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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 표시된 모든 로고 및 상표는 유진로봇 지적 재산권의 일부로서 법률적으로 보호됩니다. 이 
문서의 어떤 부분도 유진로봇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외관 및 사양은 제품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법적 책임 부인
이 안내서의 정보는 제품의 수명 주기 중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서의 인쇄 버전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현행 제품 정보와 비교할 때 일부 세부 사항이 생략되었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유진로봇은 사전에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누락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2023 YUJIN ROBOT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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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비의 폐기
전기 및 전자 폐장비에는 여전히 귀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기능과 안전에 필요한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류 폐기물로 폐기하거나 잘못 처리된 유해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장치를 잔류 폐기물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전기 및 전자 폐장비를 회수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거주지에 설치된 수거 지점을 이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구매처에 문의하십시오.

구형 장치는 폐기할 때까지 아이들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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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다음 표에는 이 문서의 버전 정보와 중요한 개정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버전 작성일 변경 사항

V1.0 2021/04/27 초안

V1.01 2021/06/12 진입 위치의 치수를 변경했습니다.

V1.02 2021/06/28 안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나무 상자 포장 풀기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V1.03 2021/07/15 나무 상자 포장 풀기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모바일 펜던트와 MapEditor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V1.04 2021/08/03 조이스틱 사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V1.05 2021/08/17 충전 스테이션 사양을 변경했습니다.
로봇 충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V1.1 2021/09/03 FuSa 안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안전 기능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V1.2 2021/10/15 페이지 64의 "6.4 비주얼 마커 설치" 높이 정보 수정
페이지 4의 "7.4.3 Concert (FMS) IP 주소 설정" 항목 추가

V1.3 2021/11/03

페이지 11의 "3.2 일반 안전" 내용 추가
페이지 27의 "3.8.5 보호 영역 비활성화"내용 추가
페이지 16의 "그림 1: 안전 센서 범위" 내용 수정
페이지 17의 "그림 2: 안전 센서의 인식 거리" 항목 추가

V1.4 2021/11/17 페이지 16의 "3.7 안전 센서" 내용 수정
페이지 44의 "5.7 LED 색상 및 로봇 상태" 내용 수정

V1.5 2021/12/22 페이지 4의 "7.2 허용된 IP 주소 확인" 항목 추가

V1.6 2022/01/11 페이지 53의 "6.1.1 설치 장소 선택(권장)" 치수 수정

V1.7 2022/05/26 페이지 53의 "6.1 충전 스테이션 설치" 내용 수정

V1.8 2022/08/09 페이지 70의 "9. 부록 A. 컨베이어 설치 및 운영" 항목 추가

V1.9 2022/08/31

목차와 항목 제목 개선
'로봇 작동' 항목 삭제(별도 소프트웨어 매뉴얼로 제공 함)
페이지 58의 "6.3 로봇 충전" 내용 수정
페이지 41의 "5.5 케이블 커넥터" 내용 수정

V2.0 2022/12/15 USB 포트 사용 시 주의 문구 추가 (페이지 40의 "5.4 사용자 인터페이스")

V2.1 2023/03/24
 • 비주얼 마커 사이즈 변경 (페이지 64의 "6.4 비주얼 마커 설치")
 • 페이지 45의 "그림 29: LED 표시등 색상의 상태" 수정
 • 페이지 15의 "3.6 배터리 주의 사항" 추가



5

목차

목차

1. 인증	 8
1.1 인증서	 8

2. 소개	 9
2.1 개념	 9
2.2 제품 소개	 9
2.3 매뉴얼 소개	 9

3. 안전 주의 사항	 10
3.1 정의	 10
3.2 일반 안전	 11
3.3 비상 정지	 13
3.4 안전한 사용 환경	 13
3.5 충전 시 주의 사항	 14
3.6 배터리 주의 사항	 15
3.7 안전 센서	 16

