 100
3.97 x 3.94 x 3.94

[mm]
[inch]

무게 0.814
1.79

[kg]
[lb]

VGC10 기술 사양

생산력 증가
•  무제한의 맞춤화가 가능한 유연한 전동식  

진공 그리퍼로, 모든 응용 분야 요구사항에  
적합함

•  소형 경량 그리퍼는 좁은 공간에 적합하지만 최대 
15kg까지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음

•  외부 공기 공급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유지관리비
가 감소하고 더욱 빠르게 배치할 수 있음

머신 텐딩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속 반짝이는 포장재 유리플라스틱

VG10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속 반짝이는 포장재 유리플라스틱

VG10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유광 포장 유리플라스틱

VG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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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물류

Applications:

Grab & Go – 유연하고,  
조절 가능한전자 진공 그리퍼

응용 분야: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진공 5 %

-0.05
1.5

80 %
-0.810
24

[Vacuum]
[Bar]
[inHg]

공기 흐름 0 12 [Nl/min]
하중 0

0
15
33

[kg]
[lb]

권장 제작물 크기 10x10
0.5x0.5

500x500
20x20

[mm]
[inch]

진공컵 1 16 [pcs.]
그리핑 시간 - 0.35 - [s]
놓는 시간 - 0.20 - [s]
진공 펌프 통합, 전기 BLDC
팔 4, 수동 조정 가능, 2 진공 채널
IP 분류 IP54
부피 (접혔을 때) 105 x 146 x 146

4.13 x 5.75 x 5.75
[mm]
[inch]

부피 (펴졌을 때) 105 x 390 x 390
4.13 x 15.35 x 15.35

[mm]
[inch]

무게 1.62
3.57

[kg]
[lb]

VG10 기술 사양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개봉 직후 배치 – 로봇 팔에 부착하고 제품에 맞춰 

그리퍼를 설정 – 더 빠른 생산성과 ROI 제공.

•  외부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 정비 비용 감축 및 배치
의 가속화.

•  듀얼 그리퍼 기능으로 사이클 타임 단축.

자재 물류

Applications:

Grab & Go – 유연하고,  
조절 가능한전자 진공 그리퍼

응용 분야:

일반 속성 최소 최대 단위
진공 5 %

-0.05
1.5

80 %
-0.810
24

[Vacuum]
[Bar]
[inHg]

공기 흐름 0 12 [Nl/min]
하중 0

0
15
33

[kg]
[lb]

권장 제작물 크기 10x10
0.5x0.5

500x500
20x20

[mm]
[inch]

진공컵 1 16 [pcs.]
그리핑 시간 - 0.35 - [s]
놓는 시간 - 0.20 - [s]
진공 펌프 통합, 전기 BLDC
팔 4, 수동 조정 가능, 2 진공 채널
IP 분류 IP54
부피 (접혔을 때) 105 x 146 x 146

4.13 x 5.75 x 5.75
[mm]
[inch]

부피 (펴졌을 때) 105 x 390 x 390
4.13 x 15.35 x 15.35

[mm]
[inch]

무게 1.62
3.57

[kg]
[lb]

VG10 기술 사양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개봉 직후 배치 – 로봇 팔에 부착하고 제품에 맞춰 

그리퍼를 설정 – 더 빠른 생산성과 ROI 제공.

•  외부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 정비 비용 감축 및 배치
의 가속화.

•  듀얼 그리퍼 기능으로 사이클 타임 단축.

자재 물류

VGC10
모든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컴팩트
한 진공 그리퍼

응용 분야:

일반 특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0.05
1.5

-
-
-

80 %
-0.810
24

[진공]
[Bar]
[inHg]

기류 0 12 [Nl/분]

페이로드 0 -
15
33

[kg]
[lb]

권장 공작물 크기 무제한, 사용자 지정 암에 따라 다름

진공 컵 1 - 7 [개]

그리핑 시간 - 0.35 - [초]

놓기 시간 - 0.20 - [초]

진공 펌프 통합됨, 전기 BLDC

암 교체 가능, 사용자 지정 가능
분진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IP 등급 IP54

치수(접었을 때) 101 x 100 x 100
3.97 x 3.94 x 3.94

[mm]
[inch]

무게 0.814
1.79

[kg]
[lb]

VGC10 기술 사양

생산력 증가
•  무제한의 맞춤화가 가능한 유연한 전동식  

진공 그리퍼로, 모든 응용 분야 요구사항에  
적합함

•  소형 경량 그리퍼는 좁은 공간에 적합하지만 최대 
15kg까지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음

•  외부 공기 공급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유지관리비
가 감소하고 더욱 빠르게 배치할 수 있음

머신 텐딩

자재 물류

VGC10
모든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컴팩트
한 진공 그리퍼

응용 분야:

일반 특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0.05
1.5

-
-
-

80 %
-0.810
24

[진공]
[Bar]
[inHg]

기류 0 12 [Nl/분]

페이로드 0 -
15
33

[kg]
[lb]

권장 공작물 크기 무제한, 사용자 지정 암에 따라 다름

진공 컵 1 - 7 [개]

그리핑 시간 - 0.35 - [초]

놓기 시간 - 0.20 - [초]

진공 펌프 통합됨, 전기 BLDC

암 교체 가능, 사용자 지정 가능
분진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IP 등급 IP54

치수(접었을 때) 101 x 100 x 100
3.97 x 3.94 x 3.94

[mm]
[inch]

무게 0.814
1.79

[kg]
[lb]

VGC10 기술 사양

생산력 증가
•  무제한의 맞춤화가 가능한 유연한 전동식  

진공 그리퍼로, 모든 응용 분야 요구사항에  
적합함

•  소형 경량 그리퍼는 좁은 공간에 적합하지만 최대 
15kg까지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음

•  외부 공기 공급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유지관리비
가 감소하고 더욱 빠르게 배치할 수 있음

머신 텐딩 자재 물류

VGC10
모든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컴팩트
한 진공 그리퍼

응용 분야:

일반 특성 최소 일반 최대 단위
진공 5 %

-0.05
1.5

-
-
-

80 %
-0.810
24

[진공]
[Bar]
[inHg]

기류 0 12 [Nl/분]

페이로드 0 -
15
33

[kg]
[lb]

권장 공작물 크기 무제한, 사용자 지정 암에 따라 다름

진공 컵 1 - 7 [개]

그리핑 시간 - 0.35 - [초]

놓기 시간 - 0.20 - [초]

진공 펌프 통합됨, 전기 BLDC

암 교체 가능, 사용자 지정 가능
분진 필터 통합형 50μm, 현장 교체 가능
IP 등급 IP54

치수(접었을 때) 101 x 100 x 100
3.97 x 3.94 x 3.94

[mm]
[inch]

무게 0.814
1.79

[kg]
[lb]

VGC10 기술 사양

생산력 증가
•  무제한의 맞춤화가 가능한 유연한 전동식  

진공 그리퍼로, 모든 응용 분야 요구사항에  
적합함

•  소형 경량 그리퍼는 좁은 공간에 적합하지만 최대 
15kg까지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음

•  외부 공기 공급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유지관리비
가 감소하고 더욱 빠르게 배치할 수 있음

머신 텐딩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속 반짝이는 포장재 유리플라스틱

VG10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유광 포장 유리플라스틱

VGC10

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속 반짝이는 포장재 유리플라스틱

VG10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유광 포장 유리플라스틱

VG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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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HEX 힘/토크 센서

금속 목재 유리플라스틱

응용 분야:

자재 절삭 조립 품질 시험 

Touch & Go – 촉각을 이용한 
자동화의 단순화

자재 물류

일반 속성 6-축 힘/토크 센서 단위

Fxy Fz Txy Tz
정격 용량 (N.C) 200 200 10 5.5 [N] [Nm]
정격 용량에서  
단일 축 변형 (typical)

± 1.7
± 0.067

± 0.3
± 0.011

± 2.5
± 2.5

± 5
± 5

[mm] [°]
[inch] [°]

감도(무소음) 0.2 0.8 0.01 0.002 [N] [Nm]
IP 67
부피 (HxWxL) 50 x 71 x 93

1.97 x 2.79 x 3.66
[mm]
[inch]

일반 속성 6-축 힘/토크 센서 단위

Fxy Fz Txy Tz
정격 용량 (N.C) 200 200 20 13 [N] [Nm]
정격 용량에서  
단일 축 변형 (typical)

± 0.6
± 0.023

± 0.25
± 0.009

± 2
± 2

± 3.5
± 3.5

[mm] [°]
[inch] [°]

감도(무소음) 0.5 1 0.036 0.008 [N] [Nm]
IP 67
부피 50 x 71 x 93

1.97 x 2.79 x 3.66
[mm]
[inch]

HEX-H QC 기술 사양

HEX-E QC 기술 사양

생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유연한 센서로 기존에 불가능했던 작업의 자동화 

가능성 확장.

•  개봉 직후 통합으로 정밀 삽입 작업의 배치 시간 단축 
획기적으로 단축.

•  높은 정확도의 센서 기술은 삽입 조립 작업의 질을 
95% 향상.

•  센서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사이클 타임을 60% 
가속화하여 동일 근로자 수 대비 많은 생산량 실현.

•  손쉬운 프로그래밍으로 복잡한 연마 작업을 하루만에 
가능하게 함.



퀵 체인저 및  
듀얼 퀵 체인저 브라켓
듀얼 퀵 체인저를 사용하면 한 번에 두 개의 툴을 
사용하여 로봇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생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툴을 신속하게 교체하십시오.퀵 체인저 

          듀얼 퀵 체인저 

듀얼 그리퍼:
•  듀얼 그리퍼는 사이클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50 %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 비용 회수 시간 단축,  

짧게는 3개월 이내에 ROI 실현이 가능합니다.

www.myCob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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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line Smart Elements
컴팩트 스마트 I/O 시스템
Axioline Smart Elements 는 컴팩트 스마트 I/O 시스템입니다. 경쟁사 대비 25% 이상 공간 절약이 가능한
15 mm 폭으로 최대 32개의 I/O 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어 설치 공간이 협소한 소형 판넬이나 박스에 적합합니다. 
Smart element 백플레인 슬롯에 간단히 꽂아 I/O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제품 설명

 제품 주요 특징

 통신 프로토콜

Backplane module

경쟁사 대비 25% 이상 공간 절약 가능

고성능 이더넷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 - FL SWITCH 1000 시리즈

구성

Smart element

Slot cover (Dummy)

▶ 4개 및 6개 슬롯 타입
▶ 공간 절약 가능

▶ Element I/O 용 전원 최대 16A

▶ 울트라 슬림 사이즈 
▶ 15 mm 폭으로 최대 32개의 
  I/O 포인트 구성 가능

▶ 0.5mm²~ 1.5mm²배선 가능

▶ Profinet 및 Ethernet/IP 등의  
 산업용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트래픽 우선 순위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안정화
▶ 현장 상황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어댑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설치 가능

▶ Axioline F 시리즈 버스 커플러와
  I/O 모듈을 자유롭게 혼합 가능

▶ PLCnext PLC와 직접 연결 가능

▶ 다양한 Smart element 제공
▶ 디지털 입력 / 출력, 아날로그 입력 / 출력,  
 IO-Link, 카운터, 인코더, 시리얼 통신,  
 세이프티 입력 / 출력  중에서 선택 가능 
▶ 백플레인 슬롯에 자유롭게 결합 및 삽입 가능

▶ 향후 I/O 구성을 위해 빈 슬롯에  

 슬롯 커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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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user

Weight [kg]

Voltage [VDC]

Dimensions [mm]

Flange interface

Wrist

Colour

Glove

Max payload [kg]

Educational, Academic, R&D Industrial

0.78

0.83
1.7

12.24

integrated

191

250
71

fixed 12 pitch pre-sets (0˚-90˚)

185

244
83

width

length
thickness

ISO 9409-1-31.5-4-M5

ISO 9409-1-40-4-M6

ISO 9409-1-50-4-M6

interchangeable

24

0.99

0.6
2.0

pinch grasp
power grasp

 

 

 

 

 

 
 
 

–

–

   
 

