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GV

The new solution for “logistics system”
“Your partners for Automation”

intellegent-AGV
자동화의 미래를 만나다

유연한 운반 시스템

플랫폼 위 결합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작동 부분을 통해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

무선 경로 제어

빠른 위치 인식, 범위 내 장애물 인식 등
여러 변수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

경유지와 목적지 경로 계획표

컨트롤러에 의해 설정된 주행정보에 따라
여러 경유지에서도 직관적인 제어가 가능

iAGV는 안전, 비용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고정된 생산 라인에서 벗어나 유연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시장 변화들에 더 빠르게 대처하고 공간과 제품용량 활용을 최적화하고 싶으십니까?
정답은 SIS AGV 플랫폼 기반의 유연성과 자체 처리 컨셉입니다. 기존 설비에 설치된 기능을 유지한채로
AGV는 안전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신뢰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개방형 AGV 인터페이스와
전체 시스템 지원 툴 라인을 통해 직관적인 제어 기능을 갖춘 SIS iAGV를 제공합니다.

통신 시스템

무선 통신 시스템 : 작업 구역 내부에 설치된 단일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서 제공

Fast-Roaming Protocol

로밍 할 때마다 Radius 서버에 재인증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WPA2 엔터프라이즈 보안을
구현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로밍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장치.

안전 시스템

안전 운전 시스템의 보장을 위해 iAGV의 안전기능들로 AGV 자체와 작업자들을 보호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Streo Vision Camera)

고화질 3D 시각 위치 측정 기능이 탑재된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레이저 센서(Laser Sensor)

빠른 위치 인식, 범위 내 장애물 인식 등
여러 변수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

다양한 안전 기능을 통하여 iAGV는 AGV 자체와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LIFT형 AGV는 부드러운 가속/감속 기능,
메카넘 휠을 사용한 전 방향 이동 기능,
적재 장치의 상하 이동, 그리고 10mm 정지 정확도의
높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규격
탐색 모드
주행 모드
주행 제어 모드
적재 모드
지속 사용 가능 시간
충전 모드
속도
리프트 높이
가반 하중
탐색 정확도
정지 정확도
전원 공급 용량(배터리)
안전 장치
안전 거리
알람
충전 타입
UI
사용 환경

L2,000*W2,200*H750mm (customizable)
Magnetic Guided, Laser(Vision / Sensor), QR, Automatic Driving (customiz
All direction (Mecanum wheel)
Automatic-driving, Manual
Lift
4H↑
Auto-Charging System
0~1.0m/s (customizable)
Customizable
Between 0.5T and 3T (customizable)
±10.0mm
±10.0mm
DC48V (customizable)
Stereo Vision Camera, Laser Sensor, Bumper Sensor
500mm
Sound / Light / Alarm Sound/ Buzzer, etc.
Auto-Charging System
Monitoring system
Indoor, temperature: 0-35℃, relative humidity: 20% - 80%

AGV의 상부에 컨베이어가 있으며,
적재물을 자동으로 AGV의 컨베이어에서
창고의 컨베이어로 이동시키고
역방향으로도 이동합니다.
수동 작업을 최대한 제거해야 하는 창고에서
팔레타이징 된 제품들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규격
탐색 모드
주행 모드
주행 제어 모드
적재 모드
지속 사용 가능 시간
충전 모드
속도
리프트 높이
가반 하중
탐색 정확도
정지 정확도
전원 공급 용량(배터리)
안전 장치
안전 거리
알람
충전 타입
UI
사용 환경

L2,200*W1,800*H750mm (customizable)
Magnetic Guided, Laser(Vision / Sensor), QR, Automatic Driving (customizabl
All direction (Mecanum wheel)
Automatic-driving, Manual
Conveyor
4H↑
Auto-Charging System
0~1.0m/s (customizable)
Customizable
Between 0.5T and 3T (customizable)
±10.0mm
±10.0mm
DC48V (customizable)
Stereo Vision Camera, Laser Sensor, Bumper Sensor
500mm
Sound / Light / Alarm Sound/ Buzzer, etc.
Auto-Charging System
Monitoring system
Indoor, temperature: 0-35℃, relative humidity: 20% - 80%

어떤 높이, 어떤 하중이든
: 지게차 형 iAGV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재물을 창고의 랙에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iAGV는 점점 더 표준화되고,
반복된 일을 하며, 사람의 개입 없이 쉽게 운영이 이뤄져야하는 제조 시설 및
창고에서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규격
탐색 모드
주행 모드
주행 제어 모드
적재 모드
지속 사용 가능 시간
충전 모드
속도
리프트 높이
가반 하중
탐색 정확도
정지 정확도
전원 공급 용량(배터리)
안전 장치
안전 거리
알람
충전 타입
UI
사용 환경

L3,500*W2,500*H2,700mm (customizable)
Magnetic Guided, Laser(Vision / Sensor), QR, Automatic Driving (customizab
All direction (Mecanum wheel)
Automatic-driving, Manual
Fork Lift
4H↑
Auto-Charging System
0~1.0m/s (customizable)
Customizable
Between 0.5T and 3T (customizable)
±10.0mm
±10.0mm
DC48V (customizable)
Stereo Vision Camera, Laser Sensor, Bumper Sensor
500mm
Sound / Light / Alarm Sound/ Buzzer, etc.
Auto-Charging System
Monitoring system
Indoor, temperature: 0-35℃, relative humidity: 2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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