3.7.1 안전 센서의 인식 범위 17
3.7.2 2D 라이다 19
3.7.3 계단 추락 방지 센서 20
3.7.4 지면 감지 센서 22

3.8 기능 안전(Functional	Safety)	 23
3.8.1 기능 안전 소개 23
3.8.2 기능 안전 목록 24
3.8.3 보호 영역 25
3.8.4 보호 영역 실행 26
3.8.5 보호 영역 비활성화 27
3.8.6 도커 보호 영역 변경 29
3.8.7 기능 안전 인증 30

4. 포장 패키지 해제	 31
4.1 구성품 확인	 31
4.2 포장 패키지 해체 순서	 31
4.3 배터리 확인(선택 사항)	 35

5. 사용하기 전에	 36
5.1 제품 치수	 36
5.2 제품 명칭 및 기능	 37
5.3 제어 버튼	 38

5.3.1 소프트웨어 전원[Power] 버튼 38



6

GoCart180 사용자 매뉴얼

5.3.2 시작[Start] 버튼 38
5.3.3 주행 모드[Joystick] 스위치 38
5.3.4 브레이크[Brake] 스위치 39
5.3.5 취소[Cancel] 버튼 39

5.4 사용자 인터페이스	 40
5.5 케이블 커넥터	 41

5.5.1 커넥터 핀아웃 가이드 41
5.6 배선 회로도	 43
5.7 LED	색상 및 로봇 상태	 44
5.8 조이스틱 사용	 46

5.8.1 조이스틱 버튼 명칭 46
5.8.2 조이스틱을 사용한 매핑 47

5.9 상단 적재함 설계	 48
5.9.1 상단 적재함 치수 48
5.9.2 적재하중에 따른 무게 중심 사양 49

5.10 충전 스테이션	 51
5.10.1 충전 스테이션 치수 51
5.10.2 충전 스테이션 명칭 51

6. 로봇 설치	 53
6.1 충전 스테이션 설치	 53

6.1.1 설치 장소 선택(권장) 53
6.1.2 충전 스테이션 설치 54

6.2 로봇 전원 켜기/끄기	 55
6.2.1 로봇 전원 켜기 55
6.2.2 로컬라이제이션 57
6.2.3 로봇 전원 끄기 57

6.3 로봇 충전	 58
6.3.1 자동 모드(Auto Mode) 사용 58
6.3.2 수동 모드(Manual Mode) 사용 60
6.3.3 로봇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63

6.4 비주얼	마커 설치	 64
6.5 충전 진입 위치로 이동	 65

7. 유지 보수	 66
7.1 청소 및 유지 보수	 66
7.2 문제 해결	 66

8. 기술 사양	 67
8.1 로봇 사양	 67
8.2 충전 스테이션 사양	 69



7

목차

9. 부록	A.	컨베이어 설치 및 운영	 70
9.1 로봇 상부에 컨베이어 설치	 70
9.2 로봇과 컨베이어 동작	 70

9.2.1 신호 로직 구조 70
9.2.2 동작 제어 71

9.3 컨베이어 운영 시나리오(예시)	 72



8

GoCart180 사용자 매뉴얼

1. 인증

1.1 인증서



9

소개

2. 소개

2.1 개념
GoCart는 의료 시설, 공장, 창고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적합한 자율 운송 시스템입니다. GoCart는 유연성이 
뛰어나므로 의료 환경에서 음식, 리넨, 폐기물, 의약품, 멸균 제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공장 환경에서 GoCart 시스템은 
기존 제조 시스템과 결합하여 조립 라인에서 구성 요소와 부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GoCart 시스템은 시설 내 물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GoCart 시스템은 하드웨어, 로봇 소프트웨어 및 고급 소프트웨어로 구성하여 지능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GoCart는 완전 자율형이고 자체 충전 기능이 있으며, 건물 엘리베이터 및 자동문과 상호 작용하여 층간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은 크기 덕분에 병원, 호텔, 공항과 같은 광역 시설은 물론이고 역동적이고 협소한 환경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2.2 제품 소개
GoCart180은 독립형 서스펜션의 구동 장치, 3D 센서, LiDAR 센서, 비상 정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베이어와 
통신할 수 있는 출력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GoCart180 시스템은 ISO 13482 PL d 수준의 안전을 준수하여 
공공 환경에서 작동할 때 로봇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3 매뉴얼 소개
 • 사용자 매뉴얼: 로봇을 설치하고 작동하기 위한 기본 사용자 매뉴얼입니다.(현재 문서)
 •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로봇의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 서비스 매뉴얼: 로봇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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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주의 사항

