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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설립된 Techman Robot 은 협동로봇과 산업 자동화 솔루션에 주력하는 대만에 위치한 
제조업체 입니다. 당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트북 제조업체인 Quanta Computer 사의 자회사로, 
훌륭한 R&D 팀과 대대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를 넘어 
호주부터 유럽과 미주까지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네덜란드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유통 대리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장된 비전을 갖춘 협동로봇, 스마트 
공장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포함한 고급 자동화 제품, 솔루션 및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현대식 생산 라인은 모두 대만의 북부 화야 테크놀로지 파크(Hwa-Ya Technology Park)에 
위치해 있으며, 이 현장에서 제품 연구, 개발, 생산 및 다른 제조 기능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ISO9001, IS O14001, ISO10218-1 및 ISO/TS15066 과 같은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의 첫 번째 로봇 팔 TM5가 출시된 지 4년만에 당사만의 고유한 제품 설계와 탁월한 
품질 앞세워 글로벌 2위의 협동로봇 브랜드가 되었으며 지금도 세계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요구를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확장하며 더 폭넓은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R&D 기능도 성장시켜, 기업이 공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요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스마트 소프트웨어 시리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Techman Robot은 대만, 미국 및 중국에서 많은 특허를 획득했으며, 현재 수십 개 이상의 
특허가 추가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당사의 협동로봇은 iF Product Design Award, Red 
Dot Award, Golden Pin Design Award, COMPUTEX d&i Award 및 Taiwan Excellence Awards 등 
권위 있는 수상 기관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저희 비지니스 파트너사들이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
격차 해소

TM
글로벌 유통업체

자동화 업계에는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숙제가 존재합니다. 로봇부터 
공장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머신 비전부터 AI까지 Techman Robot은 4차 산업시대에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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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및 통계 관리상당한 비용 절감

추가 비용 및 시간 소모 절감
▪TM 로봇 시리즈는 내장된 비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TM Plug&PlayTM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사전에 TM 로봇과 통신이 가능한 장비로써 엔드 이펙터, 외장 카메라, 포스 센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부 장비들을 로봇에 꽂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며,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비용,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 적용되는 복잡한 장비 구성을 간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로봇이 대체 됨으로써 인력에 드는 비용 및 위험요소 감소
▪TM 로봇은 그래픽 기반 UI ‒ TMflowTM를 사용하여 기존 코딩 UI를 대체합니다. 코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단시간 내에 배우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TM 로봇은 사전에 통합된 소프트웨어 시리즈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통합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유지 관리가 더욱 용이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주요 데이터 및 통계 관리

▪TMmanager를 사용하면 공장 내 모든 로봇 팔과 다른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Techman Robot은 기업이 인간, 기계 및 시스템 간의 간격을 해소하고, 4차산업 시대의 스마트 제조 
공정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 절감

안전 문제로 발생하는 사람-기계 격차

▪기존 로봇

 사람-기계 분리

▪Techman Robot

사람-기계 협업 

구축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람-기계 격차

복잡한 코딩 프로세스

▪기존 로봇 ▪Techman Robot

직관적인 그래픽 컴파일 프로세스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람-기계 격차

▪기존 로봇

높은 유지 관리 비용

▪Techman Robot

낮은 유지 관리 비용

▪기존 로봇

  다양한 장비를 통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함

▪Techman Robot

SW&HW 통합 솔루션 시리즈 제공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기계-기계 격차

CLOSING THE GAPTM

TM 3DVision

스마트 제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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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ENTAL

Techman Robot은 여러 산업 및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협동로봇과 스마트 소프트웨어 시리즈를 
함께 제공합니다. 반도체,자동차, 전자제품, 플라스틱 및 금속 제조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 업종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외식 서비스와 같은 고효율성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산업과 그 외의 기타 산업군에서도 로봇 
자동화 추세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자동화 내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선두 기업으로서, 당사의 협동로봇 생산 
공 장 에 는  T M  로 봇 으 로  구 성 된  자 동 화  생 산  
라 인 에 서  새 로 운  T M  로 봇 을  조 립 ,  생 산  하 고  
있습니다.

자동화 부품으로 유명한 글로벌 제조업체인 
Continental의 Budapest 공장은 꾸준히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Continental에서 TM 로봇을 사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더욱 
강화했는지 확인하세요.

Continental

Techman Robot 공장

TM Robot만의 직관적인 그래픽과 배우기 쉬운 UI
는 Chuang Yang사의 작업자들이 로봇 컨트롤과 
작동을 단시간 내에 빠르게 습득하는게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TM Robot의 내장된 비전 기능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지속적인 제품 품질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Chuan Yang Precision Co.

TM 로봇은 일본의 식당이나 노점에도 사용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로봇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업무 환경이지만 식품과 서비스 
산업에도 매우 적합하게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식 서비스, F&B산업의 응용 사례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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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로봇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어 여러 응용 분야 및 업종의 니즈를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페이로드와 리치를 갖춘 TM12 & TM14는 
로봇을 사용하여 무거운 개체를 취급해야 하는 
업종 및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금속 제조, 자동차 
관련 업종, 또는 패널 제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TM 모바일 시리즈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AGV/AMR 브랜드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리즈는 내장된 비전과 TM 랜드마크 기능이 있어 
이동성이 요구되는 작업과 응용분야에 매우 
적합합니다. AGV/AMR + 로봇 솔루션을 이용한 
머신 텐딩, 이송 후 Pick & Place, 팔렛타이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TM5의 내장된 비전 시스템은 로봇이 다른 개체를 
식별하고, 자체 보정을 수행하고, 비전 작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핸드 가이드 티칭 모드는 사용자가 
로봇 작동 방법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TM 로봇 시리즈는 비전 내장형 모델 뿐만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비전을 로봇과 통합하려는 
사용자를 위해 비전이 내장되어 있지 않는 로봇 팔 
또한 제공합니다. TM Plug&PlayTM 시리즈에서 
미리 검증된 비전 목록을 확인하시고 호환되는 
카메라를 찾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하세요.

