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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인간과 로봇 
고정된 프로세스대로만 작업을 수행하고 대형의 접근방지용 장치로 차단된 로봇은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신생 기업은 여러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조만간 집안일에 사용될 수 있는 로봇팔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 과학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로봇은 주어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기계에서 더 이상 장애물이나 차광막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인간에게 
안전하고 상호적인 도우미로 그 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이를 영화 
아이언맨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주인공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 옆에는 
필요할 때마다 납땜을 하고, 스스로 나사질을 하거나 필요한 공구 역할을 하며 조력자 
역할을 하는 로봇팔이 하나 있습니다. 

인조 가죽에 포장된 로봇 
이러한 장면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생 기업인 F&P Robotics 의 상상에 
의하면 말입니다. 20 명의 직원들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업무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기본 버전 크기 1.1m, 80cm 의 작업 반경과 6 자유도로 설계된 
로봇팔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설계된 P-Rob(Personal Robot 의 약자)은 고급 인조 가죽 
커버로 덮혀 있어 사용자에게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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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 을 통해 우리는 개인 로봇을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F&P Robotics 의 
CEO 인 한스뤼디 푸뤼(Hansruedi Früh)는 말합니다. 그는 이미 그의 로봇이 어디에 사용될 
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산업과 같은 작업 영역에도 매우 
이상적입니다. "여기에서 로봇은 컨테이너나 그릇을 사용하거나 품질 검사에 이용될 수 
있다."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 로봇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잡거나 
조종하고 환경을 인지하여 사람이 근처에 접근하면 정확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로봇은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최선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F&P Robotics 의 CEO 한스뤼디 푸뤼(Hansruedi Früh) 

 

F&P Robotics 는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P-Rob 은 머지않아 다른 로봇팔들 
또는 사람들과 합력하여 인간의 사회적인 행위를 인식하고, 이로써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최선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한스뤼디 푸뤼는 말합니다. 또한 장차 이 로봇은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며, 오늘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때와 같이 정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6 자유도의 P-Rob 1R(우측) 및 그의 동생 1U. 사진 © 맥슨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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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뤼디 푸뤼는 또한 오 년에서 십 년 내에 그의 로봇이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다른 가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능적이고 상호 작용을 할 줄 알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계가 아닌 조수 혹은 친구로 인식할 만한 팔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확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브러시리스 DC 모터 
F&P Robotics 는 로봇팔을 작동시키기 위해 맥슨의 브러시리스 DC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직경 45mm 와 90mm, 70W 및 90W 출력을 갖춘 최대 8 개의 EC flat 모터가 P-Rob 의 
관절과 그리퍼에 장착됩니다. 강도높은 파워, 컴팩트한 디자인 및 효율적인 방열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모터의 편평한 디자인이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고 한스뤼디 푸뤼가 설명합니다. 맥슨 센서와 결합한 플랫 모터는 드라이브의 
전류로 토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동력계 역할을 합니다. 

조종의 간편성과 작동의 편리성은 이 신생 스위스 기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P-Rob 을 
조종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데에 노트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는 장차 수많은 잠재 고객들의 
이목을 끌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로봇 팔을 이용한 첫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가 뒤를 이을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미래에는 산업과 우리의 
생활에서 인간과 로봇 간의 협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F&P Robotics 와 맥슨 모터가 
앞장서서 이러한 발전을 주도합니다. 

  

다양한 그리퍼를 설치할 수 있는 로봇의 머리 사진 © 맥슨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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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오는 맥슨의 제품 

 

 

 

맥슨의 EC 45 flat 모터 
이 45mm 직경의 모터는 70W 의 
출력을 냅니다. 외부의 다극 
로터는 특히 높은 토크를 
책임집니다. 

맥슨 MR 엔코더 
이 맥슨 
엔코더는 자성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인터폴레이터로 인해 
매우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펄스 수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자: 슈테판 로쉬(Stefan Roschi), 맥슨 모터 편집자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xon motor ag 
Brünigstrasse 220 
Postfach 263 
CH-6072 Sachseln 
전화번호 +41 41 666 15 00 
팩스 +41 41 666 16 50 
Web www.maxonmotor.com 
트위터: @maxonmotor 

F&P Robotics AG 
Rohrstrasse 36 
8152 Glattbrugg 
Switzerland 
전화번호 +41 44 515 95 20 
팩스 +41 44 515 95 25 
www.fp-robotics.com 
트위터: @FPRoboticsAG 

 
 
 

 

다양한 맥슨 모터의 제품 - 본사의 태블릿 매거진 driven 에서 흥미진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윈도우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