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반송대차 에스카트

스스로 생각하여 움직이는 다리 가이드레스로 자율운전가능
"A cart capable to think and move" Guideless 
autonomous operation capabilities



콘테이너수송

식품공장,슈퍼마켓에서

의 상품 이동에

가이드레스 주행

가이드레스주행을 가능하게 

한 차세대 AGV

사람을 대신하는 자동반송대차
레이아웃 변경이나 사용장소의 이동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자기 테이프등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아웃 변경이나 사용장소의 이동에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태블릿 단말상의 조이스틱에 의해 자유자재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동시키고 싶은 루트를 따라 버튼을 눌러 기억시키는 간단한 조작으로 자동운전이 가능합니다. 

저상설계로 고객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폭넓게 대응 가능합니다.

물류 현장에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반송을 행하고, 창고 내 불필요한 이동시간을 절감합니다.

각종 센서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업자와 공존도 가능합니다.

상판의 워크고정용 탭을 이용하여, S-CART상부에 여러가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맞춘 옵션유닛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태블릿 단말에 의한 루트설정이 가능

Internet of Things
복수 의 효율적인 운행

운행로그축적,  고장예지, 보수관리

상세 내용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G.less

I oT



다단 서랍의 이동
작업자 간의 무거운 공구 

기계부품의 이동에

화물의 견인
지정된 장소로 자동반송 

인력감소에 최적입니다.

독자개발한 서스펜션을 탑재.

노면을 가리지 않는 주행안정성

화면이미지
PC app. view

메인터넌스성 높은 차체구조
Easy maintenance construction

신뢰성 높은 감속기를 탑재
Reliable speed reducers

가이드레스 레이져센서  
Guideless (laser sensor)

특징

잠입가능한 저상형
Low profile, capable to slide under

당사 제품 감속기를 차륜구동부에 탑재

시간충전

고용량리튬이온전지탑재가반중

량 적재시

태블릿에 의한 간단조작
Simple operation from tablet PC

8H

연속가동시간 8시간
8 hours continuous operation



옵션 예

엘레베이터와의 연동
가 엘레베이터와 

연휴하여, 이동할 층을 지

시.목적지까지 주행합니다.

시트셔터와의 연동
가 셔터와 연휴하여, 개폐를 

지시, 목적지까지 주행합니다.

비접촉식 자동 충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를 바랍니다.

시스템 예 접촉자동충전기능

표준의 충전방식

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성 이미지

메인화면 루트편집화면

등록 되어있는 모든 의 운행감시가 가능합니다. 

각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행 시스템의 기동, 정지, 비상정지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력표시, 시스템제어, 루트편집의 각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루트 편집화면의 배경에는 플로어지도 등을 배경으로대처 가능합니다. 

작성 루트상에서의 S-CART의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옵션을 제작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해 주십시오.

간 코스데이터는 공유가능 마다 설정은 불필요.

상호간의 의 경로가 겹친 경우,  가 자립적으로 회피경로를 탐색.

복수 관리 
외부기기연동

옵션

관리 

시리얼통신

또는

시리얼통신

외부시스템



태블릿

조작 어플리케이션 화면

태블릿상에 어플리케이션 로 간단조작. 통신망을 이용하여 광범위로의 원격조작에 대

응. 한정된 장소에서의 사용은 통신에 의해 본체와 태블릿만으로 직접조작도 가능.

단체운영 구역은 이하가 표준입니다.

메뉴 버튼 

접속 버튼 

맵 버튼 

옵션 버튼 

조이스틱

루트 버튼 

캡쳐 버튼 

스톱 버튼

본체 내부의 지도와 좌표신뢰도 배터리표시 

본체 상태 표시 에러 등)

어플 버젼명

단체운용 예

태블릿 상의 수동 조작으로 를 

운용기준점으로 이동하여 설정

태블릿 상의 수동조작으로 를 

조작, 경로 주변 지도를 작성

수동티칭 태블릿 조작으로 실제 주

행경로를 주행하게 하여 궤적을 기록
태블릿 조작에 의해 주행경로

를 선택하는 것으로 목적지 지

시

A

C

B
A

D

C

C

운행지시맵핑 측역센서 경로설정기준점설정

   맵핑      티칭 자동운전

컨베이어 세트
에 컨베이어를 설치.