TM12
▪작업반경: 1300 mm
▪가반하중: 12 kg
TM14
▪작업반경: 1100 mm
▪가반하중: 14 kg

TM5-700
▪작업반경: 700 mm
▪가반하중: 6 kg
TM5-900
▪작업반경: 900 mm
▪가반하중: 4 kg

TM5-700TM5-900

TM14TM12

TM 로봇 시리즈

일반 가반하중 시리즈 비전이 내장되어 있지않은 시리즈

미디움, 헤비 가반하중 시리즈 TM로봇 모바일 전용 시리즈



SEMI S2     ISO 10218-1:2011     ISO/TS 15066:2016

TM 로봇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어 여러 응용 분야 및 업종의 니즈를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페이로드와 리치를 갖춘 TM12 & TM14는 
로봇을 사용하여 무거운 개체를 취급해야 하는 
업종 및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금속 제조, 자동차 
관련 업종, 또는 패널 제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TM 모바일 시리즈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AGV/AMR 브랜드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리즈는 내장된 비전과 TM 랜드마크 기능이 있어 
이동성이 요구되는 작업과 응용분야에 매우 
적합합니다. AGV/AMR + 로봇 솔루션을 이용한 
머신 텐딩, 이송 후 Pick & Place, 팔렛타이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TM5의 내장된 비전 시스템은 로봇이 다른 개체를 
식별하고, 자체 보정을 수행하고, 비전 작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핸드 가이드 티칭 모드는 사용자가 
로봇 작동 방법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TM 로봇 시리즈는 비전 내장형 모델 뿐만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비전을 로봇과 통합하려는 
사용자를 위해 비전이 내장되어 있지 않는 로봇 팔 
또한 제공합니다. TM Plug&PlayTM 시리즈에서 
미리 검증된 비전 목록을 확인하시고 호환되는 
카메라를 찾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하세요.

TM12
▪작업반경: 1300 mm
▪가반하중: 12 kg
TM14
▪작업반경: 1100 mm
▪가반하중: 14 kg

TM5-700
▪작업반경: 700 mm
▪가반하중: 6 kg
TM5-900
▪작업반경: 900 mm
▪가반하중: 4 kg

TM5-700TM5-900

TM14TM12

TM 로봇 시리즈

일반 가반하중 시리즈 비전이 내장되어 있지않은 시리즈

미디움, 헤비 가반하중 시리즈 TM로봇 모바일 전용 시리즈



TM 로봇의 3S (Smart, Simple, Safe) 장점을 통해 다양한 응용 분야에 손쉽게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양한 기능 노드를 사용하여 작업 편집

IfCircle

GatewayPause

TMflowTM 은 TM 로봇의 혁신적인 그래픽 UI입니다.
그래픽 UI상에는 서로 다른 수십 가지의 기능 노드들이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아이콘을 Drag & Drop 하고 결합함으로써 로봇팔의 모션을 코딩하지 않고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TM Component EditorTM 는 개발자에게 TMflowTM 프로젝트에서 컴파일한 구성 요소를 독립적 노드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다른 프로젝트를 손쉽게 구성하거나 간소화된 데이터 밀도로 동시에 개발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비전으로 더욱 스마트해진 협동로봇
내장된 비전 시스템은 다양한 작업을 보다 유연하고 손쉽게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비전 시스템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시간, 그리고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지식이 필요 하지 않음
TM 로봇만의 그래픽화된 UI는 생성되어 있는 아이콘을 Drag & Drop하여 
플로우 차트를 짜는 방식입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작업 환경
TM 로봇은 ISO10218-1:2011 및 ISO /TS 15066:2016과 같은 국제 안전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폴리싱 & 디버링픽 앤 플레이스PCB 핸들링 스크류 드라이빙품질검사

패키징머신 텐딩 팔레타이징사출 납땜 & 용접

접착제 도포Conveyor Checking조립AGV3D 빈 피킹

응용 분야

TM Component EditorTM

TMflowTMTM 로봇 시리즈

TM Robot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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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visionTM 은 TM 로봇의 내장된 비전 기능으로, 이를 통해 TM 로봇이 촬영한 비전 데이터를  명령 
프롬프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TM 로봇을 기존 업계 로봇보다 우월하게 만들어 주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TMvisionTM 에는 시각적 인식, 포지셔닝, 이미지 강화, 바코드 식별 등의 기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전 노드 UI
TMvisionTM 의 비전 노드 UI는 프로세스 
지향적이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플로우를 따라 단계별로 파라미터를 
조절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 보정
TM 보정판은 시각 보정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EIH, ETH 또는 상향 
카메라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보정판을 카메라 
아래에 놓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비전 
소프트웨어가 나머지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TM Landmark
일반 로봇에는 베이스에 좌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개체와 로봇 간의 상대적 위치가 
변경되면 로봇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TM Landmark를 통해 좌표 시스템이 랜드마크에 
구축됩니다. 로봇은 랜드마크를스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좌표 정보가 다시 조정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AGV를 
사용하는 로봇의 경우 권장됩니다!