Communication protocol

EtherCAT, UDP, Digital I/Os

External

IP65

Embedded

Franka App

RS-485

C/C++API
UR+

Software

Electronic Driver

IP Code

Normative compliance

available on request

ISO 12100, ISO/TS 15066, 
ISO 13849-1/-2, ISO 10210-1/-2,

ISO 9409-1-50-4-M6, ISO/TR 20218-1,
IEC 60529, IEC 6100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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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technical data

1

6

78

5

4

3

2

1

6
7
8

5
4
3
2

white

pink
blue
red

grey
yellow
green
brown

CONNECTOR PIN-OUT # PURPOSE

white

pink

blue

red

grey

yellow

green

brown

1

6

7

8

5

4

3

2

SSI 5 VDC

SSI data -

motor phase 1

motor phase 2

SSI data +

SSI clock -

SSI clock +

SSI GND

WIRE COLOR

ELECTRICAL CONNECTIONS

SoftHand
I N D U S T R Y

external
driver

main cable

power supply unit

robot controller
6

2

RJ-45, DI/DO

provided by qbrobotics®not provided

KINEMATICS

rigid joints

mobile joints

dampers

5°

81

63

15°

R172

90°

156

86

92

wrist mounting workspace

�ngers workspace

OPERATIVE WORKSPACE

pinch grasp

sphere,
mass M

power grasp

hand �ngers

sphere,
mass M

hanging

cylinder,
mass M

g

shapes diameters: 15-30-45-60-75-90 [mm]

cylinder length: 150 [mm]

friction factor: 0,8±0,1 1

safe limits are intended w.r.t. ISO/TS 15066 2,3

1 hand rubber glove vs ABS plastics
2 maximum stopping acceleration = 30m/s2

3 restricted objects are detailed in the user manual

CHART NOTES

The Seller grants the conformity of the product. A slight — non essential approximation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as 
represented in Seller’s catalogues, price lists, advertisements or any other publica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lack of conform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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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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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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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56 



www.myCobot.co.kr

additional technical data
The Seller grants the conformity of the product. A slight — non essential approximation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as

represented in Seller’s catalogues, price lists, advertisements or any other publica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lack of conformity.

SoftHand
R E S E A R C H

main cable

power supply unit

robot controller

provided by qbrobotics®not provided

USB

dummy
24V

RS485

ELECTRICAL CONNECTIONS

shapes diameters: 15-30-45-60-75-90 [mm]

cylinder length: 150 [mm]

friction factor: 0,8±0,1 1

1 hand rubber glove vs ABS plastics

pinch grasp

sphere,
mass M

power grasp

hand �ngers

sphere,
mass M

hanging

cylinder,
mass M

g

CHART NOTESKINEMATICS

rigid joints

mobile joints

dampers

FINGERS WORKSPACE
5°

105

63

10°
2°

163

87

92

1

6

78

5

4

3

2

1

6
7
8

5
4
3
2

white

pink
blue
red

grey
yellow
green
brown

# PURPOSE

white

pink

blue

red

grey

yellow

green

brown

1

6

7

8

5

4

3

2

RS485 +

GND

24V DC

GND

24V DC

RS485 -

WIRE COLORCONNECTOR PIN-OUT



58 

에너지 사용 분석



Servo-Electric Grippers

DH-ROBOTICS

en.dh-robo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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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Customers Around the World Are Using
DH-ROBOTICS Grippers！

Precise Force Control Electric Grippers

DH-ROBOTICS

Precise

Intelligent

Flexible

User-friendly

AG Series
Adaptive Gripping

Plug & Play

PGS Series
Small Size 
High Speed

RGI Series
Gripping & 

Infinite Rotation

RGE Series
Small Size 

Flexible Installation 
High SpeedPGC Series

High IP Grade
Heavy Load 

PGI Series
Heavy Load
Long Stroke

CG Series
Three Fingers

Force Adjustable

CGI-100

PGI-100

PGC-300

PGC-140

PGI-50

PGE-2
PGE5 PGE-8

PGE-15

PGE-50

CGE-10

CGC-80 DH-3
AG-95

AG-145

PGS-5

RGI-14

RGI-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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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Customers Around the World Are Using
DH-ROBOTICS Grippers！

Precise Force Control Electric Grippers

DH-ROBOTICS

Precise

Intelligent

Flexible

User-friendly

AG Series
Adaptive Gripping

Plug & Play

PGS Series
Small Size 
High Speed

RGI Series
Gripping & 

Infinite Rotation

RGE Series
Small Size 

Flexible Installation 
High SpeedPGC Series

High IP Grade
Heavy Load 

PGI Series
Heavy Load
Long Stroke

CG Series
Three Fingers

Force Adjustable

CGI-100

PGI-100

PGC-300

PGC-140

PGI-50

PGE-2
PGE5 PGE-8

PGE-15

PGE-50

CGE-10

CGC-80 DH-3
AG-95

AG-145

PGS-5

RGI-14

RGI-30

RGI Series 
(Rotary Gripper) 

www.dh-robotics.com 

DH-Robotics Technology Co.,Ltd

DH-3 Series 
(Adaptive Gripper) 

PGE Series 
(Slim-type Gripper)

Gripping & Infinite Rotation

Adjustable Rotation Angle and Torque

Force & Position Control

High Repeat Accuracy

Plug & Play

Parallel / Centric Gripping

Adaptive and Smart Detection

Large Stroke, Force Adjustable

Small Size | Flexible Installation

Precise Force Control for Industrial 
Application

High Speed and Quick Response

Easy 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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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0 N

AG-95
Linkage-type adaptive grippers

Mechanical specifications

95 mm

Mx：

My:

4.75 N·m

4.75 N·m

Mz: 4.75 N·m

24 V DC ± 10%

0.8 A

1.5 A

IP 54

DH-ROBOTICS

Nominal voltage

Nominal current

Peak current

0~40°C， 85% RH under

Ingress protection rating

Recommended operating
environmen

Communication 
interface

Standard： Modbus RTU（RS485）， Digital I/O

Optional： TCP/IP, USB2.0, CAN2.0A,PROFINET,EtherCAT

*取决于抓取物体形状、接触面材料与摩擦力以及运动加速度等因素，
抓取物体的重心偏移也会影响到负载，如有问题请咨询我们。

Electrical specifications

Mx

Mz
Fz

My

Maximum recommended load**

Position repeatability (both sides)

Opening/closing time

Driving method Screw drive +Linkage system

0.7 s/0.7 s

± 0.03 mm

Weight

Noise emission

1 kg

< 50 dB

3 kg

162.3

26

119

109

95

34

18
4.

6

13
4.

5

53.6

21

17.5

Ø 67

5

4.
5

10
17.5

2-Ø 3.5 Through
Ø 6 3.2

5

10
Ø 3 3.1

4.
5

93

28
.6

4-Ø 6.5 Through

Ø12.5 4.2
EQUALLY SPACE

P.C.D. Ø 50

67

5

3.5

Ø
31

.5

Depth

Depth

Depth

23

Gripping force(per jaw) Opening/closing
stroke(both sides)

Allowable vertical
load (static)

Allowable vertical
load (static)

Fz： 300 N

Customize finger installation size

Conform to ISO ����-�-��-�-M� Standard flange

DH-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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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5 N

AG-145

145 mm

Mx：

My:

1.95 N·m

1.95 N·m

Mz: 1.95 N·m

24 V DC ± 10%

0.8 A

1.5 A

IP 54

DH-ROBOTICS

My

0.7 s/0.7 s

± 0.03 mm

1.3 kg

4.
5

10
17.5

2-Ø 3.5 Through
Ø 6 3.2

5

10
Ø 3 3.1

4.
5

93

28
.6

4-Ø 6.5 Through

Ø12.5 4.2
EQUALLY SPACE

P.C.D. Ø 50

67

5

3.5

Ø
31

.5

Depth

Depth

Depth

212.3

26

145

159

169

34
13

4.
5

20
3.

9

67

5

53.6

21
17.5

Mx

Mz
Fz

24

< 50 dB

2 kg

Linkage-type adaptive grippers
Gripping force(per jaw) Opening/closing

stroke(both sides)

Allowable vertical
load (static)

Allowable vertical
load (static)

Fz： 300 N Nominal voltage

Nominal current

Peak current

0~40°C， 85% RH under

Ingress protection rating

Recommended operating
environmen

Communication 
interface

Standard： Modbus RTU（RS485）， Digital I/O

Optional： TCP/IP, USB2.0, CAN2.0A,PROFINET,EtherCAT

*取决于抓取物体形状、接触面材料与摩擦力以及运动加速度等因素，
抓取物体的重心偏移也会影响到负载，如有问题请咨询我们。

Electrical specifications

Mechanical specifications

Maximum recommended load**

Position repeatability (both sides)

Opening/closing time

Driving method

Weight

Noise emission

Screw drive +Linkage system

Customize finger installation size

Conform to ISO ����-�-��-�-M� Standard flange

DH-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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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3

Mx：

My:

Mz:

24 V DC ± 10%

0.5 A

1 A

0~40°C， 85% RH under

Nominal voltage

Nominal current

Peak current

Recommended operating
environmen

DH-ROBOTICS

Electrical specifications

Mx

Mz
Fz

My

0.7 s/0.7 s

± 0.03 mm

1.68 kg

2.5 N·m

2 N·m

3 N·m

Finger rotate 0°

Finger rotate 30°

Finger rotate 90°

170

114

163

104

15

106

21
3.

5

133

11
0

118

72.2

70

P.C.D. Ø 50

70

Ø
31

.5

4.5

3
4-Ø 6.5 Through

Ø12.5 4.2
EQUALLY SPACE

Depth

< 50 dB

25

*取决于抓取物体形状、接触面材料与摩擦力以及运动加速度等因素，
抓取物体的重心偏移也会影响到负载，如有问题请咨询我们。

1.8 kg

Linkage-type adaptive grippers

106 mm (parallel)
122 mm (centering)

Gripping force(per jaw) Opening/closing
stroke(both sides)

10~65 N

Allowable vertical
load (static)

Allowable vertical
load (static)

Fz： 300 N

Communication 
interface

Standard： Modbus RTU（RS485）， Digital I/O

Optional： TCP/IP, USB2.0, CAN2.0A,PROFINET,EtherCAT

Mechanical specifications

Maximum recommended load**

Position repeatability (both sides)

Opening/closing time

Driving method

Weight

Noise emission

Screw nut + gear drive + 
linkage mechanism

Conform to ISO ����-�-��-�-M� Standard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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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nVent.com/ERIFLEX

Flexibar Advanced

WHY IS FLEXIBAR ADVANCED A SAFER 
INSULATION?

Low smoke features:

• Generates less corrosive smoke as per IEC 61034-2, ISO 
5659-2 and UL 2885.

• Improves visibility for people to be able to easily locate the 
emergency exit and also allows rescue workers to better 
assess an emergency situation. 

The halogen–free feature enables: 

• Reduction in the quantity of toxic smoke

• Minimum of toxicity with no halogens (according to UL 2885, 
IEC 60754-1 and IEC 62821-1)

• Use in enclosed spaces for specific applications such as 
submarines, switchboards, and other enclosed environments 
that require a low emissions solution

The flame retardant portion of the test illustrates the 
self-extinguish feature:

• Compliant with the UL 94-V0 and Glow wire test @ 960°C 
(IEC 60695-2) testing standard. 

• Reduces the risk of the spread of fire

• Less damage to your electrical installation

UNIQUE - SAFER - FLEXIBLE 

Flexibar Advanced has a unique insulation on the market 
that combine low smoke, halogen-free and flame retardant 
features that improve both the reliability of your electrical 
installation and safety for equipment and people. 