이 제품은 표준 ISO 13482에 따른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부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작동 지침을 읽어보십시오. 작동 지침에는 제품의 안전, 사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따르면 부상 및 기기 손상을 모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진로봇은 "안전성" 섹션의 안전 지침 및 경고를 읽고 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유진로봇은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상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작동 지침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차후의 다음 소유자에게 전달하십시오.
유지보수 작업 및 청소 전에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전원을 끄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도 
전원을 꺼야 합니다. 전원을 차단하려면 제품 측면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원 버튼을 끈 후에 제품 내부의 하드웨어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제품에서 비정상적인 동작을 발견한 경우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3.1 정의
다음 지침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시스템을 주의 깊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용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경미한 부상 또는 제품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용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용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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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 안전

경고
1. 정품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2. 사람을 수송하는데 로봇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제품을 분해하거나 재조립하지 마십시오.
 • 공인된 기술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화기(스토브, 촛불, 라디에이터 등) 옆에서 로봇을 사용하거나 작동하지 마십시오.
5. 경사면에 세워 두지 마십시오.
6. 4.76도 이상의 경사면에서 로봇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7. 로봇의 구동 바퀴가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습하거나 젖은 바닥에서 로봇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로봇의 제동과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로봇에 과적하지 마십시오. 로봇 상부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면 전복이 발생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평면일 때: 180 kg 이하(적재함, 랙 등 포함)
 • 경사면/문턱/카펫 바닥일 때: 120 kg 이하(적재함, 랙 등 포함)

9. 로봇을 안전하게 동작하려면 다양한 적재하중의 무게 중심 사양을 확인하십오. (페이지 48의 
"5.9.1 상단 적재함 치수" 참조)

10.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여 전복 또는 추락을 방지하십시오. 
11. 이동 중에는 적재하지 마십시오.
12. 머리카락,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제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3. 로봇 점검/유지보수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십시오.
14.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을 누르십시오.
15. 로봇에서 연기나 이상한 냄새가 발생하면 전원을 끄십시오.
16. 로봇을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주행하지 마십시오.
17. 사용자는 최소 200 mm 떨어진 곳에서 로봇을 작동해야 합니다.
18. 에스컬레이터 가 있는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마십시오.
19. 단차 높이 150 mm 이하의 계단 근처에서는 작동하지 마십시오.

추락 감지 불가능

Robot

660

340

(단위: mm)

100

경고
로봇은 계단의 단차 높이가 150 mm 이하인 경우에 추락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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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로봇을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2. 액체 물체는 용기에 잘 보관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3. 파손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체를 로봇의 경로에서 제거하십시오.
4. 로봇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5. 로봇을 즉시 정지시켜야 할 때는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을 누르십시오. 
6. 로봇의 위치를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7. 높이 10 mm 이상의 문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로봇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 평평한 지면에서 사용하십시오(비포장 바닥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9. 지도를 작성할 때는 위험 지역을 제외하십시오.
 • 유리문 및 유리벽과 같이 LiDAR가 감지할 수 없는 장애물을 제외하십시오.
 • 단차 공간을 제외하십시오.

