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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hirautech.com(주)티라유텍 ｜ 

(주)티라유텍은 2006년 설립 이래 독보적인 제품 기술, 다양한 산업분야의 축적된 경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토대로 혁신적인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솔루션 기업 최초로 2019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티라유텍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부터 생산계획 (Advanced Planning System), 생산관리 (Manufacture Execution System), 설비 자동화  

(Factory Automation), 물류로봇 (Mobile Robot), 제조 빅데이터 분석(Analytics) 솔루션까지 제조 산업과 관련된 End-to-End 

Total Solution Line-up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트렌드와 ‘무인화/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가속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티라유텍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로드맵 실현을 위한 생산계획부터 제조실행까지  

Full Automation 기반 토탈 솔루션 제안과 함께 하이테크 산업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소재, 부품, 자동차, 항공, 바이오 시장 공략으로 

시장 확대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Full Automation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물류 로봇 사업은 티라유텍 소프트웨어 파워 기반의 첨단 로봇 제어와 하드웨어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티라유텍은 현재의 THiRAbot을 시작으로 동적 변화 환경에서 비정형화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AI 기반의 고정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물류 로봇은 전체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 (2018년 기준 92억 달러; 약 10조 9,660억 원)의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비제조 환경 AGV 시장 (90% 이상)이  

물류 로봇 시장의 가파른 성장 견인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세계 물류 로봇 시장은  

224억 5,100만 달러로 연평균 56%의 급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	World	Robotics	’19,	IFR

국내 물류 로봇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26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약 0.4% 수준이며, 

이제 시장 형성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이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 및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 

경쟁이 가속화에 따른 국내 물류 시장의 확대로 지능형 스마트 물류 센터나 택배 시스템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공유하기 위한 오픈 S/W와 자사 특화 S/W들이 

개발 발표되고 있다. 물류 로봇의 경우 상품의 정확한 인식, 다량의 상품의 신속한 분류 

및 이동 등을 요구하므로 정교한 센싱 기술, 자율 주행 (실시간 위치 파악, 경로의 생성과 

추종 기능 등) 기술 등이 필요하다. 사전에 정해진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동작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져 로봇의 자율 주행 기능이 매우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를 위하여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가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물류 로봇 시장에서 고객은 구동의 완성도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로 합니다.

· 구동의 안정성

· 동작의 신속성

· 정지/주행 정밀도 (±10mm)

·  다양한 Manipulator 장착 가능 

(컨베이어, 지그, 리프트 등)

·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가능

· 확장성

· 편리성

· 변화 관리

· 커스터마이징 가능

· 타 ACS와의 연동 가능

· 국내 고객지원 가능

· CS 전담반 유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속적인 제품 연구 및 개발을 통한

Smart Factory Solution 전문 기업

제조환경	AGV	:	화물적재,	견인용	무인운반차	등	공장	물류이송	로봇

비제조환경	AGV	:	물류센터,	병원,	대형건물	등에서의	화물	운송용	물류이송	로봇 Reference : World Robotics 2019, 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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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A-UTECH Mobile Robot, THiRAbot WHY THiRAbot?
THiRAbot은 공장과 창고 환경에 최적의 물류 로봇으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외산 제품들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자  

티라유텍에서 직접 만든 순수 국산 제품입니다.

모델별로 300kg, 1000kg까지 실을 수 있으며 QR 및 SLAM 방식 모두를 채택한 Hybrid Navigation 방식으로 정밀도를 높인 자율 주행 Mobile Robot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티라유텍의 뛰어난 제어기술로 안정적인 구동의 물류 로봇 토탈 패키지, THiRAbot은 공장 및 창고에서의 업무 효율의 극대화 및  

생산성 향상을 보장합니다.

THiRAbot은 기존 외산 제품들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티라유텍에서 직접 만든 순수 국산 제품입니다.

THiRAbot은 ROS 기반의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미래 지향적 Mobile Robot으로 티라유텍 자체 개발 솔루션 THiRA RCS와 연동되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개발, 생산됩니다.

Model THiRAbot K3 THiRAbot K10

Dimensions (L x W x H, without Lift) 850 x 550 x 300 mm 1100 x 850 x 310 mm

Load Capacity ≤ 300 kg ≤ 1,000 kg

Navigation QR/SLAM/Hybrid (QR+SLAM)

Drive Motor Power 0.4 KW 0.75 KW

Maximum Speed (No-load speed) 2 m/s 1.5 m/s

Accuracy ±10 mm ±10 mm

Battery Li battery, 48 V 50 AH Li battery, 48 V 50 AH

Charging/Working time 1~1.5 hours/6~8 hours 1~1.5 hours/6~8 hours

SPECIFICATIONS

우수한 품질

민첩한 고객 대응력

유연한 제작

티라유텍 자체 제작으로 제조 품질을 직접 관리합니다.

국내 제작으로 국내 고객의 요구사항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에 빠르게 대처합니다.

자체 설계 및 제작으로 고객의 Needs를 적극 반영한 Manipulator의 맞춤 제작 및 시스템 변경 등  

H/W와 S/W의 전 영역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FlexibilityAdvanced
Technology

Customer
Friendly

Accurate &
Safe Navigation

Efficient 
Diagnosis and 
Maintenance

ROS (Robot Operating 

System)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 구현 가능

Hybrid 주행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 QR) 방식에 적용하여  

다양한 환경에 최적의  

주행 구현

국내 개발 기술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Manipulator  

개발 및 제작 가능

티라유텍의 뛰어난 설계 

및 제어 기술로  

안정적인 구동 가능

예지보전을 위한 data set 

관리로 자가진단 (Self-

diagnosis)을 수행하며,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 측정 

센서 장착 가능



·  세계 최고 수준의 티라유텍의 제어기술과 그동안의 노하우가 반영된 THiRA RCS (Robot Control System) 시스템과의  

통합된 패키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 Mobile Robot을 관제하는 최적의 THiRA RCS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티라유텍의 Solution Portfolio의 다양한 THiRA 제품들과의 쉽고 빠른 통합, 연계로 스마트팩토리의 Full Automation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THiRAbot은 티라유텍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개발된  

THiRA RCS와 연동하여 통합된 최적의 패키지로 공급됩니다. 
· Manipulator 주문 제작으로 다양한 산업, 환경에 적합한 구조

· 전후방 감지센서가 장착되어 360도 감지로 충돌 방지 및 안전성 확보

· 고효율 리튬 배터리팩 내장으로 용이한 유지 관리

· 상태 표시등 장착으로 직관적 상태 확인 가능

· 우레탄 재질의 Wheel을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 및 바닥 손상 최소화

Key Features of THiRAbot

2개의 장애물 감지센서 사용으로 

360도 감지 가능

우레탄 휠

상태표시등		

주행,	이상,	대기,	충전	상태	등	표시

각종 

Manipulator 

장착 가능

THiRA R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