FLEXIBAR ADVANCED 
UNIQUE – SAFER – FLEXIBLE

•  Conductor is electrolytic tinned copper (Cu-ETP)

•  Insulation is a high-resistance TEP Low Smoke, 
Halogen Free and Flame Retardant (LSHFFR), compound:

 – Typical elongation: 500%

 – Working temperature: -50°C to 115ºC

 – Typical thickness: 1.8 mm 

 –  Self-extinguishing:  
UL 94-V0 and IEC 60695-2-11 (Glow Wire Test 960 °C)

 – Dielectric strength: 20kV/mm

 – Nominal voltage: 1000 V AC/1500 V DC (IEC - UL - CSA)

 – Dielectric strength: 20kV/mm

기·획·제·품
다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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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PLUG + PLAY COMPONENTS

SOFTWARE

EPICK AIRPICK

3F

FORCE TORQUE  
SENSOR

WRIST CAMERA

2F-85 2F-140

CNC MACHINE 
TENDING KIT

APPLICATION KITS

HAND-E

SURFACE 
FINISHING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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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 Place Machine TendingAssembly Quality Testing

ADAPTATIVE GRIPPER

THE GRIPPER  
FOR COLLABORATIVE 
ROBOTS 
• Plug + Play and easy to program

• Ideal for precision assembly tasks

• Ergonomic shape for hand‑guiding

• Built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nd harsh 
environments

• Automatic part detection, position 
feedback, and part validation 

Stroke (adjustable) 50 mm 2 in

Grip force (adjustable) 20 to 185 N 4.5 to 41 lbf

Form-fit grip payload 5 kg 11 lbs

Friction grip payload* 4,7 kg 8.8 lbs

Gripper weight 1 kg 2 lbs

Position resolution (fingertip) 0.4 mm

Closing speed (adjustable) 20 to 150 mm/s 0.8 to 5.9 in/s

Communication protocol Modbus RTU (RS-485)

Ingress protection (IP) rating IP67

* Calculated for the use of silicon covered fingertips to grip a steel object, at a low robot acceleration.
** All specifications provided for reference only. See user manual at support.robotiq.com for official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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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85 2F-140
Stroke (adjustable) 85 mm 140 mm

Grip force (adjustable) 20 to 235 N 10 to 125 N

Form-fit grip payload 5 kg 2.5 kg

Friction grip payload 5 kg 2.5 kg

Gripper weight 0.9 kg 1 kg

Position resolution (fingertip) 0.4 mm 0.6 mm

Closing speed (adjustable) 20 to 150 mm/s 30 to 250 mm/s

Communication protocol Modbus RTU (RS-485), RS-485, RS-232

Ingress protection (IP) rating IP40 IP40

* All specifications provided for reference only. See user manual at support.robotiq.com for official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Pick & Place Machine TendingAssembly Quality Testing

2F ADAP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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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 DESIGN
• Rugged and reliable
• Fully metallic
• High payload

Stroke (programmable) 155 mm

Grip force  (programmable) 30 to 70 N

Form-fit grip payload 10 kg

Friction grip payload 2.5 kg

Finger position repeatability (fingertip grip) 0.05 mm

Closing speed  (programmable) 22 to 110 mm/s

Gripper weight 2.3 kg

Primary communication protocol Modbus RTU (RS-485)

Secondary communication protocol options Modbus TCP, EtherNet/IP, PROFINET, EtherCAT, DeviceNet,
CANopen

* All specifications are provided for reference only. See User Manual at support.robotiq.com for official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3-FINGER ROBOT

EXTREMELY WIDE STROKE

Adjust the gripper’s position, 
speed, and force until it grasps 
your object perfectly

Open up to 155 mm with the 
encompassing grip mode

TAKE FULL CONTROL

Pick & Place Machine TendingAssembly Qualit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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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 HANDLING FOR YOUR APPLICATIONS

PackagingPalletizing

AIR PICK E PICK

Pick & Place Machine TendingAssembly

EPick AirPick

Energy source Electricity Compressed air

Gripper weight 710 g 481 g

Maximum Vacuum level 80% 85%

Maximum Vacuum flow 12 L/min 52,7 L/min

Air consumption - 135,9 L/min

Minimum Feed pressure - 3 bar

Maximum Feed pressure - 7 bar

Connection, compressed air - 8 mm OD Tube

Operating ambient temperature 5 to 40 °C 0 to 50 °C

Humidity 20-80% non condensing 20-80% non condensing

SPECIFICATIONS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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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Offset Tag 
Ref. 564PDF

VISUAL OFFSETCAD IMPORT CODE READING

EASY TO USE
• Teach, edit, and run via the teach pendant 
• Accelerate changeovers with Visual Offset
• Operate with any expertise level

VISION MADE FOR UNIVERSAL ROBOTS

WRIST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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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 REPEATABLE
PART DETECTION

Sensor & Optics 5 MP color sensor, electrically adjustable focus, 70 mm to infinity

Integrated Lighting Two units (diffused white LED)

Programmable Parameters

• CAD file import teaching (.dxf) 
• Automatic part teaching (user defined arbitrary shape)
• Parametric part teaching (circle, ring, square, rectangle)
• Edge editing, object color and clearance validation 
• Automatic and manual camera parameters: exposure, focus, LED lighting, white balance

Electrical Direct communication with UR controller (via USB), and power supply from controller (24 V)

Weight 160 g

Operating Temperature 0°C to 50°C

Camera Internal Image Buffer DRAM memory
* All specifications are provided for reference only. See User Manual at support.robotiq.com for official specifications.

Benef

BENEFITSFEATURES
CAD Import

One-click workplane

Auto-pick

Teach a model using your own CAD file

Create additional workplanes for your pick and place  
application with only one click

Automatically creates the picking action with  
a centered position

Parametric part teaching

Gripper clearance check

Visual offset

Ideal for faster blank programming 

Robust program minimizes production downtime 

Use the Robotiq tag to offset the robot program  
and accelerate changeovers

1D and 2D barcode reading

Image saving

Perform real time quality control

Trace parts in a product assembly
Program picture parameters for a personalized  
visual traceability

Shape programming wizard 

Assembly management

Program complex parts in minutes 

Simultaneously manage different parts for flexible  
assembly sequences
Enables robot to work in structured or unstructured  
environments

 PICK & PLACE

 MACHINE TENDING

 QUALITY TESTING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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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 Place Machine TendingQuality TestingAssemblyInsertion Finishing

FX FY FZ MX MY MZ
Measuring range ± 300 N ± 30 Nm

Overload capacity 500% 500%

Signal noise 0.1 N 0.005 Nm 0.003 Nm

Recommended threshold for contact detection 1 N 0.02 Nm 0.01 Nm

Tool deflection at maximum measurable load 0.01 mm 0.17 deg 0.09 deg

External noise sensitivity Immune

Data output rate (data stream mode) 100 Hz

Weight 440 g

Communication protocol Modbus RTU / Data stream (RS-485)

IP Rating IP65

* All specifications are provided for reference only. See User Manual at support.robotiq.com for official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THE PIONEER OF  
COBOT FORCE TORQUE 
SENSORS 
• Plug + Play for quick and easy integration
• Fully metallic hardware suited for industrial needs
• Wear‑free sensing technology means no calibration 

needed, no production downtime
• High resolution and no loss of precision over time
• Force Copilot programming software included 

FORCE TORQUE SENSOR

 FT 3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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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E PART LOCATION
The contact offset node uses reference points on the part to 
validate its position. If there’s a slight change, the robot program 
automatically adapts all related parameters.

SUPPORTED MATERIALS

Random orbital sander

Maximum air supply 6.2 bar (90 PSI)

Air flow (full speed) 450 L/min (16 SCFM)

Pad diameter 5”

Media Hook and loop; 5 holes

Orbit diameter 3/16”

Maximum speed 12,000 RPM

Air supply inlet 1/4” NPT thread

Dust exhaust Central vacuum ready; 
1” (25 mm) diameter. 

SPECIFICATIONS

Robotiq bracket

Weight 0.42 kg

Added height 9 mm

Compatible sanders

Dynabrade 56854B, 56819B, 
56830B, 56863B, 56844B, 

57404B, 57814B

Control valve

Air supply inlet/outlet 1/4” NPT thread

Sanding media kit

Grits 60, 80, 120, 320, 400

WOOD PLASTIC    METAL FIBERGLASS            SOLID SURFACE         CARBON FIBER

GENERATE A FINISHING PATH
IN MINUTE
Program complex finishing trajectories by teaching less 
than 10 waypoints, even on complex, spherical surfaces. 
Apply constant force at each cycle.

PRO TIPS
Robotiq is a pioneer in force control for collaborative robots. 
Our sanding e-learning platform includes our best lessons learned in the past
10 years. Use it to save hours of programming: elearning.roboti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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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 ONE 
OF THE TOUGHEST,
DIRTIEST JOBS

• Save hours of programming
• Increase quality and productivity
• Reduce worker injuries
• The only complete sanding solution

for Universal Robots

SANDING KIT

WHAT’S INCLUDED

• Finishing Colilot
• Orbital tool
• Braket
• Sanding Media
• Quick Start Guide
• Air control Accessories

www.myCob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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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anding e-learning platform includes our best lessons learned in the past
10 years. Use it to save hours of programming: elearning.robotiq.com.

9

1
4

7

852

3 6

32

AUTOMATE ONE 
OF THE TOUGHEST,
DIRTIEST JOBS
• Save hours of programming
• Increase quality and productivity
• Connect with the world’s leading       
 finishing tools

SURFACE FINISHING KIT

WHAT’S INCLUDED
• Finishing Copilot dongle license
• Mirka mechanical bracket
• Dynabrade mechanical bracket 
• Valve accessories kit
• Robot program template

33

SUPPORTED MATERIALS

WOOD PLASTIC    METAL FIBERGLASS            SOLID SURFACE         CARBON FIBER

SPECIFICATIONS

Pneumatic specifications

Valve maximum operating 
pressure 8.3 Bars

Valve input port 1/4 NPT

Electrical Specifications

Air supply inlet/outlet 24 V

GENERATE COMPLEX PATHS
Program complex finishing trajectories by teaching fewer than 10 waypoints.  
Finishing Copilot generates a complete path and applies consistent force at each 
cycle, whether it’s on a curved (6 waypoints), or spherical (9 waypoints) surface.

VALIDATE PART LOCATION
The contact offset node uses reference points on the part to 
validate its position. If there’s a slight change, the robot program 
automatically adapts all related parameters.

PROGRAM IN MINUTES
Teach a finishing path on a flat surface out of only 4 waypoints and 
let the program adjust to different part sizes. Add custom weaving  
movements specific to your process in n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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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O INTEGRATE, EASY TO USE 
Finishing applications for collaborative robots require many hardware and software components to communicate 
together. Integration can take months… but not anymore! The surface finishing kit is the only hardware and software 
all-in-one solution for cobots.

Mirka bracket

External enveloppe without sander [77 89 37] mm

Added height 7 mm

Product weight without sander 0.221 kg

Dynabrade bracket

External enveloppe without sander [100 119 31] mm

Added height 9 mm

Product weight without sander 0.42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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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CYCLE TIME WITH A 
DUAL HAND-E CONFIGURATION
Increase productivity and improve your cycle time 
with a dual configuration, which lets you handle 
more objects at a time.

MOVE YOUR ROBOT FROM ONE 
MACHINE TO ANOTHER FOR A 
FASTER ROI
Machine Tending Copilot includes Force Copilot 
and Contact Offset, which lets you move your robot 
from one machine to another without having to 
reprogram it.

DON’T WORRY ABOUT PART 
PRESENTATION
Pick any part with an easy-to-use camera built for 
Universal Robots. The new Visual Offset function on 
the Robotiq Wrist Camera lets you locate a tray of parts 
without any complex part presentation systems.

INCREASE PRECISION AND 
RELIABILITY WITH FORCE COPILOT
Force Copilot helps you execute repeatable part 
positioning within a CNC fixture. 

BUILT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ND HARSH 
ENVIRONMENTS
With an IP rating of 67, Hand-E and the Robotiq 
Wrist Camera can withstand harsh industrial
conditions, such as chips, cutting oil, and coolant.

EVERYTHING YOU NEED IN ONE KIT 

1

42

5

3

Dual Hand-E Setup UR5 UR10

Total weight 2.40 kg 2.40 kg

Total weight with camera 2.56 kg 2.56 kg

Hand-E Adaptive Gripper

Stroke 50 mm 50 mm

Grip force 20 to 185 N 20 to 185 N

IP rating IP67 IP67

Wrist Camera

Minimum field of view 10 x 7.5 cm 10 x 7.5 cm

Maximum field of view 64 x 48 cm 100 x 75 cm

Minimum part size 
(as percentage of field of 
view)

10% 10%

Maximum part size 
(as percentage of field of 
view)

60% 60%

Focus range 70 mm to infinite 70 mm to infinite

IP rating IP67 IP67
All specifications provided for reference only. 
See user manual at support.robotiq.com for official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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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MACHINE TENDING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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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user manual at support.robotiq.com for official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INCREASE PRECISION AND 
RELIABILITY WITH FORCE COPILOT
Force Copilot helps you execute repeatable part 
positioning within a CNC fixture. 