10. 자동문을 통과하려면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11.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12. 지도를 작성할 때는 최소 1500 mm의 작동 폭이 필요합니다.
13. 제품 취급/청소 시에 휘발성 물질로 닦지 마십시오.
14. 로봇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표면 부품을 올바르게 조립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5. 전자/자기 충격이 높은 제품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6. 로봇의 휠 또는 모터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서스펜션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매뉴얼의 서스펜션 조정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1. 센서에 이물질과 흠집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2. 로봇의 경로에 장애물, 특히 작은 물체나 케이블을 두지 마십시오.
3. 다습하거나 건조한 환경, 저온 또는 고온 환경에서 로봇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권장 온도 및 권장 습도에서만 사용하십시오.

 - 권장 온도: 5°C ~ 40°C 
 - 권장 습도: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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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상 정지
로봇에는 두 개의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이 오른쪽과 왼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을 누르면 로봇 내부의 안전 회로가 활성화되어 로봇이 정지합니다. 
1.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로봇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을 누르십시오. 

2. 로봇을 다시 시작하려면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시작[Start] 버튼이 
깜빡이는것을 확인하고 시작[Start] 버튼을 누르십시오.

3.4 안전한 사용 환경
로봇은 다음 환경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권장 경사면: 최대 4.76°
 • 권장 온도: 5°C ~ 40°C 
 • 권장 습도: 최대 80 % 

경고
다음 상황에서는 로봇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극단적으로 덥거나, 습하거나 추운 환경
 • 위험한 환경
 • 사람 또는 대형 제품의 운송

 - 권장 화물 치수는 페이지 48의 "5.9.1 상단 적재함 치수" 를 참조하십시오. 
 • 실외의 사용
 • 어린이의 사용

 - 어린이에게 로봇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서의 사용

 - 로봇 시스템은 평평한 바닥 또는 휠체어 접근 가능 구역(최대 4.76°)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과적

 - 로봇에 과적하지 마십시오. 로봇 상부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면 전복이 발생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평면일 때: 180 kg 이하(적재함, 랙 등 포함)
 > 경사면/문턱/카펫 바닥일 때: 120 kg 이하(적재함, 랙 등 포함)

 • 어두운 공간
 - 어두운 환경에서 로봇을 작동하지 마십시오(도킹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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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충전 시 주의 사항

경고
1. 젖은 바닥에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2. 100 V ~ 240 V AC 환경에서만 사용하십시오.
3. 로봇을 유지보수할 때는 먼저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4. 충전 스테이션은 실내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5. 충전 스테이션은 평평한 지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6. 손상된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현지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7.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단자가 로봇의 충전 단자와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obot

주의
1. 충전 스테이션은 평평한 벽에 기대어 고정해야 합니다.
2. 젖은 손으로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단자를 만지지 마십시오.
3. 충전 해제 또는 충전 프로세스를 위한 1.8 m(폭) x 1.6 m(깊이)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4. 충전 스테이션의 위치를 이유 없이 변경하지 마십시오.
5. 충전 스테이션은 바닥과 뒤쪽의 레버를 사용하여 지면과 벽에 고정해야 합니다.
6. 축축한 곳에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참고
1. 충전 스테이션에 먼지나 흙이 쌓이지 않게 보호하십시오.
2. 충전 스테이션의 비주얼 마커를 가리지 마십시오.
3.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단자 주변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주위의 햇빛과 조명을 고려하여 설치하십시오.
 • 햇빛이 로봇의 카메라와 충전 스테이션의 마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십시오.
 • 주위 조명으로 인해 충전 스테이션에 부착된 비주얼 마커 코팅의 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충전 스테이션을 창문이 없는 장소(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사무실 또는 공장의 광도 표준을 초과하는 광원을 피하십시오.
 • 형광등이 위에서 비추는 경우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권장 조도: 300 ~ 1,000(럭스)
5. 충전기가 오작동이나 전원 부족으로 제대로 충전되지 않으면 로봇의 LED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면서(오류 상태를 의미)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44의 "5.7 LED 색상 
및 로봇 상태" 를 참조하십시오.