화물 수취 후, 자동으로 발진

견인
에 견인장치를 설치.

소정의 장소까지 운반합니다.

리프트
에 리프트를 설치.

소정의 장소에서 리프트를 

업/다운 시킵니다.



외형치수

전원스위치(상판 아래)

리셋 버튼

비상정지 버튼

범퍼센서
7 x M10(P=1.5)깊이8

워크고정용 탭

레이져 센서 개구부 치수

플러그 인 충전용 커넥터

LED표시등(전후 각 2곳)

장해물감지센서(전후 각 7곳)



사양

일반사양
사용조건 운송하물사양 박스에 포장된 가공품, 재료 등.

가동시간 연속주행시간 (충전시간
준거규격 준거
설치조건 바닥상태 굴곡:

노면경사: 이하
단차:
홈넓이:
바닥구조는 철근을 배치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내상하중: 이하
표면처리타입: 도장

환경 사용장소: 실내의 일반환경
주위온도:
습도: 이하 결로가 없을 것
분위기: 티끌이나 먼지, 부식성 가스가 없을 것

부속품
충전장치 내용  충전장치 충전케이블 포함  

전원코드
 

외형치수 충전장치치수 폭 길이 높이  
전원코드 충전케이블 제외  

충전케이블길이 약
전원코드길이 약

 
 

 

전원사양 최대입력전류 시  
전원플러그형상 평행평형 핀 형

 

충전방식 충전장치의 충전케이블을 의 충전플러그에 접촉하여 충전 
자동충전유닛 접촉 비접촉 의 탑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해 주십시오.

 

전용
태블릿 단말

내용  태블릿단말
전용 어댑터

케이블

외형치수 폭 높이 두께
화면 약 인치 dot  

케이블 길이 약

 
 

어댑터전원사양  전원
플러그형상 평행평형 핀 형

 

기능 접속에 의한 원격조작이 가능 
환경에서의 동작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담해 주십시오.

 

잭업용볼트 내용 소켓볼트
용도 구동륜의 잭업용
치수

무인반송차본체사양
적용범위 무인반송차본체
반송대상 반송물적재면이 이하일 

것반송하물중량이 이하일 것
 

주행 주행기능 전진 후진 선회 제자리 선회시
주행속도 최고 까지설정가능 소프트 스타트 스톱 대응
정지정도 위치정도 선회각도정도
최소통로폭

주행제어방식 구동방식 이륜구동
모터정격 축
제동장치 운전중전기식제동 정지시는 전자브레이크에 의한 유지
제어방식 서보모터구동
스티어링방식 이륜속도차방식
장치중량 옵션부 중량 제외
차체 사이즈 폭 길이 높이
선적방식 대차 상판 위에 수동으로화물을  적재

자동선적장치 컨베이어 등 의 탑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해 주십시오.

 

유도방식 고정경로 가이드레스방식
배터리 용량 공칭전압 리튬이온축전지탑재

널빤지을 떼어 내 배터리 교환이 가능
 

 

충전방식 플러그인 방식 수동 충전 
자동충전유닛 접촉 비접촉 의 탑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해 주십시오.

 

운전방식 태블릿 단말로 조작자가 루트를 선택하여 행선을 지정 태블릿 단말
상의 조이스틱으로 수동조작도 가능 

외부장치와의 연동 복수대의 협조운전등은 별도로 상담해 주십시오.

 
 

 

안전장치 비상정지버튼 1개소
차체 후부에 배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대차 정지
장해물감지센서 감지영역 전후
진행방향 1미터 앞까지 장해물을 감지하여 감속 및 접근하여 정지
범퍼센서 차대하부의 범퍼센서에 접촉하는 것으로 대차 정지 주행중
에는 경보장치에 의해 경보음을 내며 주행

표시등 차체 전방 2개소, 후방 2개소에 배치된 표시등에 
의해 주행중 이상발생중 정지 상태를 표시

 
 

 
 

 
 

 

차체사양 구동륜 타이어 우레탄 경도 색 녹색 휠 재질 알루미늄
보조륜 륜 우레탄



● 이 카다로그는 2016년 5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제품의 외관 및 사양 등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Outside appearance and dimensions of the product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his catalogue has been printed as of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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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에는 취급설명서를
참고하시어 바르게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