BUILT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ND HARSH 
ENVIRONMENTS
With an IP rating of 67, Hand-E and the Robotiq 
Wrist Camera can withstand harsh industrial
conditions, such as chips, cutting oil, and coolant.

DON’T WORRY ABOUT PART 
PRESENTATION
Pick any part with an easy-to-use camera built for 
Universal Robots. The new Visual Offset function on 
the Robotiq Wrist Camera lets you locate a tray of parts 
without any complex part present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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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objects at a time.

1

35

ROBOTIQ’S CNC MACHINE 
TENDING KIT IS YOUR FIRST 
STEP TOWARDS FAST AND 
SIMPLE AUTOMATION. THE KIT IS 
OPTIMIZED FOR CNC MACHINING 
OPERATIONS. 

CNC MACHINE TENDING KIT

WHAT’S INCLUDED

• Machine Tending Copilot including Force Copilot
and Contact Offset

• Dual Hand-E grippers with angled bracket (90°)
• Fingertip starter kit including a fingertip

extender for larger parts
• Robotiq Wrist Camera (optional) including the

new Visual Offset function
• eLearning Course on how to best use you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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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dual configuration, which lets you handle 
more objects at a time.

MOVE YOUR ROBOT FROM ONE 
MACHINE TO ANOTHER FOR A 
FASTER ROI
Machine Tending Copilot includes Force Copilot 
and Contact Offset, which lets you move your robot 
from one machine to another without having to 
reprogram it.

DON’T WORRY ABOUT PART 
PRESENTATION
Pick any part with an easy-to-use camera built for 
Universal Robots. The new Visual Offset function on 
the Robotiq Wrist Camera lets you locate a tray of parts 
without any complex part presentation systems.

INCREASE PRECISION AND 
RELIABILITY WITH FORCE COPILOT
Force Copilot helps you execute repeatable part 
positioning within a CNC fixture. 

BUILT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ND HARSH 
ENVIRONMENTS
With an IP rating of 67, Hand-E and the Robotiq 
Wrist Camera can withstand harsh industrial
conditions, such as chips, cutting oil, and coolant.

EVERYTHING YOU NEED IN ONE KIT 

1

42

5

3

Dual Hand-E Setup UR5 UR10

Total weight 2.40 kg 2.40 kg

Total weight with camera 2.56 kg 2.56 kg

Hand-E Adaptive Gripper

Stroke 50 mm 50 mm

Grip force 20 to 185 N 20 to 185 N

IP rating IP67 IP67

Wrist Camera

Minimum field of view 10 x 7.5 cm 10 x 7.5 cm

Maximum field of view 64 x 48 cm 100 x 75 cm

Minimum part size 
(as percentage of field of 
view)

10% 10%

Maximum part size 
(as percentage of field of 
view)

60% 60%

Focus range 70 mm to infinite 70 mm to infinite

IP rating IP67 IP67
All specifications provided for reference only. 
See user manual at support.robotiq.com for official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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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should simplify your life. Not make it more complicated.

PALLETIZ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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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UP YOUR APPLICATION  
IN 3 EASY STEPS

All you need to do is create the pallet pattern  
to automatically generate and optimize all trajectories 
and robot movements.

SET PALLET PATTERN3

ENTER BOX DIMENSIONS & WEIGHT ENTER PALLET DIMENSIONS1 2

WHAT’S THE DIFFERENCE?

Max pallet height:
2750 mm
108 in.

Max pallet height:
1500 mm
60 in.

Fully integrated 
vertical axis.

Teach pendant 
support.

Manually 
adjustable 
pedestal.

Teach pendant 
stand.

Operator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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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Box AX Series PE Series

Max payload with EOAT Up to 16 kg 
Up to 35 lb

Max box throughput Up to  
13 cycles/min*

Min box dimensions 50 x 50 x 50 mm 
2 x 2 x 2 in.

*Depending on box weight, dimensions, and surface, as well as pallet dimensions   
  and layout.

Pallet AX Series PE Series

Pallet dimensions – width from 300 to 1219 mm
from 12 to 48 in.

Pallet dimensions – depth from 300 to 1219 mm 
from 12 to 48 in.

Pallet height (empty) min 50 mm 
min 2 in.

Pallet height (filled) max 2750 mm
max 108 in.

max 1500 mm  
max 60 in.

Number of box patterns Two max

All you need:
1. Box dimensions, weight  
 and orientation
2. Pallet dimensions
3. Pallet pattern

Validate KPIs and solution fit 
right from the start with  
your own data!

CONFIGURATOR
Still not sure our solution is for you? 
Easily validate product fit for your application.

Plus, find out whether the AX Series or PE Series  
is a better fit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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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Q  
SCREWDRIVING  
SOLUTION
Elevate your workforce

Fewer injuries and a happier workforce
When you automate a screwdriving task, you keep employees from harm 
and can redirect them to value-added tasks. Elevate your workforce with  
a simple and easy-to-use automation solution.

• Consistent screwdriving around the clock.
• 5-min production changeovers.
• Complete solution designed for flexible  

automation of your screwdriving task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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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driver SD-100 Min Typical Max

Torque range 1 Nm 
9 in-lbs - 4 Nm

35 in-lbs

Torque precision - ±10%1 -

Screw diameter M2.5
#3 - M5

#10

Speed 1 RPM - 500 RPM

Air consumption - 80 L/min -

Weight 1.5 kg
3.3 lb

Dimensions 280 mm x 152 mm x 57 mm 
11 x 6 x 2 1/4 in

Warranty 2M cycles under normal operation

ESD-safe Yes

1. Value at initial factory calibration. Accuracy typically increase when calibrated in operating conditions, depending on joint materials.

SPECIFICATIONS

Screw Feeder SF-300 Min Max

Screw diameter M2.5
#3

 M5
#10  

Screw length  6 mm1 
1/4 in 

25 mm 
1 in

Screw head height - 5 mm 
3/16 in

Typical feed rate - 3 s per screw

Screw chamber volume 300 cc

Dimensions (W x D x H) 157 mm x 286 mm x 171 mm
6.18 x 11.25 x 6.73 in

Power supply 120/220V AC to 24V DC

Weight 5.2 kg
11.4 lb

Warranty 2M cycles under normal operation

ESD-safe Yes

1. For socket head screws, the minimum screw length is 10mm. Please validate with your Robotiq representative for shorter screws.

ROBOTIQ SCREWDRIVING SOLUTION

50

SCREWDRIVING 
PROOF OF CONCEPT 

Our team of coaches is here to help  
you prove that our solution can work for  
your application, as well as avoid technical 
issues and simplify your introduction to  
the robot world. 

Examples services: 
• Demonstrate application fit

• Validate cycle time

• Demonstrate repeatability

REMOTE AND ONSITE 
TRAININGS FOR ROBOTIQ
SCREWDRIVING SOLUTION

Our training aims to fast-track  
your introduction to the ever-growing 
collaborative robot industry. 

• Intro to cobots

• Solution installation

• Solution operation

• Troubleshooting and maintenance

• Calibration

• Force Copilot for Assembly

SERVICES
At Robotiq, we strive to free more human 
hands from repetitive tasks. To do so, we 
offer tools and services to empower you to 
deploy your project on your own and master 
your processes.

SCREWDRIVER SCREW FEEDER

No external controller 300-cc screw
chamber volume

No additional parts needed to 
adapt to various screw sizes

Dual sensor 
indicates  
screw ready and 
screw cleared  
from workspace

Mounting bracket 
included

Robust industrial 
exterior finish

Intuitive 
adjustment 
with real-time 
confirmation

Compact and 
lightweight

Robust vacuum system transports 
screws of any material

Off-the-shelf compliant 
vacuum sleeves accommodate 
your part tolerances

3.5-inch bits and vacuum sleeves 
for hard-to-reach locations



www.myCobot.co.kr

50

SCREWDRIVING 
PROOF OF CONCEPT 

Our team of coaches is here to help  
you prove that our solution can work for  
your application, as well as avoid technical 
issues and simplify your introduction to  
the robot world. 

Examples services: 
• Demonstrate application fit

• Validate cycle time

• Demonstrate repeatability

REMOTE AND ONSITE 
TRAININGS FOR ROBOTIQ
SCREWDRIVING SOLUTION

Our training aims to fast-track  
your introduction to the ever-growing 
collaborative robot industry. 

• Intro to cobots

• Solution installation

• Solution operation

• Troubleshooting and maintenance

• Calibration

• Force Copilot for Assembly

SERVICES
At Robotiq, we strive to free more human 
hands from repetitive tasks. To do so, we 
offer tools and services to empower you to 
deploy your project on your own and master 
your processes.

SCREWDRIVER SCREW FEEDER

No external controller 300-cc screw
chamber volume

No additional parts needed to 
adapt to various screw sizes

Dual sensor 
indicates  
screw ready and 
screw cleared  
from workspace

Mounting bracket 
included

Robust industrial 
exterior finish

Intuitive 
adjustment 
with real-time 
confirmation

Compact and 
lightweight

Robust vacuum system transports 
screws of any material

Off-the-shelf compliant 
vacuum sleeves accommodate 
your part tolerances

3.5-inch bits and vacuum sleeves 
for hard-to-reach locations

50

SCREWDRIVING 
PROOF OF CONCEPT 

Our team of coaches is here to help  
you prove that our solution can work for  
your application, as well as avoid technical 
issues and simplify your introduction to  
the robot world. 

Examples services: 
• Demonstrate application fit

• Validate cycle time

• Demonstrate repeatability

REMOTE AND ONSITE 
TRAININGS FOR ROBOTIQ
SCREWDRIVING SOLUTION

Our training aims to fast-track  
your introduction to the ever-growing 
collaborative robot industry. 

• Intro to cobots

• Solution installation

• Solution operation

• Troubleshooting and maintenance

• Calibration

• Force Copilot for Assembly

SERVICES
At Robotiq, we strive to free more human 
hands from repetitive tasks. To do so, we 
offer tools and services to empower you to 
deploy your project on your own and master 
your processes.

SCREWDRIVER SCREW FEEDER

No external controller 300-cc screw
chamber volume

No additional parts needed to 
adapt to various screw sizes

Dual sensor 
indicates  
screw ready and 
screw cleared  
from workspace

Mounting bracket 
included

Robust industrial 
exterior finish

Intuitive 
adjustment 
with real-time 
confirmation

Compact and 
lightweight

Robust vacuum system transports 
screws of any material

Off-the-shelf compliant 
vacuum sleeves accommodate 
your part tolerances

3.5-inch bits and vacuum sleeves 
for hard-to-reach locations



84 

56

Machine Tending Pick and Place

ALIGN WITH HOLEINDEX PARTSPRECISELY DETECT 

CONTACTS
FOLLOW TRAJECTORI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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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INTUITIVE SOFTWARE 
FOR FT 300 AND 
E-SERIES ONBOARD 
FORCE TORQUE 
SENSOR

FORCE CONTROL 
MADE EASY

UR e-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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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OPTIMIZE PERFORMANCEREMOTE ACCESS

• Get a real-time robot overview
• Define and track KPIs
• Receive daily reports

• Track progress
• Analyze trends
• Download events log

MONITOR PRODUCTION

• Manage your robot from anywhere
• Get support from robotics expert

62

Manage your robot from anywhere on insights.robotiq.com

Insights License1 Insights Starter Kit

Real-Time Robot Overview

Email Reports Scheduler

Robot SMS Alerts

Production Performance Timeline & KPIs

Robot Digital I/Os

Downloadable Events Log

Remote Access

Backup and Robot Log Files

Preconfigured 4G LTE/Wi-Fi Router & antennas

Prepaid international SIM card2

Logitech C920 webcam

Connection cables & accessories

1. Install the Insights URCap on your robot.
2. Connect your robot securely to the cloud using the Insights IIOT Device.
3. Pair your robot with your Insights Cloud Service account.