15

안전 주의 사항

3.6 배터리 주의 사항
 • 배터리 유형: 실린더 18650 리튬 이온 NCM
 • 배터리 폐기: 배터리는 해당 지역의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경고
1. 배터리 과전압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조업체의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2. 보관 중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배터리의 저전압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중 배터리의 전압을 23 V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4. 로봇과 함께 제공된 배터리가 아닌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5. 배터리가 젖지 않게 하십시오.
6.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7. 로봇 배터리를 기술적인 이유 없이 분리하거나 연결하지 마십시오.
8. 배터리의 화재를 진압할 때는 D형 소화기를 사용하십시오.
9. 배터리는 대리점이나 공인 기사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10. 배터리는 특정 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동 및 보관 온도 범위는 건전지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20 ~ 25°C 
 - 3개월: -20 ~ 45°C
 - 1개월: -20 ~ 60°C 

 • 충전 온도 범위는 0°C (32°F) ~ 45°C (110°F)입니다.
11. 충전 시 단자를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12. 장치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배송 전에는 배터리를 끄십시오.
13. 배터리 산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헹구고, 눈을 비비지 말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14. 배터리를 개조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되면 팽창, 화재, 발열 또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배터리 장치에 부착된 보증 스티커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스티커 제거 시 품질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주의
배터리 폐기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1. 배터리의 사용 시간은 단단한 바닥 환경 및 상온(25°C)에서 완전 충전된 상태(약 29 V)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2.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는 충전기를 로봇에 직접 연결해야 충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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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안전 센서
로봇은 다음의 안전 센서들을 포함합니다.

전면 & 왼쪽면 후면 & 오른쪽면

센서명 수량(개) 인식 가능 범위(로봇 부착시) PL-d 인증 센서
(기능 안전 적용)

2D 라이다(2D 
LiDAR)

A 타입 2 수평 각도: -130° ~ +130°
수평 거리: 최대 4 m

O
B 타입 1 수평 각도: -90° ~ +90°

수평 거리: 최대 4 m
계단 추락 방지 센서
(Staircase Detection 
Sensor)

8 거리: 최대 0.6 m(장애물 감지 가능 거리) O

지면 감지 센서(Ground 
Detector Sensor) 4 수직 거리: 최대 0.15 m O

3D 라이다(3D LiDAR) 2

수평 각도: -120° ~ +120°
수평 거리: 최대 4 m (단, SLAM 사용 시 최대 
거리 25 m)
수직 각도: -30° ~ +40°

X

초음파 센서
(Ultrasonic
Sensor)

A 타입 8 거리: 최대 0.5 m (장애물 감지 가능 거리) X

B 타입 4 거리: 최대 0.5 m (장애물 감지 가능 거리) X

3D 카메라
(3D Camera)

A 타입 1
수평 각도: -30 ~ +30°
수평 거리: 최대 1.5 m
수직 각도: 49.5°

X

B 타입 2
수평 각도: -28° ~ +28°
수평 거리: 최대 2 m
수직 각도: 88.8°

X

Wi-Fi 덮개 2 Wi-Fi 안테나 X

그림 1: 안전 센서 범위



17

안전 주의 사항

3.7.1 안전 센서의 인식 범위

3.7.1.1 안전 센서의 인식 거리

Robot

2D	라이다/3D	라이다 2D	라이다/3D	라이다초음파 센서

지면 감지 센서

초음파 센서 3D	카메라

계단 추락 방지 센서

최대	4 0.5 0.15 0.5 0.6 2 최대	4

(단위: m)

후면 전면

그림 2: 안전 센서의 인식 거리

3.7.1.2 PL-d	인증 센서의 인식 범위

계단 추락 방지 센서 
(8 개)지면 감지 센서

(4 개)