물체 감지 모듈
형태 기반/이미지 기반 패턴 일치, 위치 정렬, 불규칙 항목 감지등의 기능을 
지원하여 비전 필드 내에서 특정 개체를 식별합니다. 또힌 사용자는 외부 
이미지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체 감지를 수행하고 결과를 TMvisionTM

에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강화 모듈
대비 강화, 이미지 스무딩 및 임계값 처리, 형태, 색상 창 추출 및 이미지 
플립을 지원합니다.

바코드 식별 모듈
바코드/QR 코드/2D DataMatrix 읽기, 색상 분류 및 문자열 일치등의 
비전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한 
결과물을 TMvisionTM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TMvisionTM

TMvisionTM

P1
P2

P3

P1
P2

P3

▪TM Landmark를 
    사용한 좌표 시스템

▪타사 로봇들의 좌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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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로봇팔 + AGV/AMR의 토탈 솔루션은 공장과 기업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다기능 처리 
능력, 작업 유연성, 그리고 높은 작업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TM 로봇만의 내장된 비전의 추가적인 가치가 
이 솔루션에서 더욱 더 빛을 바랍니다. 이동 후에 필요한 보정 시간을 대폭 감소하고 공장에서의 전체적인 
활용률을 높입니다.

TM 로봇과 결합되는 AGV/AMR

응용 사례액세서리 옵션 **

▪머신 텐딩 ▪픽 엔드 플레이스(웨이퍼)

* 당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이 카탈로그의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당사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M Compact 3D 
    Camera Package

▪TM SSD ▪TM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제품 특장점 *
▪내장된 비전 및 TM 랜드마크 기능이 보정 시간을 대폭 단축
▪TM5/TM12/TM14 모두 모바일 버전이 함께 제공됨
▪DC 전원 공급 설계로 거의 대부분의 AGV/AMR 브랜드와 통합될 수 있음
▪반도체 산업에 적합한 SEMI-S2 검증 버전 제공

TM 스마트 소프트웨어와 통합 *
TM 3DVisionTM、TM AI+TM또는TMmanager등의 T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보다 복잡한 비전 응용 분야를 생산에 
적용시키거나 공장 관리 툴로 AGV/AMR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TM 3DVision

추가적인 펜스 필요없음
TM 로봇은 국제 안전 규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공간 활용률을 
높여 줍니다.

안전성이 높은 업무 환경
TM 로봇의 작업 반경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공장 
내에 LiDAR 또는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로봇의 저속 구역과 
비활성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티칭과 작업 편집 프로세스 속도를 높임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 포인트 티칭 및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TM 로봇의 그래픽 UI를 
사용하면 로봇 프로그래밍에 요구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TM 로봇 모바일 시리즈

▪TM Landmark

  * 이 솔루션은 모바일 버전 로봇 팔에 포함됩니다
** 액세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크맨 로봇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로봇팔 + AGV/AMR의 토탈 솔루션은 공장과 기업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다기능 처리 
능력, 작업 유연성, 그리고 높은 작업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TM 로봇만의 내장된 비전의 추가적인 가치가 
이 솔루션에서 더욱 더 빛을 바랍니다. 이동 후에 필요한 보정 시간을 대폭 감소하고 공장에서의 전체적인 
활용률을 높입니다.

TM 로봇과 결합되는 AGV/AMR

응용 사례액세서리 옵션 **

▪머신 텐딩 ▪픽 엔드 플레이스(웨이퍼)

* 당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이 카탈로그의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당사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M Compact 3D 
    Camera Package

▪TM SSD ▪TM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제품 특장점 *
▪내장된 비전 및 TM 랜드마크 기능이 보정 시간을 대폭 단축
▪TM5/TM12/TM14 모두 모바일 버전이 함께 제공됨
▪DC 전원 공급 설계로 거의 대부분의 AGV/AMR 브랜드와 통합될 수 있음
▪반도체 산업에 적합한 SEMI-S2 검증 버전 제공

TM 스마트 소프트웨어와 통합 *
TM 3DVisionTM、TM AI+TM또는TMmanager등의 T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보다 복잡한 비전 응용 분야를 생산에 
적용시키거나 공장 관리 툴로 AGV/AMR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TM 3DVision

추가적인 펜스 필요없음
TM 로봇은 국제 안전 규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공간 활용률을 
높여 줍니다.

안전성이 높은 업무 환경
TM 로봇의 작업 반경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공장 
내에 LiDAR 또는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로봇의 저속 구역과 
비활성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티칭과 작업 편집 프로세스 속도를 높임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 포인트 티칭 및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TM 로봇의 그래픽 UI를 
사용하면 로봇 프로그래밍에 요구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TM 로봇 모바일 시리즈

▪TM Landmark

  * 이 솔루션은 모바일 버전 로봇 팔에 포함됩니다
** 액세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크맨 로봇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Mstudio 에는 세 가지 시뮬레이션 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툴을 활용하면 워크스테이션의 3D 
환경을 구성하여 관련 장비와 로봇팔 및 엔드 이펙터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TMstudio를 통해 
프로젝트를 편집하고 완성 할 수 있습니다.

