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for the Next...

TM Robot은
모든 생산 자동화에 적용 가능합니다
• 유연한 배치 신속한 작업 라인 변경
• 효율적인 자동화 설비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본사·공장 / Main Office
세종특별자치시 소정산단 4로 45 Tel 044-715-7650 Fax 044-715-7651
45, 4ro, Sojeongsandan, Sejoung-si, Korea
Tel 82-44-715-7650 Fax 82-44-715-7651

부산영업소 / Busan Branch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괘법동) 부산산업용품 유통상가 12동 218호
Tel 051-319-0355 Fax 051-319-0370
12-218, Busan Industrial Supplies Market, 37,
Gwaegam-ro, Sasang-gu, Busan, Korea
Tel 82-51-319-0355 Fax 82-51-319-0370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감성스위치, 앞선기술 -

www.kgauto.co.kr

email : kgauto@kgauto.co.kr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자동화

Smart

Simple

KGAUTO
History
2007 2007. 1 (주)케이지오토 법인 설립 및 공장 등록 2007. 4 리미트
스위치 개발 출시 2007. 4 리미트 스위치 CE, KTL인증 취득
2007. 5 호이스트 스위치 개발 출시 2007. 5 호이스트 스위치
CE, KTL인증 취득 2007. 8 KG 시리즈(제어용 스위치) 개발 출시
2007. 9 KG 시리즈(제어용 스위치) CE, KTL인증 취득

2008 2008. 6 부산영업소 개설 2008. 8 KG-F (스위치용 고정유니트)
실용신안 취득 2008. 10 FOOT 스위치 개발 출시

2009 2009. 5 KG시리즈 J.C 타입 개발 출시 2009. 9 KG시리즈 J.C
타입 CE, KTL 인증 취득 2009. 5 KG-HC100 (호이스트용
접점블럭 스위치) 실용신안 취득

2010- 2010. 6 리프트 스위치 2종 개발 출시
11 2011. 5 KG시리즈 조광리셋 스위치 개발 출시, KG시리즈

TM
Robot...

조광리셋 스위치, KTL인증 취득

2012 2012. 3 이노비즈 인증 취득 2012. 3 연구소 등록
2012. 4 소형 제어용 스위치), 전사양 개발 출시
2012. 5 KD시리즈 CE, KTL 인증 취득

2013 2013. 1 KS Q ISO 9001:2009, KS I ISO 14001:2009 인증
취득 2013. 4 Ø90 경광등 개발 출시 2013. 7 (주)케이지오토
신사옥 이전 2013. 8 Ø57 탑형표시등 개발 출시
2013. 9 Ø57 탑형표시등 CE 인증 획득

2014 2014. 1 Ø90 LED 경광등 개발 출시 2014. 4 Ø45 LED 탑형
표시등 개발 출시 2014. 5 Ø45 LED 탑형표시등 CE 인증 획득
2014. 5 제어 박스 개발 출시 (Ø25, Ø30)
2014. 8 알루미늄 제어 박스 개발 출시 (무공, Ø22, Ø25, Ø30)
2014. 10 레버 스위치 개발 출시(Ø30)

2015 2015. 3 소형 리미트 스위치 출시 2015. 4 LED판넬 램프 출시
2015. 5 안전 커버형 발판 스위치 출시 2015. 6 소형 리미트, KG
시리즈 부져 CE 인증 획득 2015. 6 LED 판넬 램프 CE 인증 획득
2015. 7 무선 리모콘 출시 및 전파 인증 획득

2016 2016. 2 리프트 스위치 CE 인증 획득
2016. 3 UL 시리즈(울트라) 개발 출시

2017 2017. 2 PM 시리즈(마이크로) 개발 출시 2017. 4 멜로디 부져
개발 출시 2017. 4 PM 시리즈(마이크로), KC 인증 획득

Safe

2018 2018. 2 KM Series 신제품 출시 2018. 3 Ø66 볼트, 암페아

Intelligent
System

인디케이터 CE 인증 획득 2018. 4 Ø60 Sign Tower 신제품
출시 KM Series CE 인증 획득 2018. 5 LED 판넬 램프 고휘도
확산형 출시, KM Series CE 인증 획득 2018. 5 Foot switch
KC인증 획득 (KG-FS10, 30)