HOW IT WORKS 

Cycle completed

22aug
0

250
500
750
1000

23aug 24aug 25aug 26aug 27aug 28aug 29aug 30aug

Insights

As easy as 1-2-3!

INSIGHTS REQUIRES • UR3, UR5 or UR10 (with CB3.1 controller)
• Internet connection

Insights web app: 
remote access, monitoring & optimization

Insights IIOT Device

Insights mobile:
Alerts & reports

Insights user(s)Insights cloud serviceRobot/operational network

1 1-year term.
2 Equivalent to a 1-month period.
Contact your local Robotiq distributor for pricing.
Subscription plans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PURCHASE OPTIONS

TAKE PRODUCTION TO THE NEXT LEVEL

62

Manage your robot from anywhere on insights.robotiq.com

Insights License1 Insights Starter Kit

Real-Time Robot Overview

Email Reports Scheduler

Robot SMS Alerts

Production Performance Timeline & KPIs

Robot Digital I/Os

Downloadable Events Log

Remote Access

Backup and Robot Log Files

Preconfigured 4G LTE/Wi-Fi Router & antennas

Prepaid international SIM card2

Logitech C920 webcam

Connection cables & accessories

1. Install the Insights URCap on your robot.
2. Connect your robot securely to the cloud using the Insights IIOT Device.
3. Pair your robot with your Insights Cloud Service account.

HOW IT WORKS 

Cycle completed

22aug
0

250
500
750
1000

23aug 24aug 25aug 26aug 27aug 28aug 29aug 30aug

Insights

As easy as 1-2-3!

INSIGHTS REQUIRES • UR3, UR5 or UR10 (with CB3.1 controller)
• Internet connection

Insights web app: 
remote access, monitoring & optimization

Insights IIOT Device

Insights mobile:
Alerts & reports

Insights user(s)Insights cloud serviceRobot/operational network

1 1-year term.
2 Equivalent to a 1-month period.
Contact your local Robotiq distributor for pricing.
Subscription plans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PURCHASE OPTIONS

TAKE PRODUCTION TO THE NEXT LEVEL
61

INSIGHTS

OPTIMIZE PERFORMANCEREMOTE ACCESS

• Get a real-time robot overview
• Define and track KPIs
• Receive daily reports

• Track progress
• Analyze trends
• Download events log

MONITOR PRODUCTION

• Manage your robot from anywhere
• Get support from robotics expert

61

INSIGHTS

OPTIMIZE PERFORMANCEREMOTE ACCESS

• Get a real-time robot overview
• Define and track KPIs
• Receive daily reports

• Track progress
• Analyze trends
• Download events log

MONITOR PRODUCTION

• Manage your robot from anywhere
• Get support from robotics expert

61

INSIGHTS

OPTIMIZE PERFORMANCEREMOTE ACCESS

• Get a real-time robot overview
• Define and track KPIs
• Receive daily reports

• Track progress
• Analyze trends
• Download events log

MONITOR PRODUCTION

• Manage your robot from anywhere
• Get support from robotics expert



86 

▶ 안전 레이저 스캐너 PSENscan:
안전한 로봇 시스템과 AGV 안전 가딩을 위한 솔루션

안전 레이저 스캐너 PSENscan은 275°의 

오프닝 각도와 최대 5.5m의 작동 거리로 

2D 영역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경고 구역과 보호 구역의 자유로운 설정과 

구조에 맞는 변경이 가능하므로, 당사의 

스캐너는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에 

최적으로 통합 가능합니다. 

설정 가능한 소형 안전 컨트롤러 

PNOZmulti 2나 PSSuniversal와 결합하면 

경제적이고 완전한 원스톱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PSENscan

광전자 센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필츠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 대한 경쟁력 있는 파트너입니다. 센서 기술부터 제어 및 드라이브 

기술, 그리고 시각화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필츠는 완벽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로봇 시스템 통합솔루션

PSENopt

PSENmlock PITestop

PSENscan

PITsign

PITgatebox

PMI PSSu PLC

AGV 안전 가딩
AGV에는 사람이나 물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인 안전 가딩이 필요합니다. 안전 레이저 스캐너 PSENscan은 차량의 진행경로에 있는 

사물을 탐지하여, 높은 속도에서도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안전 레이저 스캐너 2대로 AGV에 다방면에 걸친 보호 기능

을 구현합니다.

현재 경로에 맞추어 보호 구역과 경고 구역을 변경합니다. 주변 감시 기능을 통해 AGV를 직접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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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ENNTTLLEE
Electrical Soft Grippers



GGEENNTTLLEE  DDUUOO  MMIINNII
2-finger Soft Gripper

Gentle Duo Mini provides an optimal balance of 
versatility and grip stability in handling delicate 
objects or products that vary in size, shape, and 
weight.

Gentle Duo Mini is fully electrically actuated, 
fast, light-weight and compatible with all 
cobots. 

Touch version provides smart features. 
Such as:

• Force control
• Part confirmation/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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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ENNTTLLEE  PPRROO
4-finger Soft Gripper

Gentle Pro is ideal for handling large and boxy 
items thanks to its spherical grip. It provides 
everything that Duo Mini does with 4 fingers 
that envelope the parts.

Gentle Pro has the same WIFI interface as the 
Duo Mini and is also compatible with all cobots.

Touch version provides smart features. 
Such as:

• Force control
• Part confirmation/sensing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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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light-weight and compatible with all 
cobots. 

Touch version provides smart features. 
Such as:

• Force control
• Part confirmation/sensing

GGEENNTTLLEE  PPRROO
4-finger Soft Gripper

Gentle Pro is ideal for handling large and boxy 
items thanks to its spherical grip. It provides 
everything that Duo Mini does with 4 fingers 
that envelope the parts.

Gentle Pro has the same WIFI interface as the 
Duo Mini and is also compatible with all cobots.

Touch version provides smart features. 
Such as:

• Force control
• Part confirmation/sensing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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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ENNTTLLEE  SSPPEECCIIFFIICCAATTIIOONNSS

* Touch model only
** Available upon request

DUO MINI PRO
Gripper Dimensions
(diameter, height) 100 / 172 mm (3.9 / 6.8 in) 119 / 187 mm (4.7 / 7.4 in)

Enclosure Dimensions
(diameter, height) 100 / 84 mm (3.9 / 3.3 in) 119 / 99 mm (4.7 / 3.9 in)

Finger dimensions
(Length / Width / Depth)

75 / 20 / 40 mm (3.0 / 0.8 / 1.6 
in)

75 / 20 / 20 mm (3.0 / 0.8 / 0.8 
in)

Number of fingers 2 4

Max finger opening (tip) 175 mm (6.9 in) 190 mm (6.9 in)

Finger distance (base) 28 mm (1.1 in) 49 mm (2.0 in)

Weight 800 g (1.8 lbs) 1,300 g (2.9 lbs)

Payload 1,500 g (3.3 lbs) >1,500 g (3.3 lbs)

Grasping time 100 ms / 50 mm (100 ms / 2 in) 100 ms / 50 mm (100 ms / 2 in)

Maximum cycle 1,500,000 1,500,000

Input Voltage 15 V - 25 V 15 V - 25 V

Max. Current
(idle / load / instantaneous)

0.1 A / 2 A / 3 A

(Current values adjustable in 
Touch model)

0.1 A / 3 A / 5 A

(Current values adjustable in 
Touch model)

Control Interface 1 or 2* Digital Inputs 1 or 2* Digital Inputs

Part Confirmation Digital Output*, Adjustable 
Threshold

Digital Output*, Adjustable 
Threshold

Force Control Yes* Yes*

Finger material Silicone, FDA Approved** Silicone, FDA Approved**

Enclosure material Anodized Aluminum Anodized Aluminum

Flange ISO 31.5-63 ISO 31.5-63

Individual finger actuation Enabled** Enabled**

Water Proofing Sealed, Not certified Sealed, Not 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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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100 components

Monitoring
60 components

Turning
600 components

Compensating
90 components

Feeding through
  50 components

Measuring
150 components

Moving
450 components

Gripping
2,550 components

Collaborative gripper 
for small components 
Co-act EGP-C
electric

Long-stroke gripper 
PHL 
pneumatic

Gripper for small components 
EGP 
electric 

Universal gripper 
PGN-plus-P
pneumatic

Force/torque
 sensor FTNet

Manual 
change system 
SHS

Robot 
quick-change 
system SWS

Collision and overload 
sensor OPR

Rotary feed-through 
DDF 2 

Compensation unit 
AGE-F

Linear module LDN

Linear module Beta Rotary module ERS

Universal swivel unit SRM 

Gripper for small components 
MPG-plus
pneumatic

SCHUNK sets standards in the automotive industry 
world-wide with its components and gripping systems. 
Our robot accessories include a uniquely comprehensive 
standard range of modules for the mechanical, sensory, 
and power connection of handling devices and robots. 
The comprehensive range of robust and long-lasting 

grippers for small components and universal grippers 
features high product quality, precision, and numerous 
monitoring options. What’s more, SCHUNK’s axis system 
handling solutions open up new perspectives for cost 
and benefit-optimized automation solutions from a 
single source.

Benefit from the SCHUNK Modular System 
with over 4,000 Standard Components. 

For every Robot, for every Industry, for every Handling Task.

SCHUNK Gripping Systems
Product Overview

www.myCob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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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NK Gripping Systems
Product Overview

Standards

The listed standards and 
guidelines are not exhaustive. 
For every application the 
applicability of further 
standards or guidelines have to 
be determined.

From standard requirements to customer solutions

Safety of the m
achines

Industrial robots

ISO 13849 
Safety-related control 

components 

ISO 61508
Functional safety

ISO 10218-1 
Maintenance requirements – robots

ISO 10218-2
Maintenance requirements – robotic systems and integration

ISO /TS 15066
Maintenance requirement – robots and robotic devices-collaborative robots

ISO 12100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Human/
Robot Collaboration

To determine the optimum gripper for collaborative applications, the properties of the 
task, workpiece, and gripper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e SCHUNK Co-act team recommends a structured approach, considering all factors 
and parameters.

The Path toward the optimum Gripper for your HRC Application

Step 1
Task description and 
feasibility check

• Are the task and
workpiece suitable
for human/robot
collaboration?

Step 2
Selection of the robot 
or cobot

• Definition of the basic
system with mechanical
and electrical connection of
the peripheral devices

• Ensuring a defined control

Step 3
Selecting the gripper in collaboration 
with the SCHUNK Co-act team consid-
ering the following points:

• Workpiece with respect to gripping
position, required gripping force, and
required stroke

• Pick and place position and in turn
analysis of the interfering contour

• Connection to the superordinated
mechanical and electrical periphery

• Clamping and shearing points on the
gripper or the attached fingers

14

SCHUNK Gripping Systems
Product Overview

From robots that replace workers to robots that serve as 
helpful colleagues, the field of robotic automation is 
experiencing a new trend that represents a huge 
challenge for component manufacturers.
Whenever full automation of production or assembly 
lines is not the most economically feasible option, it is 
necessary to single out individual processes to be 
delegated between humans and robots. In such situa-
tions, autonomous cobots, meaning robots used in the 
worker’s immediate environment, can handle non-
ergonomic or monotonous tasks such as assisting with 
lifting or positioning loads. This reduces the physical 
workload for workers and makes the process more 

efficient. At the same time, humans and robots working 
hand in hand helps to minimize space requirements and 
to increase flexibility.

The number of robotic assistance system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especially with regard to assembly 
applications. Reliable grippers, safety functions, sensor 
systems, and a universal networking at the component 
level will be vital.

As the competence leader for gripping systems and 
clamping technology, SCHUNK is intensely committed to 
this new challenge.

The new SCHUNK Grippers for Collaborative Operations

Cobots Equipped by SCHUNK
The Mega Trend of Human/Robot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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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NK Gripping Systems
Produc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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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of the robot 
or cobot

• Definition of the basic
system with mechanical
and electrical connection of
the peripher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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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etails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SCHUNK Co-act gripper EGH allows it to reliably 
integrate gripper applications with cobots easy and conveniently. 