TMflowTM Editor를 사용하면 실제로 로봇팔을 
연결하지 않고도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개인 
장 치 에 서  오 프 라 인 으 로  프 로 젝 트  편 집  할  수  
있습니다. 편집한 프로젝트는 이후에 로봇 컨트롤 
박스에 업로드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TM Add-On에는 TM 로봇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툴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으습니다. 이러한 고급 
기능의 소트트웨어 툴을 엑세스하여 사용자는 보다 많은 응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외부 시스템 및 
프로그램과 TM 로봇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비전 모듈(2D)
ETH (Eye-to-Hand) 또는 Upward-looking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전 
적용을 위해 외부 카메라를 TM 로봇에 연결합니다.

AI 모듈
미리 교육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TM 로봇이 AI 분류 및 AI 감지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고급 비전 기능 모듈
OCR을 포함한 식별 및 측정 모듈.

팔레타이징 마법사
팔레타이징 마법사는 팔레타이징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팔레타이징 마법사를 통해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단시간 만에 팔레타이징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예로는 
팔레트 크기, 상자 크기, 최대 쌓는 층, 쌓는 방향 
등이 있습니다.

TCP Generator
TCP Generator를 활용하면 특정 엔드 이펙터의 
TCP 데이터를 생성하고 TMflowTM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TCP 데이터는 TMvisionTM 
또는 TM 3DVisionTM 기능을 사용할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워크스테이션 모듈
워크스테이션 모듈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로봇팔, 
작업 개체, 그리고 그 외 기타 주변 장비의 3D 
파일을 가져오고 시뮬레이션된 
워크스테이션내에서 미리 테스트 가능합니다.

TMflowTM Component Editor

TMvisionTM Add-On

TMstudio

TM 3DVisionTM

다양한 형태 개체나 높이/깊이가 다른 개체의 비전 작업시 작업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강화합니다.

TM Add-On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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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

SOCKET(S)
HTTPS

AMQP

AMQP

TM ROS Driver

요즘 사업체들은 IoT 관리 시스템을 공장에 도입하여 모든 장비 및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TM 로봇 관리 API는 시스템 개발자가 TM 로봇을 기존 시스템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들이 비즈니스 가치와 ROI 활용한 IoT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M 컨베이어 트래킹 기능은 TM 로봇의 내장 비전 
또는 외부 비전 시스템 센서를 기반으로 개체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우 정확하게 
동적 컨베이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TM ROS Driver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TM 로봇을 컨트롤하려는 개발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TM ROS Driver에서는 TM 로봇의 운영 체제(TMflowTM)를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 둘 
사이에 로봇 컨트롤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Linux 또는 Ubuntu 등의 
     플랫폼 지원

▪IoT 관리를 위해 여러 로봇팔 
     연결

▪무제한 언어로 빠른 통합

*TM ROS Driver를 다운로드하려면 Techman Robot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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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로봇은 내장된 스마트 비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Pick & Place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이 매우 유연하여 공장 
전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ick & Place - 픽 앤 플레이스

스마트 비전 시스템을 통해 물체와 팔레트의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자동으로 포지션수정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TMflowTM는 사용자가 빠른 프로그램 편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Smart Palletizing - 스마트 팔레타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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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w Driving - 스크류 드라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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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Tending - 머신 텐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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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mbly -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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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ity Inspection - 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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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e Dispensing - 글루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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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shing & Deburring - 광택&디버링

산업용 적용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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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TM Palletizing Wizard 
TM 로봇의 소프트웨어는 팔렛타이징 작업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작업 결과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내장형 비전 뿐만 아니라 외부 카메라의 연결도 지원
▪변경 가능한 엔드 이펙터.
▪필러, 티치 펜던트, 표시등이 함께 제공.
▪다섯 가지 팔렛타이징 모드를 지원하는 TMstudio Palletizing Wizard 소프트웨어 포함.
▪17개의 인증된 PL=d Cell 등급 안전 기능 및 여러 안전분야의 인증

TM Operator 시리즈는 자동화 산업 체인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완전한 자동화 솔루션을 찾고 있는 사업 관리자든, TM 로봇으로 자체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시스템 
개발자이든 관계없이 TM Operator를 통해 적합한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TM Palletizing Operator는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배치할 수 있도록 팔렛타이징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위해 구축된 Operator입니다. TM Palletizing Operator는 팔레트 사이즈, 박스 그리고 팔렛타이징 작업 
방식 등을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작업을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단계별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 시간에서 수 개월 미만으로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여주며, 창고 또는 물류 구역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TM Palletizing Operaotor의 작동 영역

TMPLTZOP_V002
(fig. B)

TMPLTZOP_V002
(fig. A)

TMflowTM과 통합
TM Palletizing Operator는  TMflowTM 

소프트웨어와 통합되어, 필러 높이, 엔드 이펙터 
모션 조절 등과 같은 세밀한 조작을 TMflowTM 
내에서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TM Palletizing Operator

TM Palletizing Operator-TM12
축�높이*
최대�가반하중**
팔레트�최대�속도***

인증

안전�기능
티칭�팬던트
IP 등급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Eye in Hand(내장형)
Eye to Hand(옵션)

TM Operator 시리즈

      *최대�신장했을�시의�높이는�박스�한�개�사용시의�기준입니다. 최대�팔레트�크기(1219mm×1016mm)의�경우는�기본�높이 1200mm에�적합합니다. 
        상자의�크기, 레이아웃�및�그리퍼에�따라�실제�신장�되는�높이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로봇�플랜지의�가반하중 : 12kg
 ***상자�무게, 치수, 표면, 팔레트�치수�및�레이아웃에�따라�다릅니다.