2019 2019. 5 Plastic Terminal Box, 신제품 출시
2019. 3 LED Multi 5 Color, Sign Tower 신제품 출시
2019. 3 LED Multi 7 Color, Signal Lamp

2020 2020. 3 TM로봇 판매

TM

스마트 협동로봇의 우수성

TM Robot은 심플한 프로그래밍, 혁신적인 내장 비전 기능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반복 정도 그리고 강력한 비전 기능을 활용하면 낮은
투자 비용으로도 작업물의 이송, 검사, 조립, 사출, 가공 공정에 적용
가능합니다.

TM Robot’s industry applications
TM 협동로봇의 조작 편리성은 전자제품 조립, 금속가공, 시험
검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TM Robot의 내장 비전을 활용하면 물체인식, 바코드 및 QR코드

TM 스마트 협동로봇과 기존 로봇과의 차이점?
TM 스마트 협동로봇은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판독, 색상인식, OCR 등의 어려운 작업을 별도의 추가장치
없이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TM-M 제품군은 VDC
전원으로 작동되므로 대부분은 AGV 및 자동 이송 로봇과
호환됩니다.

TM 스마트 협동로봇은 전문 프로그램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GoTogether...

쉽게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기존의 어려운 코딩 방식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아이콘화된
방식으로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M Robot의 안전한 기술, 단순한 인터페이스, 스마트 비전
시스템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TM flow
TM flow는 Techman Robot에서 개발한 흐름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로봇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상의 각각의 기능은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끌어다 놓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산업용 로봇의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5분 내 카메라를
이용한 Pick & Place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KGAUTO & Quanta Group

TM Robot

(주)케이지오토와
Quanta Group과의 동행 !

모든 생산 자동화에 적용 가능합니다

Quanta Group은 1988년 대만에서 설립되어 노트북,
PC, GPS, 저장장치, Automation, Networking Solution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매출 32조, 근로자
12만 명을 둔 글로벌 기업입니다.

Smart
몰딩작업

Quanta Group 자회사인 Quanta Storage Inc.는

접착

용접

1999년에 설립되어 컴퓨터 주변장치와 스토리지 그리고 자동화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우수한 R&D 역량으로 Techman Robot을

Simple

출시하였고 강력한 비전 기능과 높은 하드웨어
내구성,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내세워

인젝션 몰딩

포장

머신텐딩

적재, 하역

컨베이어 작업

로봇 시장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Techman이라는 브랜드명은 ‘Technology’와
‘Human’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Techman Robot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와 안전하게

조립

테스트

공존할 수 있는 협동로봇이며 위험하고 단순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대신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Safe

Techman Robot은 Industry 4.0과
Smart-factory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품질검사

AGV

무한한 가능성

것입니다.

TM Robot은 심플한 프로그래밍, 혁신적인 내장 비전 기능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반복 정도 그리고 강력한 비전 기능을 활용하면 낮은 투자 비용으로도
작업물의 이송, 검사, 조립, 사출, 가공 공정에 적용 가능합니다.

Value

미래가치

1. 자동화 비용의 최소화
2. 가격대비 탁월한 비전기능
3. 손쉬운 프로그램
4. 쉽고 빠른 설치
5. 다양한 액세서리 지원
6. 빠른 속도 높은 반복정도

Simple

Smart
Build-in Vision System
- TM Robot은 완벽한 내장 비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TM Robot으로 기존의 복잡하고 비싼 비전 솔루션을
저렴하게 활용하십시오.
Master in Robot Vision
- TM Robot은 사물의 위치인식, 색상 식별, 이미지 보정,
바코드 및 QR코드 인식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TM Robot은 제품을 정렬하지 않고도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Quick Vision Setting
- TM Robot의 스마트 비전 시스템은 로봇 경험이 없는 누구라도
손쉽게 작업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nnovative User Interface
- flowchart 기반의 혁신적인 HMI로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 기존 로봇 경험이 없더라도 빠르고 쉽게 TM Robot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내장된 모든 비전 기능은 GUI를 통해 빠르고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적인 티칭 펜던트 없이 Windows 기반의 PC에서 조작 가능합니다.
Use Your Hand
- TM Robot은 핸드 티칭 방식을 지원합니다.
- 셋업 시 손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로봇의 포즈와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asy to Deploy
-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입에서 설치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 자동화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Safe