Long, easily programmable stroke 
with parallel finger movement!
The SCHUNK Co-act gripper EGH has robust parallel kinematics 
with a long stroke that is flexible and easy to control.

Benefits:

• Suitable for a broad range of  workpieces 

• A constant gripping force over the complete stroke

•  Simple programming. The parallel gripping movement does 
not require any compliance in Z direction

Flexible fingers – 
included in the starter kit!
The gripper can be quickly and easily adapted 
to various workpieces, by mounting flexible 
gripper fingers.

Your benefits:

• Flexibility in different applications

•  Time saving, due to not having to change 
fingers and grippers.

Status display via LED light band – 
freely programmable
The integrated light band can be used for displaying 
three preset colors by digitally signaling the different 
gripper states.

Your benefits:

• Quick malfunction detecting

•  Clear visual feedback when a command is executed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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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r Kit

Benefit from purchasing the 
complete Starter Kit!

Order the complete starter kit for fast and convenient installation of the SCHUNK Co-act gripper EGH. 
It includes all required components for plug and play mounting of the gripper to a cobot.

The starter kit includes:

·  Flexible SCHUNK Co-act gripper EGH
for cobots

·  Attachment fingers
Rigid or flexible 

·  Finger inserts 
Soft or firm

·  USB stick
with plugin for Universal Robots

·  Tool 
Allen key 

·  Velcro tapes
for fastening the cables 

·  ISO flange
for mounting the gripper at the ISO interface

·  IO-Link master
with connection cable

The URCap Plugin enables the Co-act gripper EGH 
to be easy and quickly programmed. All the 
gripping functions can be controlled via the 
control p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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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NK End-of-Arm Modular System for Universal Robots
Selection Table

The new SCHUNK FT-AXIA Force/Torque Sensor

The first compact force/torque sensor with two calibrations.
The compact SCHUNK force/torque sensor FT-AXIA was designed 
primarily for use in lightweight and small robots. Due to the dual 
calibration, it covers two measurement ranges and is therefore very 
versatile. 

• Compact design
due to completely integrated electronics
and status display via LEDs

• Simple configuration
Two calibrations can be controlled
in the sensor via web interface

Universal Robots SCHUNK Grippers

Combination possibilities*

Gripper ● ● ● ● ● ● ● ● ● ● ● ● ● ●

Gripper + change system/FT sensor ● ● ● ● ● ● ● ● ● ● ● ●

Gripper + change system 
+ FT sensor

● ● ● ● ● ● ● ● ●

Workpiece weight

● ● ● ● ●

● ●

● ●

●

Technical data

ID

Weight [kg]

Max. gripping force [N]

Recommended workpiece weight [kg]

Stroke per jaw [mm]

• Robust and durable and long service life
Even at short-term overloading,
the sensor is protected from damage

• Plug & Work
directly compatible for KUKA and
Universal Robots via installations module

You can find more technical data in the catalog chapter for the respective gripper.
* Overview of the combination possibilities of gripping systems and robot sizes which result from the comparison of the weight of the gripping 

system to half of the robot payload. A technical design for the application including top jaws and workpieces is absolutely essential.
** The cable extension ID 1339964 is required for combination with force/torque sensor. 
*** The adapter plate ID 1355667 and cable extension ID 1339964 are required for combinations with force/torque sensors. 

The adapter plate ID 1355667 is required for combination with the change system.

schunk.com/�-a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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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NK End-of-Arm Modular System for Universal Robots
Selection Table

SCHUNK End-of-Arm Modular System for Universal Robots
Selection Table

Universal Robots SCHUNK Grippers Robot Accessories

EGP 40 Co-act EGP-C 40 KGG 100-80 PSH 22-1 JGP 80 JGP 100 PGN-plus-P 80 PGN-plus-P 100 PZN-plus 64 FT-AXIA 80 SHS 50

Combination possibilities* UR 3 UR 5 UR 10 UR 3 UR 5 UR 10 UR 3 UR 5 UR 10 UR 3 UR 5 UR 10 UR 3 UR 5 UR 10 UR 3 UR 5 UR 10 UR 3 UR 5 UR 10 UR 3 UR 5 UR 10 UR 3 UR 5 UR 10 Universal Robots Direct assembly possible 

Gripper ● ● ● ● ● ● ● ● ● ● ● ● ● ● ● ●  ● ● ● ● ● ● ● ● UR 3 ● ●

Gripper + change system/FT sensor ● ● ● ● ● ● ● ● ● ● ● ● ● ● ● ● ● ● ● UR 5 ● ●

Gripper + change system
+ FT sensor

● ● ● ● ● ● ● ● ● ● ● ● ● ● ● UR 10 ● ●

Workpiece weight SCHUNK Grippers Direct assembly possible 

0 – 1 kg ● ● ● ● ● ● ● ● ● EGP 40 ● *** ● ***

1.1 – 1.5 kg ● ● ● ● ● ● Co-act EGP-C 40 ● ** ●

1.6 – 2 kg ● ● ● ● ● ● KGG 100-80 ● ●

2.1 - 2.5 kg ● ● ● ● ● PSH 22-1 ● ●

2.6 – 3.0 kg ● ● ● ● JGP 80 ● ●

3.1 – 3.5 kg ● ● JGP 100 ● ●

3.6 – 4.0 kg ● PGN-plus ● ●

4.1 – 4.5 kg ● PZN-plus 64 ● ●

Technical data

ID 1320370*** 1326455** 1327748 1327747 1348129 1348128 1327751 1327750 1327749 ID 1357169 SHK 1334788

Weight [kg] 0.7 0.6 1.2 1.7 1.33 1.72 1.38 1.8 1.22 SHA 1334789

Max. gripping force [N] 140 140 175 320 415 660 550 870 580 Weight [kg] 0.51 SHK 0.35

Recommended workpiece weight [kg] 0.7 0.7 0.9 1.6 2.1 3.3 2.75 4.35 2.9 SHA 0.14

Stroke per jaw [mm] 6 6 40 28 8 10 8 10 6 Max. dynam. bending moment [Nm] 25

Max. dynam. bending moment Mz [Nm] 45

Range of measurement Fxy [N] 200 .. 500

Range of measurement Fz [N] 360 .. 900

Moment measurement range [Nm] 8 .. 20

Manual Change System SCHUNK SHS

Manual tool change system with integrated air feed-through, 
locking monitoring and optional electric signal feed-through.
Ideally suited for use in the flexible production of products with 
a comprehensive range of variants in which reliable manual changes 
are required.

• 6 sizes
for optimum size selection and a broad
application range

• Integrated pneumatic feed-through
for reliable energy supply of the handling modules
and tools

• The locking clip opens at the front
this allows the changer to be easily operated even
in confined spaces

• Optional locking and
presence monitoring
means more process reliability

• Broad range of electric, pneumatic
and fluid modules
for various energy transmission options

• ISO flange pattern
for simple assembly on most types of
robots without additional adapter plates

You can find more technical data in the catalog chapter for the respective gripper.
* Overview of the combination possibilities of gripping systems and robot sizes which result from the comparison of the weight of the gripping

system to half of the robot payload. A technical design for the application including top jaws and workpieces is absolutely essential.
** The cable extension ID 1339964 is required for combination with force/torque sensor.
*** The adapter plate ID 1355667 and cable extension ID 1339964 are required for combinations with force/torque sensors.

The adapter plate ID 1355667 is required for combination with the change system.

schunk.com/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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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xx29/xx49 models support cellular 3G/4G access via external USB modem

** All xx29/xx39 models support WiFi Client/AP mode via a USB adapter.

*** Not available on the xx29/xx49 models 

Internet access options (Uplink) LAN 3G/4G WIFI

SiteManager Model number 129 3329 3529 139 3339 3539 149 3349 3549

2) Consider your primary Internet access method (Uplink):

# of device access agents 5 agents 25 agents 100 agents

SiteManager Model number 129 139 149 3329 3339 3349 3529 3539 3549

1) Consider the number of individual end-devices you want to connect to (HMI, PLC etc.):

3) If using data collection (DCM), consider if additional store and forward memory is required:
     SDcard Flash storage expansion available on the SiteManager 35 series.

4) If your end-devices are on di�erent networks, consider a model with confi gurable switch:
    3 Port confi gurable switch available on the SiteManager 35 series.

Industrial Gateway - SiteManager

Choose your SiteManager

Every SiteManager features the following: 

Internet access options (Uplink)

Cellular

Local Intranet

WiFi Client Mode

Device connection options (LAN)

Ethernet

USB 2.0

RS232

RS485/MPI via USB

WiFi AP Mode

Isolated Output ports (relay) 1

Digital Input/Output ports 2/1

Included Data Collection Module (DCM)

Confi gurable forwarding/routing rules

Autodetection of Ethernet and USB devices

Tunneling access to ENTIRE remote network

Layer 2 and layer 3 tunneling support

LogTunnel Master/Client support

SMS / Email alert relaying

Direct SMS gateway via Serial & Ethernet

DHCP server for device IP assigning

UL/cUL and Security certifi ed 

SM compare_onepager v8.indd   2 2019/03/30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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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nager - Remote Access Gateway specifications

Physical Ports 2-4* Ethernet, 1 x USB2.0, 1 x RS232

I/O ports 2 x digital input, 1 x digital output, 1 x relay output

Wireless Connectors Female SMA (broadband)*, female RP-SMA (WiFi)*

Flash expansion Micro SD*, USB

Operating temperature -20°C to 55°C (-13°F to 13°F) recommended

SIM card * Mini-SIM 2DD*, Micro-SM 3DD*

Physical characteristics IP 20 Metal casing, DIN mountable

Power Input 10.8-28.8 VDC Protected

Power Consumption Max 5W

Dimensions 107 x 97 x 32 mm (4.20 x 3.80 x 1.20 in) 

Certifications

Components Industrial-graded

CPU architecture ARM Cortex

Weight 500 g (17.63 oz)

Warranty 2 years

Security - Best-in-Class
• Continuously audited against latest standards
• Audit trails and 2-factor security built-in
• First Industry 4.0 certified remote solution

Scalability - Best-in-Class
• Prefered by SME and Fortune 500 companies
• Supports Siemens, Rockwell and most other industrial devices
• Solves all remote maintenance needs 

Simplicity - Best-in-Class 
• Deployed in just 5 minutes
• Intuitive point-and-click configuration
• Automatic detection of devices

* Exact specifications depends 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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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nager - Remote Access Gateway specifications

Physical Ports 2-4* Ethernet, 1 x USB2.0, 1 x RS232

I/O ports 2 x digital input, 1 x digital output, 1 x relay output

Wireless Connectors Female SMA (broadband)*, female RP-SMA (WiFi)*

Flash expansion Micro SD*, USB

Operating temperature -20°C to 55°C (-13°F to 13°F) recommended

SIM card * Mini-SIM 2DD*, Micro-SM 3DD*

Physical characteristics IP 20 Metal casing, DIN mountable

Power Input 10.8-28.8 VDC Protected

Power Consumption Max 5W

Dimensions 107 x 97 x 32 mm (4.20 x 3.80 x 1.20 in) 

Certifications

Components Industrial-graded

CPU architecture ARM Cortex

Weight 500 g (17.63 oz)

Warranty 2 years

Security - Best-in-Class
• Continuously audited against latest standards
• Audit trails and 2-factor security built-in
• First Industry 4.0 certified remote solution

Scalability - Best-in-Class
• Prefered by SME and Fortune 500 companies
• Supports Siemens, Rockwell and most other industrial devices
• Solves all remote maintenance needs 

Simplicity - Best-in-Class 
• Deployed in just 5 minutes
• Intuitive point-and-click configuration
• Automatic detection of devices

* Exact specifications depends on model

MADE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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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xx29/xx49 models support cellular 3G/4G access via external USB modem

** All xx29/xx39 models support WiFi Client/AP mode via a USB adapter.

*** Not available on the xx29/xx49 models 

Internet access options (Uplink) LAN 3G/4G WIFI

SiteManager Model number 129 3329 3529 139 3339 3539 149 3349 3549

2) Consider your primary Internet access method (Uplink):

# of device access agents 5 agents 25 agents 100 agents

SiteManager Model number 129 139 149 3329 3339 3349 3529 3539 3549

1) Consider the number of individual end-devices you want to connect to (HMI, PLC etc.):

3) If using data collection (DCM), consider if additional store and forward memory is required:
     SDcard Flash storage expansion available on the SiteManager 35 series.