기본 1200mm, 최대1900mm
10kg
최대�분당 7상자/분당�최대�작업물
CE, Machine Directive 2006/42/EC,ISO 12100, EN 60204-1, 
ISO 10218-2 (partly completed machinery), ISO 13849-1, ISO/TS 15066
17 cell level safety functions with 3rd Party certification PL=d according to ISO13849-1
10.1인치�정전식�터치스크린, ESTOP 및�활성화�스위치�포함, 케이블�길이: 3m, USB포트 2개�제공
로봇�팔 IP54 등급, 티칭�팬던트 IP65 등급, 그리퍼�및�나머지�파트 IP32 등급

오프라인�프로그래밍�및�시뮬레이션: TMstudio 팔레타이징�마법사
설정�및�실행: TM Palletizing Operator 소프트웨어�패키지
1.2M/5M 픽셀, 컬러�카메라
최대 2개의 GigE 카레아�지원

다양한�입/출력�안전�장치�지원: 비상정지, 안전정지, 사람-기계간�안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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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인치�정전식�터치스크린, ESTOP 및�활성화�스위치�포함, 케이블�길이: 3m, USB포트 2개�제공
로봇�팔 IP54 등급, 티칭�팬던트 IP65 등급, 그리퍼�및�나머지�파트 IP32 등급

오프라인�프로그래밍�및�시뮬레이션: TMstudio 팔레타이징�마법사
설정�및�실행: TM Palletizing Operator 소프트웨어�패키지
1.2M/5M 픽셀, 컬러�카메라
최대 2개의 GigE 카레아�지원

다양한�입/출력�안전�장치�지원: 비상정지, 안전정지, 사람-기계간�안전�설정



제품 특장점
▪Techman 로봇의 스마트 소프트웨어 통합: TMflowTM 및 TMstudio
▪사용자에게 맞춤식 레이아웃 구축에 대한 유연성 제공

TM Palletizing Operaotr Kit은 사용자가 유연한 팔렛타이징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팔렛타이징 영역은 생산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배치와 간격도 다양합니다. 
이 Kit을 사용하여 환경에 따른 맞춤화된 배치로 Palletizing Operator를 구축하고, 그에 해당하는 
팔렛타이징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TM Palletizing Operator 및 TM Palletizing Operator Kit에서는 다섯 가지 팔렛타이징 모드를 
제공합니다.

작동 방식

1. 사용자는 자신의 생산 구역을 기반으로 Palletizing 
Operator에 적합한 하드웨어 레이아웃을 설계합니다.

2. TMstudio Palletizing Wizard로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TMflowTM에 맞춤화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3. 로봇팔의 이동 경로, 필러 높이, 엔드 이펙터 동작 
설정 등을 TMflowTM에서 세부 조절합니다.

4. 맞춤화된 Palletizing Operator가 완성됩니다!*

*맞춤화된 레이아웃 구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M Palletizing Operator Kit 제품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TMstudio

TMflowTM

하드웨어�구성
(필러/전원�박스/표시등)

적합한�사용자

TM Palletizing Operator Kit

네

네

사용자가�필요에�따라 
준비�및�설치

통합�경험이�있고�맞춤화된 
팔레트화�솔루션을�구축하기 

위한�소프트웨어�툴을 
찾고�있는�사용자

TM Palletizing Operator

포함됨

규격화된�팔레트화 
솔루션을�찾고�있는�사용자

네

네

TM Palletizing Operator 및 TM Palletizing Operator Kit의 Palletizing 모드

TM Palletizing Operator 및 TM Palletizing Kit 비교

▪동일한/다른 유형의 상자 팔렛타이징

▪동일한/다른 유형의 상자 팔렛타이징 해제

▪팔레트 전환

TM Palletizing Operator Kit

TM Operato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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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vision

▪디버링 Operator ▪3D Vision Operator ▪Palletizing Operator

TM Operator Suite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TM 로봇 및 사용자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특정 응용 분야에 특화된 유연한 로봇 operator 구축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로봇 operator에 대해 맞춤화된 UI 및 대시보드 구축
▪TMflowTM 또는 TMvisionTM 등의 TM 소프트웨어 기능을 맞춤화된 UI로 통합
▪머신 비전 및 로봇 프로그래밍 UI를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통합
▪설계된 로봇 operator를 복제하여 사업 확장

TM Operator Suite는 TMflowTM, TMvisionTM, TMstudio 및 TMmanager를 통합합니다. 이 제품은 
경험이 있는 시스템 통합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TM 로봇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로봇 operator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TM Operator Suite로 구축한 몇 가지 로봇 operator의 예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기존�로봇�작업�단위 로봇 Operator

로봇 팔, 비전 시스템, 다른 HMI로의 제어

적용 분야 또는 작업 환경이 변경되면 다시 
설계해야 함

상대적으로 외부 리소스와 통합하기가 어려움
(장치, 소프트웨어 등)

TM 로봇 및 내장된 비전 시스템이 고도로 
통합되었고, 하나의 단일 UI로 제어될 수 
있으며, 다른 외부 장치를 Modbus 또는 
소켓을 통해 연결 가능