Force Limiting
- TM Robot은 국제규격 ISO10218-1과 협동로봇규격
ISO/TS 15066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TM Robot은 작업자와 충돌 시 안전하게 정지합니다.
- TM Robot은 작업자가 작업 환경에 맞게 로봇의 최대 속도와 힘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Safety is our priority
- TM Robot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운영 면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rgonomic Design
- TM Robot은 모든 라인을 곡선으로 설계하여 작업자와의 불의의
충돌에서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TM Robot 라인업

ISO 10218-1:2011 ISO/TS 15066:2016
TM의 독립형 협동로봇 솔루션은 다양한 유형의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가반하중 및 각기 다른 반경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M로봇 솔루션은 각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고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 주행 로봇(AGV) 어플리케이션 전용 TM-M(DC전원) 타입과, 반도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증을 완료한
SEMI S2 타입은 TM 만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장점입니다.

• 작업 영역: 700 mm
• 무게 부하: 6 kg

• 작업 영역: 900 mm
• 무게 부하: 4 kg

• 작업 영역: 1300 mm
• 무게 부하: 12 kg

• 작업 영역: 1100 mm
• 무게 부하: 14 kg

일반 가반하중 시리즈
미디움, 헤비 가반하중 시리즈
• 손(Robot Hand), 눈(Robot Visioin), 뇌(Robot
Software)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는 별도의 구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TM5 시리즈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나의 로봇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내장된 비전 시스템을 통해
로봇은 서로 다른 물체를 식별하고 자가 교정을 수행하며
비전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핸드가이드 티칭 모드는 사용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만큼 쉽게 협동로봇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TM로봇의 가반하중 용량은 시장에서
동일한 범위를 가진 다른 협동 로봇에
비해 우수 합니다. TM 협동로봇은 12k
g(TM12)에서 14k g(TM14)까지 무거운
물체를 옮길 수 있으며, 리치 반경,
TM12(1300mm)와 TM14(1100mm),
이 길어 로봇의 작업 영역도 넓어집니다.

모바일 시리즈
또한, 사용 편의성은 로봇의 유연성을
높이고 생산 라인의 신속한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자동화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줄임으로써, 모든 산업에서
투자 수익을 높이고 생산 품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 TM로봇의 모바일 시리즈는 DC 전원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DC 전원 회로는 모든 AGR/MR 브랜드와
호환되므로, 협동로봇과 AGV 로봇을 위한 최고의 결합
솔루션입니다. 3D비전 시스템 TM 랜드마크 기능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쉽게 보상 할 수 있으며 모바일 팔레타이징, 머신텐딩
어플리케이션등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Application

산업 어플리케이션

Pick & Place
TM로봇은 내장된 스마트 비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Pick & Place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이 매우 유연하여 공장 전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글루본사

Pick & Place

글루 분사

조립
TM랜드마크와 스마트 비전 기능을 사용하여
일정하지 않은 부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조립합니다. 또한 TM Plug&Play의
포스센서를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부품 및
구성 요소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스크류 드라이빙

조립

스크류 드라이빙

스마트 팔레타이징
스마트 비전 시스템을 통해 물체와 팔레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자동으로 포지션
수정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TMflow는
사용자가 빠른 프로그램 편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장형 비전 시스템을 통해 모든 나사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며, 제작 과정
중 모든 나사 및 구성 요소의 조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포스센서와도 결합
가능합니다.

광택&디버링

스마트 팔레타이징

광택&디버링

품질 검사
TM로봇의 스마트 비전 시스템은 외부
TMvision 롭션 기능과 함께 사용되어 자동
광학 검사를 수행하고, 제품 품질을
모니터링하며, 사람이 만들수 있는 오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TM로봇은 급속하고 유연한 생산라인
재구성을 지원하는 협동로봇으로, 특히
생산량은 적지만 다품종의 생산에
적합합니다. 또한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곡선 표면에도 글루 분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TM 파트너사들의 Plug&Play 포스 센서를
통해 광택 공정에서 정밀하게 포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곡면
연마 및 디버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신 텐딩

품질 검사

머신 텐딩

어플리케이션에 맞춰 로봇 비전을
프로그래밍하기 쉽고, CNC등의
생산장비와도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재 적재 및 하역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들어오는 자재를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도 높습니다.