2D 라이다
A 타입 (2 개)

2D 라이다
B 타입 (1 개)

그림 3: PL-d 인증 센서의 인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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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비	PL-d	인증 센서의 인식 범위

3D 라이다(2 개)

초음파 센서
A 타입 (8 개)

초음파 센서
 B 타입 (4 개)

3D 카메라
A 타입 (1 개)

3D 카메라
B 타입 (2 개)

Robot

그림 4: 비 PL-d 인증 센서의 인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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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2D	라이다

3.7.2.1 감지 가능한 장애물 조건
2D 라이다는 물체의 지름이 최소 70 mm이고 높이가 최소 100 mm 일 때 장애물로 감지하고 충돌 회피를 실행합니다.

Robot

최소 100 mm

장애물

최소 70 mm

그림 5: 2D 라이다가 감지 가능한 장애물 조건

경고
2D 라이다는 물체의 지름이 70 mm 이하이거나 높이가 100 mm 이하인 경우에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장애물로 감지 가능한 최소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20

GoCart180 사용자 매뉴얼

3.7.3 계단 추락 방지 센서
로봇은 계단 추락 방지 센서를 통해 전방 주행 시 추락 감지 거리를 계산합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계단의 
단차를 사전에 감지하고 추락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7.3.1 감지 가능한 단차 조건
1. 단차가 없는 경우
단차가 없는 바닥에서 계단 추락 방지 센서의 추락 감지 거리는 약 560 mm입니다. 

(단위: mm)

Robot
560340

추락 감지 가능

그림 6: 감지 가능한 단차 조건 - 단차가 없는 경우

2. 단차의 높이가 150 mm 이상인 경우
로봇은 단차의 높이가 150 mm 이상인 경우에 추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락 감지 거리는 770 mm 이상이며 여유 
한계값은 약 10 mm입니다. 

150 

Robot

추락 감지 가능

770

340

그림 7: 감지 가능한 단차 조건 - 단차의 높이가 150 mm 이상인 경우

3.7.3.2 감지 불가능한 단차 조건
1. 단차의 높이가 150 mm 이하인 경우
로봇은 단차의 높이가 150 mm 이하인 경우에 추락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추락 감지 불가능

Robot

660

340

100

그림 8: 감지 불가능한 단차 조건 - 단차의 높이가 150 mm 이하인 경우

경고
로봇은 계단의 단차 높이가 150 mm 이하인 경우에 추락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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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반사 노이즈 회피
로봇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단 추락 방지 센서를 통해 바닥과 벽 반사 노이즈를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단차가 
없는 바닥에서 계단 추락 방지 센서의 추락 감지 거리는 약 560 mm입니다. 로봇이 추락 감지 거리를 초과하는 반사 
노이즈를 감지하면 아래의 동작을 수행해 노이즈를 회피합니다.

 • 전진 동작을 통한 회피
로봇이 전진하는 중에 추락 감지 거리를 초과한 반사 노이즈를 감지한 경우입니다.
1. 로봇은 반사 노이즈를 감지한 출발 지점에서 0.4 m/s 이상 주행 시 최대 180 mm 전진 가능합니다. 0.4 m/s 이하 

저속 주행 시 최대 230 mm 전진 가능합니다. 로봇이 이동할 때, 반사 노이즈가 발생한 지점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2. 더 이상 추락이 감지되지 않으면, 로봇은 반사 노이즈를 회피하고 이동합니다.

 • 0.4 m/s 이상 주행 시, 최대 180 mm 전진
 • 0.4 m/s 이하 저속 주행 시, 최대 230 mm 전진

Robot

전진한 거리출발 지점
반사 노이즈 
발생 지점

Robot

추락 감지 
거리 초과

그림 9: 반사 노이즈 회피 - 전진 동작을 통한 회피

 • 회전 동작을 통한 회피
로봇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중에 추락 감지 거리를 초과한 반사 노이즈를 감지한 경우입니다.
1. 로봇은 반사 노이즈를 감지한 출발 지점에서 14.32° 회전합니다. 로봇이 이동할 때, 반사 노이즈가 발생한 지점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2. 더 이상 추락이 감지되지 않으면, 로봇은 반사 노이즈를 회피하고 이동합니다.