UI의 편집 및 작동 프로세스를 실제 
요구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

추가 소프트웨어를 기존 UI
(예: TM Palletizing Wizard)
에 통합할 수 있음

로봇 operator의 예시

기존 로봇 작업 단위와 로봇 Operator 비교

TM Operator Suite

TM Operato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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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Operator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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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flowTM/ TMvisionTM

의 원활한 통합
두 기능 모두 자체 구축된 UI에서 호출 가능

▪TMstudio Palletizing Wizard

TM Operator Suite에서 구축한 Palletizing Robot Operator 예시

TMmanager로 직관적인 UI 구축

맞춤화된 대시보드를 설계하여 진행 중인 
작업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표시할 데이터 결정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사용: TMstudio
사용자가 TMstudio를 통해 맞춤화된 Palletizing 
모드를 설정하게 함

▪TMvisionTM 인터페이스▪TMflowTM 컨트롤러

TM Operato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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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T = 운영 기술자 ; IT = 정보 기술자

사람
▪디스패치 구성요소: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각 작업 위치에 
    작업자 배정
▪작업 보고 구성 요소: 자동으로 생산 및 여유 상태 보고

기계
▪활용률 구성 요소: 실시간 및 내역 데이터 제공
▪장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MSSQL에 저장됨
▪TM 로봇의 수명 주기 관리

재료
▪SN 내역 기록: 각 일련번호의 활동 기록.

방법
▪Graphic Process Flow는 사용자가 플로우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장비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진행 중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제품 특장점

▪노고와 시간 절약
     간소화된 기능으로 라인 작업자가 손쉽게 생산 공정 설정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높은 호환성
     MSSQL을 통해 상위 레벨 시스템(MES, ERP 등)과 연결하고,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을 줄여 줍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그래픽 데이터 및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스마트 관리
     "사람", "기계", "재료" 및 “ 방법"의 관리를 통합합니다.

▪높은 유연성
     다양한 생산 공정 및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M Smart Factory는 공장 관리를 최적화하고 생산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공장 관리자는 로봇 팔, 장비, PLC 및 기타 연결 장치에서 모든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고급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된 데이터 보고서는 관리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생산 효율성, 제품 산출 및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TM Smart Factory는 로봇 팔 또는 공장 내 다른 비전 적용 부문의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도 제공합니다.

TMmanager는 장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생산 라인 레이아웃 설정 및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TM Smart Factory

                                 를 활용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작업자가 샵 플로어 컨트롤 시스템을 생성 또는 조절하고, 
그래픽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OT 및 IT에 대한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장 건설 시간을 최대 75% 단축할 수 있습니다. 

TMmanager

작업 주문 관리

경보 관리

작업 보고서 관리

SN 관리

발송 시스템

커터/지그 기록

프로세스 관리

SN 기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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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된 기능으로 라인 작업자가 손쉽게 생산 공정 설정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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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Smart Factory는 공장 관리를 최적화하고 생산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공장 관리자는 로봇 팔, 장비, PLC 및 기타 연결 장치에서 모든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고급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된 데이터 보고서는 관리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생산 효율성, 제품 산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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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도 제공합니다.

TMmanager는 장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생산 라인 레이아웃 설정 및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TM Smart Factory

                                 를 활용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작업자가 샵 플로어 컨트롤 시스템을 생성 또는 조절하고, 
그래픽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OT 및 IT에 대한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장 건설 시간을 최대 75% 단축할 수 있습니다. 

TMmanager

작업 주문 관리

경보 관리

작업 보고서 관리

SN 관리

발송 시스템

커터/지그 기록

프로세스 관리

SN 기록 검색



TM Smart Factory

제품 특장점
▪TMflowTM & TMvisionTM과 동일한 UI, 매우 쉬운 작동
▪TM AI+TM과 결합할 수 있고, 복잡한 비전 작업 실행 가능
▪Techman Robot은 TM Plug&PlayTM 미리 검증된 카메라를 제공. 카메라 통합에 
    추가적인 노고가 들지 않음

제품 특장점
▪브라우저 기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M 로봇의 내장된 비전을 통해 로봇은 이미지 데이터를 TM AI+TM 트레이닝 서버로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AI 모델은 로봇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대신 로컬 서버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TM SmartEdge를 비전 작업 지점 근처 PC/IPC에 설치하고 카메라를 연결하여 
    TMvisionTM 사용을 시작하세요.

TM AI+T M은 로봇 비전과 AI를 통합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비전 데이터를 캡처하고 
축적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로봇 비전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전 작업을 실행하도록 돕기 위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특히 개체 분류 또는 품질 검사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M SmartEdge를 통해 TMvisionTM 의 이점을 보다 향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작업구역에서 여러 
카메라가 필요하거나 TM Robot에서 떨어진 특정 지점에서 비전 기능이 필요할 경우, TM SmartEdge를 
활용하면 위치나 생산 라인 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TMvisionTM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분류 기능을 사용하여 배선 색상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

▪AI 감지 기능을 사용하여 PCB에 부족한 구성 
    요소가 있는지 확인

적용 사례TM AI+TM

TM SmartEdge

TM AI+TM 솔루션 개념

교육�서버

NG

OK

다양한 시각에서 개체를 점검

▪점검 결과별로 개체 정렬

NG

OK

다양한 시각에서 개체를 점검

▪점검 결과별로 개체 정렬

분류

감지

머그보온�컵

브라우저 기반 UI를 
통해 교육 및 라벨링

이미지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

이미지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

칩 크랙

추론을 위해 DNN 
모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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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패키지