Specification

모델 Model
무게 Weight
부하하중 Payload
작업범위 Reach
최고속도 Max Speed
관절범위
Joint ranges

관절속도

J1
J2, J4, J5
J3
J6
J1, J2
J3
J4, J5
J6

TM5-700

TM5-900

TM5M-700

TM5M-900

22.1Kg
6kg
700mm
1.1m/s

22.6Kg
4kg
900mm
1.4m/s

22.1Kg
6kg
700mm
1.1m/s

22.6Kg
4kg
900mm
1.4m/s

+/- 270°
+/- 180°
+/- 155°
+/- 270°
180°/s
180°/s
255°/s
255°/s
+/- 0.05 mm
6 rotating joints

반복 정밀도
자유도
구분
Digital in
Digital out
Analog in
Analog out

I/O 포토

제품특성

전원공급
I/O 인터페이스
인증서
옵션모델
로봇비전
Eye in Hand(내장형 버전)
Eye in Hand(옵션 버전)

J1
J2, J4, J5
J3
J6
J1, J2
J3
J4, J5
J6

관절범위
Joint ranges

관절속도

TM12

TM14

TM12M

TM14M

33.3Kg
12kg
1300mm
1.3m/s

32.6Kg
14kg
1100mm
1.1m/s

33.3Kg
12kg
1300mm
1.3m/s

32.6Kg
14kg
1100mm
1.1m/s

+/- 166°

+/- 163°

180°/s

150°/s

+/- 270°
+/- 180°
+/- 166°

+/- 163°
+/- 270°
120°/s
180°/s

180°/s

150°/s

180°/s
+/- 0.1 mm
6 rotating joints

반복 정밀도
자유도

Control box
Tool conn.
16
4(by Reginal Model)
16
4(by Reginal Model)
2
1
1
0
콘트롤박스 : 24V 1.5A, 툴: 24V 1.5A
IP54(Am)
Typical 220 watts
적정온도 범위 : 0-50°C
DC 20V/48V/22~60V
100-240 VAC, 50-60 Hz
(by Reginal Model)
3×COM, 1×HDMI, 3×LAN, 4×USB2.0, 2×USB3, 0.1×VGA(by Reginal Model)
CE, kCs, SEMI S2(옵션)
모델 : 버전이 없는 모델, SEMI 52 인증모델

I/O 전원공급
IP등급
소비전력
온도

모델 Model
무게 Weight
부하하중 Payload
작업범위 Reach
최고속도 Max Speed

구분
Digital in
Digital out
Analog in
Analog out

I/O 포토

Control box
16
16
2
1

I/O 전원공급
IP등급
소비전력
온도
전원공급
I/O 인터페이스
인증서
옵션모델

콘트롤박스 : 24V 1.5A
IP54
Typical 300 watts
적정온도 범위 : 0-50°C
100-240 VAC, 50-60 Hz
DC 20V~60V
3×COM, 1×HDMI, 3×LAN, 4×USB2.0, 2×USB3.0
CE, kCs, SEMI S2(옵션)
모델 : 버전이 없는 모델, SEMI 52 인증모델

로봇비전
Eye in Hand(내장형 버전)
Eye in Hand(옵션 버전)

1.2M/5M pixels, color camera
최대 2 GigE camera

Tool conn.
4
4
1
0

1.2M/5M pixels, color camera
최대 2 GigE camera

ø1303.00
ø1513.00

ø244.60

TM5-700, TM5M-700

ø1698.00
ø1909.00

ø244.60

TM5-900, TM5M-900

ø2408
ø2619

ø312.6

TM12, TM12M

ø2012
ø2222

ø312.6

TM14, TM14M

ø2200

ø1988

ø2388
ø2360

ø1893.00

ø1680.00

ø1493.00

ø1280.00

Operating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