4) If your end-devices are on di�erent networks, consider a model with confi gurable switch:
    3 Port confi gurable switch available on the SiteManager 35 series.

Industrial Gateway - SiteManager

Choose your SiteManager

Every SiteManager features the following: 

Internet access options (Uplink)

Cellular

Local Intranet

WiFi Client Mode

Device connection options (LAN)

Ethernet

USB 2.0

RS232

RS485/MPI via USB

WiFi AP Mode

Isolated Output ports (relay) 1

Digital Input/Output ports 2/1

Included Data Collection Module (DCM)

Confi gurable forwarding/routing rules

Autodetection of Ethernet and USB devices

Tunneling access to ENTIRE remote network

Layer 2 and layer 3 tunneling support

LogTunnel Master/Client support

SMS / Email alert relaying

Direct SMS gateway via Serial & Ethernet

DHCP server for device IP assigning

UL/cUL and Security certifi ed 

SM compare_onepager v8.indd   2 2019/03/30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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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M IoT Robot Solution
Securely remote control and 
service your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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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r t i c a l  a x is  f o r  co l l a b o r at i ve  ro b ot s

Armada

Toronto

Philadelphia

Turin
Liestal

Steyr

Sofia

Budapest
Meckesheim

Sales Unit

Manufacturing Unit

Countries supported by Sales Unit

Utrecht
Milton Keynes

Gothenburg

Schweinfurt

Chambéry
Guyancourt

Pinghu

Shanghai
Seoul

Bangalore

Taou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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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r t i c a l  a x is  f o r  co l l a b o r at i ve  ro b ot s

Unit LIFTKIT-UR-601

Column type - TLT

Performance Data
Max. Push load  N 1 500
Max. Pull load N 0
Max. dynamic moments Nm 210
Max. static moment Nm 3 000
Max. linear speed mm/s 80
Duty cycle - 10% (20% at 500N)

Mechanical Data
Screw type - Acme screw
Stroke range mm 500 - 900
Retracted length (software controlled) mm Stroke/2 + 275
Weight @ 0 mm stroke kg 21
Δ weight per 500 mm stroke kg 1,7
Robots compatibility  - UR3, UR5, UR10, UR16, e-Series
Cable management - Threads on column and interface

- plate to attach cable management

Electrical

Input Voltage/Current 
120 VAC / 6,5 A 
230 VAC / 3,3 A 
24 VDC / 10 A

I/O voltage - 24 VDC
Emergency stop - Connection to UR safety I/O

Communication
Control interface  - URCaps plugin compatible with CB3.1 / Polyscope 3.6 or higher
Positioning, repeatability mm ± 1
Accessible positions - any
Feedback - Position feedback via URCaps
Soft start and stop - Implemented for smooth operation
Software control - URcap

Environment
Type of protection IP40
Ambient temperature  °C +10 to +40
Max. humidity % 85
Vibration - Stationary industr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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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r t i c a l  a x is  f o r  co l l a b o r at i ve  ro b ot s

LIFTKIT

QUICK START GUIDE

LIFTKIT

This QUICK START GUIDE does not replace the operating manuals of the included products.
For general information and safety instructions please refer to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s available at 
ewellix.com/ products/telescopic-pillars/liftkit .
Qualified personnel can carry out assigned work and to recognize and prevent possible dangers self-reliantly due to its pro-
fessional training, knowledge and experience as well as profound knowledge of applicable regulations.

Setting up LIFTKIT

1. Mount interface plates to 
pillar (top and bottom)

2. Connect all cables

3. Initialize LIFTKIT (First use only!)

LIFTKIT-UR Others

3.1. Press both handswitch buttons at the same 
time, until controller beeps (5sec)

3.2. Move pillar downwards until end stop (beep)
3.3. Move pillar upwards until end stop (beep) 

4. Screw robot to pillar and 
install dedicated user 
interface software

ewellix.com 
© Ewellix
All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are the property of Ewellix, and may not be reproduced or given to third parties (even extracts) without permission. Although great care has been taken in the 
production of this catalog, Ewellix does not take any responsibility for damage or other loss resulting from omissions or typographical errors. The photo may differ slightly in appearance from the 
actual product. Due to continuous improvements being made in our products, the product’s appearance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PUB NUM TC-08048-EN-March 2021

Motion control

Controller

Robot 
attachment 
plate

Electrical 
230/120 V AC
24 V DC

Electrical 
230/120 V AC

Controller 

Robot controller

(not included 
in LIFTKIT-0S)

Robot 
attachment 
plate 

S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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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UR Universal Robots

Stroke*
500 mm
600 mm
700 mm
800 mm
900 mm

Electrical options
00 24 V DC
11 120 V AC / US cable
22 230 V AC / EU cable
23 230 V AC / CN cable
24 230 V AC / UK cable
25 230 V AC / CH cable

Column type
601 T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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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Unit SLIDEKIT-UR-Ball screw version SLIDEKIT-00-Ball screw version SLIDEKIT-UR-Belt drive version

Linear module type - CLSM-150 CLSM-150 CLSM-150

Performance Data
Max. dynamic payload N 10 900 10 900 10 900
Max. static load capacity N 12 100 12 100 12 100
Max. belt tension N - - 960
Max. belt thrust N - - 4 500
Max. dynamic moments Mx Nm 2 400 2 400 2 400
Max. dynamic moments Mz Nm 1 800 1 800 1 800
Max. linear speed mm/s See graph page 6 See graph page 6 See graph page 6
Duty cycle % 100 100 100
Mechanical Data
Drive type - Ball screw Ball screw Belt drive
Stroke range mm 100 - 1 800 100 - 1 800 1 900 - 3 000
Repeatability mm ± 0.01 ± 0.01 ± 0.08
Weight @ 0 mm stroke Kg 15 15 17
Δ weight per 100mm stroke Kg 1,6 1,6 1,4
Robots compatibility - UR3, UR5, UR10, UR16, e-Series Any robot UR3, UR5, UR10, UR16, e-Series
Cable management - Cableveyor Cableveyor Cableveyor
Electrical

Voltage/Current V/A
115 VAC / 4.8 A
230 VAC / 2.4 A
24 DC / 20 A

115 VAC / 4.8 A
230 VAC / 2.4 A
24 DC / 20 A

115 VAC / 4.8 A
230 VAC / 2.4 A
24 DC / 20 A

Emergency stop - Connection to UR safety I/O Connection to Robot safety I/O Connection to UR safety I/O
Communication

Control interface -
URCaps plugin compatible with CB3.1 / 
Polyscope 3.6 or higher

Digital I/O control, CAN interface for 
external software control 1)

URCaps plugin compatible with CB3.1 / 
Polyscope 3.6 or higher

Positioning, repeatability mm ± 0.1 ± 0.1 ± 0.1
Accessible positions - any 14 memory positions programmable any
Feedback - Position feedback via URCaps Position feedback via output signal Position feedback via URCaps
Soft start and stop - Implemented for smooth operation Implemented for smooth operation Implemented for smooth operation

Software control - URcap
CAN interface for external software 
control 1) URcap

Environment

Type of protection IP
Controll box = IP64 
SlideKit =N/A

Controll box = IP64 
SlideKit =N/A

Controll box = IP64 
SlideKit =N/A

Ambient temperature °C 0 to +50 0 to +50 0 to +50
Max. humidity % 95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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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00 600 800 1 000 1 200 1 400 1 600 1 800 2 000 2 200 2 400 2 600 2 800 3 000

1 200

1 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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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00

0

Ball screw lead 20 Belt drive width 40

Linear speed [mm/s]

Strok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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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A B C D E

mm

1 100 200 1 75 200 175
2 200 400 2 25 125
3 300 400 2 75 400 175
4 400 600 3 25 125
5 500 600 3 75 600 175
6 600 800 4 25 125
7 700 800 4 75 800 175
8 800 1 000 5 25 125
9 900 1 000 5 75 1 000 175
10 1 000 1 200 6 25 125
11 1 100 1 200 6 75 1 200 175
12 1 200 1 400 7 25 125
13 1 300 1 400 7 75 1 400 175
14 1 400 1 600 8 25 125
15 1 500 1 600 8 75 1 600 175
16 1 600 1 800 9 25 125
17 1 700 1 800 9 75 1 800 175
18 1 800 2 000 10 25 125

7,9

6

5,2
7,9

6

5,2

Stroke 37.5

10

A (P200 x B) C
(200)

D E

13
0

(1
50

)

Ø6H7 Pin Hole DP10

M6 Tap DP12 Side T Slot
(Both Sides)

Side T Slot
(Both Sides)

UR3
UR5
UR10, 16

UR3
UR5
UR10, 16

160

172

80

150

15

200

17
0

170

For UR Robot

For any Robot

For LIFTKIT
and UR Robot

95

19
0

170

20
0

18
0

170

17
0

170

160
172

80

150

15

200

For LIFTKIT

20
0

18
0

7035
15 15

35

170
4x2 - M6
Tap Thru

92,5
205,5

170

300 + Stroke10

10,5

320 + Stroke

SLIDEKIT-00

SLIDEKIT-UR

6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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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A B C D E

mm

10 1000 1200 6 65 1000 165
11 1100 1200 6 115 1000 215
12 1200 1400 7 65 1200 165
13 1300 1400 7 115 1200 215
14 1400 1600 8 65 1400 165
15 1500 1600 8 115 1400 215
16 1600 1800 9 65 1600 165
17 1700 1800 9 115 1600 215
18 1800 2000 10 65 1800 165
19 1900 2000 10 115 1800 215
20 2000 2200 11 65 2000 165
21 2100 2200 11 115 2000 215
22 2200 2400 12 65 2200 165
23 2300 2400 12 115 2200 215
24 2400 2600 13 65 2400 165
25 2500 2600 13 115 2400 215
26 2600 2800 14 65 2600 165
27 2700 2800 14 115 2600 215
28 2800 3000 15 65 2800 165
29 2900 3000 15 115 2800 215
30 3000 3200 16 65 3000 165

35.5 170 Stroke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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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30 +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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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 Power supply

Robot
attachment
plate

Motion
control

Eletrical
230/120 V A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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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
W

E
LLIX

M
A

K
E

R
 IN

 M
O

T
IO

N

300

200

Switch #1 (Home)
Switch #2 (+Limits)

Safety-I/O
Cobot Interface

Bracket: 4EA

Bolt: 4EA

Nut: 4EA

4-Ø8,5
(Control unit mount hole

Wall mount bracket
RS stock no.:842-8471

Digital-I/O

Motor PowerCANopen Interface

260

150 160

1 2 3

5 6

4



www.myCobot.co.kr

S L I D E K I T - U R - E - - - S L M - S 0 0



118 

플러그 앤
플레이 3D
로봇 비전

pickit_brochure_210x265_191007_KOR.indd   1 08/10/2019   09:46



www.myCobot.co.kr

픽앤플레이스 
작업의 쉬운 
자동화

전세계 제조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는 커지고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로봇을 이용한 제조 공정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공정에는 생산 라인의 시작과 종료 단계에서 
서로 다른 여러 부품을 집어서 특정 위치로 옮기는 
작업(picking and placing)이 포함됩니다. 이 작업이 
전체 노동 시간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두 작업은 자동화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Pickit은로봇을 더 스마트하게 만듦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3D 카메라와 소프트웨어가 
로봇에게 눈을 선사하여 로봇이 집을 물체를 정확히 
보고 찾을 수 있게 합니다.

PICKIT은 당신이 원하는 로봇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 인증 

Universal Robots로봇에 쉽고 빠르게 Pickit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무료 Pickit Urcap을 제공합니다. 

support.pickit3d.com/urcap

“Pickit은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툴입니다. 
전에는 자동화할 수 없었던 
공정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죠.”

— Tom Sheehe, NEFF, USA

“빈피킹(bin picking)
은 오늘날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Pickit 덕분에 자동화된 
빈피킹이 가능해졌죠.”