하드웨어 패키지

Robotiq FTS-300 
TM-KIT

AUTOMAPPPS Offline 
Programming Software for TM

OnRobot RG2-FT

Murrplastik FHS-RS-Set

OnRobot Quick Changer

Schmalz ECBPi TM-KIT

OnRobot HEX-E / HEX-H

HIWIN XEG-64-TM

Murrplastik FHS-C-Set

Robotiq Vacuum Gripper 
EPick

Weidmüller u-remote

ATI 9105-TM-Axia80

HIWIN SEG-24-TM

ADVANTECH Serial
Device Server

KILEWS Screw Driver 
Solution

igus 3D e-chain TM Kit

TOYO CHG2-S30-002

Robotiq Adaptive 
Gripper Hand-E TM-KIT

Zimmer HRC-03 TM-Kit

Utrun PRO-Z DK Package 
Screw System for TM

HIWIN STG-16-TM

ADVANTECH Modbus to
PROFINET Gateways

Igus® 3D e-chain TM Kit 
‒ Velcro® Tape

Robotiq Adaptive Gripper
2-Finger 85/140 TM Kit

Basler Industrial Camera

WACOH QRS-W200-K101-KIT

ROBOTIQ I/O Coupling

NABELL Robot Flex

SCHUNK Co-act EGP-C 
for TECHMAN ROBOT

OnRobot RG6

ADLINK EtherCAT I/O
Expansion Modules

More Information on
www.tm-robot.com 

ZLÍN ROBOTICS 
Universal Mobile Stand

SCHUNK Gripping 
System for TM WSG-25

OnRobot VGC10

IDS Ensenso 
N35 3D camera

Release

Grip

소프트웨어�패키지�다운로드 적용�및�테스트 작업�시작

TM협동로봇�구매

TM 플러그 & 플레이
구매

TM만의 플러그 & 플레이 솔루션으로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비용, 시간,그리고 
인력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퍼 적용 예시

5분 후 사용 시작

주변기기와 신속한 연결 및 사용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생산라인 적용 예시

TM Robot은 주변기기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TM Plug&PlayTM 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각 TM Plug&PlayTM 제품은 TM Robot 및 주변기기 공급 업체에 의해 완벽하게 테스트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TM Plug&PlayTM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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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패키지�다운로드 적용�및�테스트 작업�시작

TM협동로봇�구매

TM 플러그 & 플레이
구매

TM만의 플러그 & 플레이 솔루션으로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비용, 시간,그리고 
인력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퍼 적용 예시

5분 후 사용 시작

주변기기와 신속한 연결 및 사용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생산라인 적용 예시

TM Robot은 주변기기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TM Plug&PlayTM 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각 TM Plug&PlayTM 제품은 TM Robot 및 주변기기 공급 업체에 의해 완벽하게 테스트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TM Plug&PlayTM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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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반하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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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반하중 시리즈

MODEL TM5-700 TM5-900 TM5M-700 TM5M-900
중량 22.1㎏ 22.6㎏ 22.1㎏ 22.6㎏

가반 하중 6㎏ 4㎏ 6㎏ 4㎏
최대 리치 700㎜ 900㎜ 700㎜ 900㎜

관절 범위
J1,J6 +/-270° +/-270° +/-270° +/-270°

J2,J4,J5 +/-180° +/-180° +/-180° +/-180°
J3 +/-155°

관절 속도
J1,J2,J3 +/-180°/s
J4,J5,J6 +/-225°/s

평균 속도 1.1㎧ 1.4㎧ 1.1㎧ 1.4㎧
반복 정밀도 +/-0.05㎜

자유도 회전 조인트 6개

I/O 포트
컨트롤 박스 디지털 입력:16�

디지털 출력:16
아날로그 입력:2�
아날로그 출력:1

툴 컨넥터 
(관절6)

디지털 입력:4�
디지털 출력:4

아날로그 입력:1�
아날로그 출력:0

I/O 전원공급 컨트롤 박스: 24V 2.0A, 툴 컨넥터 24V 1.5A
IP 등급 IP54(로봇 암); IP32 (컨트롤박스)

소비 전력 평균 220 W
온도 0 ~ 50℃

클린 등급 ISO Class 3
전원 공급 100~240VAC, 50~60Hz 22~60 VDC

I/O 인터페이스 COM x 3, HDMI x 1, LAN x 3, USB 2.0 x 4, USB 3.0 x 2
통신 RS232, Ethernet, Modbus TCP/RTU (마스터 및 슬레이브), PROFINET(옵션), Ethernet/IP(옵션)

프로그래밍 환경 Tmflow, 플로우 차트 기반
인증 CE, SEMI S2(옵션)

AI & Vision*(1)
AI 기능 분류 작업, 물체 인식

어플리케이션 포지셔닝, 바코드 리딩, 문자인식, 결함 부위 찾기, 측정, 조립여부 확인

위치 정밀도 2D 카메라 위치 오차: 0.1㎜*(2)�
TM Landmark 3D positioning(landmark와 WD간의 거리 100/200/300㎜): 0.24/0.53/1.00㎜*(2)

Eye in Hand(내장비전) Auto-focuse Color 카메라, 해상도 5M 픽셀, Working distance(W/D) 100㎜ ~ ∞
Eye in Hand(옵션) 최대 GigE 2D camera x 2 또는 GigE 2D camera x 1 + GigE 3D Camera x 1*(3)

*(1) TM5X-700, TM5X-900 과 같이 비전이 내장되지 않은 모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T상기 데이터는 WD값이 100mm 거리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사용용도, 현장 주변 광원, 측정하고자하는 물체의 특성과 비전 프로그래밍 방법에 �

따라 정확도 값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지원 가능한 카메라 모델은 TM Robot 웹사이트의 TM Plug&Pla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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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16,16M,TM20,TM20M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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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M12 TM14 TM16 TM20 TM12M TM14M TM16M TM20M
중량 32.8㎏ 32.5㎏ 32㎏ 32.8㎏ 32.8㎏ 32.5㎏ 32㎏ 32.8㎏

가반 하중 12㎏ 14㎏ 16㎏ 20㎏ 12㎏ 14㎏ 16㎏ 20㎏
최대 리치 1300㎜ 1100㎜ 900㎜ 1300㎜ 1300㎜ 1100㎜ 900㎜ 1300㎜

관절 범위
J1,J6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J2,J4,J5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J3 +/-166° +/-163° +/-155° +/-166° +/-166° +/-163° +/-155° +/-166°

관절 속도

J1,J2 120°/s 120°/s 120°/s 90°/s 120°/s 120°/s 120°/s 90°/s
J3 180°/s 180°/s 180°/s 120°/s 180°/s 180°/s 180°/s 120°/s
J4 180°/s 150°/s 180°/s 150°/s 180°/s 150°/s 180°/s 150°/s
J5 180°/s 150°/s 180°/s 180°/s 180°/s 150°/s 180°/s 180°/s
J6 180°/s 180°/s 180°/s 225°/s 180°/s 180°/s 180°/s 225°/s

평균 속도 1.3㎧ 1.1㎧ 1.1㎧ 1.3㎧ 1.3㎧ 1.1㎧ 1.1㎧ 1.3㎧
반복 정밀도 +/-0.1㎜

자유도 회전 조인트 6개

I/O 포트
컨트롤 박스 디지털 입력:16�

디지털 출력:16
아날로그 입력:2�
아날로그 출력:1

툴 컨넥터 
(관절6)

디지털 입력:4�
디지털 출력:4

아날로그 입력:1�
아날로그 출력:0

I/O 전원공급 컨트롤 박스: 24V 2.0A, 툴 컨넥터 24V 1.5A
IP 등급 IP54(로봇 암); IP32 (컨트롤박스)

소비 전력 평균 300 W
온도 0 ~ 50℃

클린 등급 ISO Class 3
전원 공급 100~240VAC, 50~60Hz 22~60 DVC

I/O 인터페이스 COM x 3, HDMI x 1, LAN x 3, USB 2.0 x 4, USB 3.0 x 2
통신 RS232, Ethernet, Modbus TCP/RTU (마스터 및 슬레이브), PROFINET(옵션), Ethernet/IP(옵션)

프로그래밍 환경 Tmflow, 플로우 차트 기반
인증 CE, SEMI S2(선택 사양)

AI & Vision*(1)
AI 기능 분류 작업, 물체 인식

어플리케이션 포지셔닝, 바코드 리딩, 문자인식, 결함 부위 찾기, 측정, 조립여부 확인

위치 정밀도 2D 카메라 위치 오차: 0.1㎜*(2)�
TM Landmark 3D positioning(landmark와 WD간의 거리 100/200/300㎜): 0.24/0.53/1.00㎜*(2)

Eye in Hand(내장형비전) Auto-focuse Color 카메라, 해상도 5M 픽셀, Working distance(W/D) 100㎜ ~ ∞
Eye in Hand(옵션 비전) 최대 GigE 2D camera x 2 또는 GigE 2D camera x 1 + GigE 3D Camera x 1*(3)

*(1) TM12X, TM14X, TM16X, TM20X와 같이 비전이 내장되지 않은 모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T상기 데이터는 WD값이 100mm 거리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사용용도, 현장 주변 광원, 측정하고자하는 물체의 특성과 비전 프로그래밍 방법에 �

따라 정확도 값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지원 가능한 카메라 모델은 TM Robot 웹사이트의 TM Plug&Pla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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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도전�과제�해결

▪통합의�어려움�극복

▪스마트�팩토리�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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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본   부 : 인천광역시 서구 갑문 2로 39 TEL : 1588-5982 / FAX : (032) 578-0786 

■단해창도클러스터 (TPC) : 인천광역시 서구 갑문 2로 39 TEL : 1588-5982 / FAX : (032) 573-6665

■단해창도클러스터 (단해) : 인천광역시 서구 갑문 2로 43 TEL : (032) 455-5555 / FAX : (032) 675-5559

■인 천 공 장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03번길 24 TEL : 1588-5982 / FAX : (032) 577-6894

■기술연구소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03번길 24 TEL : 1588-5982 / FAX : (032) 578-8985

■추풍령공장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210-4 TEL : (043) 742-7788 / FAX : (043) 742-9841

■지역별 고객만족센터 : 대표번호 1588-5982  서울 / 경인 / 경기 / 수원 / 평택 / 천안 / 중부 / 구미 / 대구 / 울산 / 부산 / 창원 /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