— Yann Danesin, Continental, 프랑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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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it이  
제공하는  
5가지 혜택

“이 머신은 어떤 
부품이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카메라 
아래 부품을 가져다주면 
. 바로 설정이 끝납니다.”
— Adam Wiltsie, Vanamatic, 미국

완벽한 유연성을 갖춘 자동화

Pickit 소프트웨어는다양한 제품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설계되었습니다.

24/7 신뢰성으로 믿을 수 있는 솔루션 
Pickit을 사용한 로봇은 중간에 멈추거나 쉬는 
일 없이 높은 수준의 작업을 유지합니다.

“단 몇 가지만 설정해주면 
현재 생산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멋진 

솔루션입니다. 설치도 정말 
간단하죠.”

— Mike Waddell, KYB, 미국

크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설비 불필요 
이간단한 솔루션으로 공장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설정 시간 절약 
로봇 비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코딩 한 줄
도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 가격으로 비용 절감 
Pickit은 개봉 즉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치 않은 시스템 통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로봇이 있다면 
투자회수기간(ROI)은 5개월 
정도일 것입니다.”
— Doug Sanford, 21st Century Plastic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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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the  
right camera
for your application

Pickit M-HD

• High accuracy

• Small and medium 
parts or surfaces

• Objects size starting 
from 10x10x5 mm

• Top performance

Pickit L-HD

• High accuracy and 
large FOV

• Large parts or 
surfaces, big bins 
and pallets

• Objects size starting 
from 50x50x10 mm

• Top performance

Pickit L

• Highly versatility

• Medium and large 
parts or surfaces

• Objects size starting 
from 50x50x10 mm

• Best price-
performance

Optimal working distances

800

Depalletizing zone

1400

Bin picking zone
1800

Pickit L

Distances from camera in mm.

1200

1800

2000

Depalletizing zone

2400

Bin picking zone

Pickit L-HD

Distances from camera in mm.

Pickit M-HD

700

1600

Bin
picking
zone

Distances from camera i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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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 E  P I C K I T  W I T H  T H E  R O B O T  O F  Y O U R  C H O I C E

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Type-U Type-S 90° Tick-Tock bending

C A M E R A  T E C H N I C A L  S P E C I F I C A T I O N S

3D measurement method Structured light

Imaging processing speed 300 ms

3D camera resolution 
(pixels)

640x480 

3D camera precision (mm)* 1.0- 3.0 mm

3D camera accuracy (%) < 1.2%

3D camera accuracy 
(mm)**

4 - 18 mm

Estimated picking 
accuracy***

1.5 - 2 x 3D camera accuracy

3D camera weight 1030 g

3D camera connection to PC M12–8 (USB) – USB3

PC connection to robot TCP/IP over Ethernet

Power supply USB3 5VDC

Temperature 5°C to 40°C

Humidity ˜95% @ 40°C (non-condensing)
IP rating IP 55

Vibrations Operating, 2 Grms, 5-500 Hz, 3 axes

Conforms to CE, FCC
* Depends on the distance to the camera
** Depends on the length and width of the bin
** Average accuracy from the real production environment

C A M E R A  C A B L E  T E C H N I C A L  S P E C I F I C A T I O N S

10m

High-Flex / Continuous-Flex
• Type-U (R= 67,5mm - 5.000.000 times)
• Type-S (R= 60mm - 1.000.000 times)
• 90° Tick-Tock bending (R= 60mm - 1.000.000 times)

P R O C E S S O R

Power consumption
• While turned off: 5W
• Booting: 115W
• Idle: 70W
• Heavy processing: 120W

Technical specifications
• Processor: 6 cores (12 threads) at 3.7 Ghz
• 19 inch server: rack compatible (2U)
• Temperature: -40°C to 85°C
• Vibrations: Operating, 1Grms (HDDx1),  

Grms (SSD x 1)
• IP rating: IP20
• Humidity: 10-85% @ 40°C
• Weight: 2.5 k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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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Type-U Type-S 90° Tick-Tock bending

U S E  P I C K I T  W I T H  T H E  R O B O T  O F  Y O U R  C H O I C E

C A M E R A  T E C H N I C A L  S P E C I F I C A T I O N S

3D measurement method Structured light

Imaging processing speed 200-1000 ms

3D camera resolution 
(pixels)

1920 x 1200

3D camera precision (mm)* 0.15 - 0.8 mm

3D camera accuracy (%) < 0.75%

3D camera accuracy 
(mm)**

2 - 4 mm

Estimated picking 
accuracy***

1.5 x 3D camera accuracy

3D camera weight 2 kg

3D camera connection to PC M12–8 (USB) – USB3

PC connection to robot TCP/IP over Ethernet

Power supply M12–5 24VDC

Temperature 10°C to 40°C

IP rating IP65
Vibrations 5G Sinus, 25G Shock

Conforms to CE, CB, EN6950, FCC class A
* Depends on the distance to the camera
** Depends on the length and width of the bin
*** Average accuracy from the real production environment

C A M E R A  C A B L E  T E C H N I C A L  S P E C I F I C A T I O N S

10m

High-Flex / Continuous-Flex
• Type-U (R= 67,5mm - 5.000.000 times)
• Type-S (R= 60mm - 1.000.000 times)
• 90° Tick-Tock bending (R= 60mm - 1.000.000 times)

P R O C E S S O R

Power consumption
• While turned off: 5W
• Booting: 115W
• Idle: 70W
• Heavy processing: 120W

Technical specifications
• Processor: 6 cores (12 threads) at 3.7 Ghz
• 19 inch server: rack compatible (2U)
• Temperature: -40°C to 85°C
• Vibrations: Operating, 1Grms (HDDx1),  

Grms (SSD x 1)
• IP rating: IP20
• Humidity: 10-85% @ 40°C
• Weight: 2.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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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in mm.

FOV

1200

3000

1300

520

2000

840

O P T I M A L  W O R K I N G 
D I S T A N C E

1200

1800

2000

Depalletizing zone

2400

Bin picking zone

Pickit L-HD

Distances from camera i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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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 E  P I C K I T  W I T H  T H E  R O B O T  O F  Y O U R  C H O I C E

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Bending Radius
Cable

Moving Directions

Weight (400g)

left + right 90° 
Bending

Weight (400g)

Type-U Type-S 90° Tick-Tock bending

C A M E R A  T E C H N I C A L  S P E C I F I C A T I O N S

3D measurement method Structured light

Imaging processing speed 200-1000 ms

3D camera resolution 
(pixels)

1920 x 1200

3D camera precision (mm)* 0.3 - 1.6 mm

3D camera accuracy (%) < 0.75%

3D camera accuracy 
(mm)**

3 - 7 mm

Estimated picking 
accuracy***

1.5 x 3D camera accuracy

3D camera weight 2 kg

3D camera connection to PC M12–8 (USB) – USB3

PC connection to robot TCP/IP over Ethernet

Power supply M12–5 24VDC

Temperature 10°C to 40°C

IP rating IP65
Vibrations 5G Sinus, 25G Shock

Conforms to CE, CB, EN6950, FCC class A

Conforms to CE, FCC
* Depends on the distance to the camera
** Depends on the length and width of the bin
** Average accuracy from the real production environment

C A M E R A  C A B L E  T E C H N I C A L  S P E C I F I C A T I O N S

10m

High-Flex / Continuous-Flex
• Type-U (R= 67,5mm - 5.000.000 times)
• Type-S (R= 60mm - 1.000.000 times)
• 90° Tick-Tock bending (R= 60mm - 1.000.000 times)

P R O C E S S O R

Power consumption
• While turned off: 5W
• Booting: 115W
• Idle: 70W
• Heavy processing: 120W

Technical specifications
• Processor: 6 cores (12 threads) at 3.7 Ghz
• 19 inch server: rack compatible (2U)
• Temperature: -40°C to 85°C
• Vibrations: Operating, 1Grms (HDDx1),  

Grms (SSD x 1)
• IP rating: IP20
• Humidity: 10-85% @ 40°C
• Weight: 2.5 k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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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1

Size 1

Size 1

Size 1Size 1Size 1

Size 1

Size 2 Size 2

Size 2Size 3

Size 3

Size 4 Size 4

Size 4

Size 4 Size 4

• Easily create safe, fast collaborative applications

 • Save floor space

 • Achieve high cycle times

 • Flexible to move

 • Easy to understand 

 • High acceptance by workers

• Flexible, modular add-on solution

• Affordable safety solution

• DIY safety for EoAT

• Complete AGV cover, customized for mass 
manufacturing

• Create safe linear axis and build cost-effective  
automation/robotic solutions

BENEFITS

BUILD YOUR OWN CUSTOMIZED  
AIRSKIN® SYSTEM WITH MODULE PADS

MIX ANY SIZE TO ANY AIRSKIN® CONFIGURATION

• Almost unlimited uses

• Possible to combine the pads in numerous ways

• Robust and dirt-resistant material guarantees reliable 

performance in industrial settings

APPLICATION AREAS

BUILD YOUR OWN

• End of Arm Tooling

 • Suction grippers for palletizing

 • 3D cameras

 • Large grippers

 • Workpiece enclosures

• AGVs, mobile robots and service robots

• Special purpose machinery

• Ergonomic safety UI

This project received funding from the Austrian Ministry for Transport, 
Innovation and Technology under FFG programme Mobility of the Future
robot design | bkm design working group



3D Printed
custom pads for any tool

Electric Connection
24V power supply

2 redundant safety channels

Soft & Durable Material
engineered for industrial

 environments

FEATURES

Heat dissipation 
free airflow under pads

Magnetic Connector
inherently safe electrical wiring

Flexible cable guide
route your tool cabling on the robot as usual

Visual feedback 
intuitve statu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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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AIRSKIN® SAFETYFLANGE

This new safe flange adapter detects collisions in any direction of movement. It 
 allows for real „finger-safe” collaborative pick-and-place applications with almost 
any tool and end effector. AIRSKIN® Safetyflange is mounted between the robot 

and the EoAT and provides compliance for the tool and the workpiece. The  flange is 
based on AIRSKIN® technology and comes with PLe/Cat3 ISO 13849  

safety  certification.

FASTER MOVEMENTS 

ADDING COMPLIANCE TO 
GRIPPERS AND WORK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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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ETIZING

The new benchmark in safe palletizing applications: AIRSKIN® allows for  faster 
movement speeds while completely eliminating clamping and  shearing risks.  

ISO/TS 15066 compliance without a fence has never been easier!

UP TO 2,3 TIMES THE SPEED

APPLICATIONS

BUILD YOUR OWN 
WITH MODULE PADS

WITHOUT A FENCE

REDUCTION OF CLAMPING 
AND SHEARING RISKS100%

ONROBOT VG10 SCHMALZ COBOTPUMP ECBPi

2,3x

CUSTOMIZE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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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코리아 
시스템사업부 소개

6 7D A S K O R E A

시스템사업부 그룹

Panel 그룹 Intelligent Solution 그룹

Schneider 인증 
IEC61439 제작업체

반도체장비 시스템 구성

PLC 프로그램

다양한 브랜드 PLC 대응

IEC61439 준수 판넬 제작

대량 구매를 통한 부품의 가격경쟁력

꾸준한 기술역량 강화

TUV Nord 인증 기계류 안전전문가(CMSE) 자격보유

IEC 표준 적합 도면설계 (E-plan)

전장 설계 (E-Plan)

전장 판넬 제작

자동차 판넬제작

OP 박스제작

W W W . D A S K O R E A . C O . K R

SAMSUNG DISPLAY. 2015. JULY SAMSUNG DISPLAY. 2015. JULY 

IS (Inteligent Solution) system 이미지 

OPC Server OPC Server 

CCR Room 

IP :192.168..1.XX IP :192.168.2.XX Gateway 

Field 

IP Hub 

IP Hub IP Hub 

Local Local 

Remote I/Ol Remote I/Ol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엔지니어가 IEC 표준, 안전규정, 최적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IEC 61439 판넬을 대기업에 납품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산과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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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코리아(주)
166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빌딩) A-305호 
Tel : 010-4650-1965                E-Mail : myCobot@daskorea.co.kr  
Homepage : www.myCobot.co.kr     e-shop : www.daskorea.co.kr

다양한 UR+ 업체와 계약 체결 (국내 최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