반사 노이즈 
발생 지점

회전한 각도

출발 지점

추락 감지 
거리 초과

Robot

Robot 14.32° 회전

그림 10: 반사 노이즈 회피 - 회전 동작을 통한 회피

 

경고
반사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예시, 화물 엘리베이터: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인 반짝이는 공간)에서 
로봇의 사용을 원할 경우, 계단 추락 방지 센서 기능을 비활성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비활성화할 경우, 계단 추락 방지 센서의 기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능은 PL-d 등급에서 비 PL-d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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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지면 감지 센서
로봇은 지면 감지 센서를 통해 후방 주행 시 추락 감지 거리를 계산합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계단의 단차를 
사전에 감지하고 추락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7.4.1 감지 가능한 단차 조건
1. 단차가 없는 경우
단차가 없는 바닥에서 지면 감지 센서의 추락 감지 거리는 약 38 mm입니다.

(단위: mm)

Robot

38
추락 감지 가능

그림 11: 감지 가능한 단차 조건 - 단차가 없는 경우

2. 단차의 높이가 50 mm 이상인 경우
로봇은 단차의 높이가 50 mm 이상인 경우에 추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추락 감지 가능

50 

Robot

그림 12: 감지 가능한 단차 조건 - 단차의 높이가 50 mm 이상인 경우

3.7.4.2 감지 불가능한 단차 조건
1. 단차의 높이가 50 mm 이하인 경우
로봇은 단차의 높이가 50 mm 이하인 경우에 추락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40

추락 감지 불가능
Robot

그림 13: 감지 불가능한 단차 조건 - 단차의 높이가 50 mm 이하인 경우

경고
로봇은 계단의 단차 높이가 50 mm 이하인 경우에 추락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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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능 안전(Functional	Safety)

3.8.1 기능 안전 소개
움직이는 로봇의 안전 기준은 국제 ISO 13482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는 로봇이 작동 중에 인간에게 가하는 위험 수준에 
대한 위험 평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어, 알림 3가지 범주를 사용하여 
위험한 상황을 예방 또는 회피하기 위한 안전 설계에 관련된 설계 방법을 말합니다. 
유진로봇은 [입력], [로직], [출력]의 개별 그룹으로 구성된 이중 구조를 사용하여 PL-d 안전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를 위해 로봇은 펌웨어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주변을 자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iDAR를 사용하여 로봇 주변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보호 영역]을 설정해야합니다.

경고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주행 속도는 0.5 m/sec 미만, 회적 속도는 10°/sec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참고
기능 안전(FuSa) 모듈에 연결된 2D LiDAR는 물체의 지름이 최소 70 mm이고 높이가 최소 100 mm 일 때 
장애물로 감지하고 충돌 회피를 실행합니다.

주의
1. 센서 자체에 이물질이 있으면 로봇이 이물질을 장애물로 감지하면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센서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거해야 기능 안전(FuSa)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체와 관련하여 로봇이 이를 반드시 감지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물체와 함께 로봇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이 물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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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기능 안전 목록

ID 기능 안전 항목 설명 PL/구조	
카테고리

SF-001 충돌 방지 - 전방 전방에 대한 충돌 방지 PL d, cat.3

SF-002 충돌 방지 - 측면/후방 오른쪽, 왼쪽 또는 후방에 대한 충돌 방지 PL b, cat.B

SF-003 비상 버튼으로 비상 정지 작업자 또는 직원의 비상 정지 PL d, cat.3

SF-004 외부 요청으로 보호 정지 외부 장치의 요청에 따른 비상 정지 PL d, cat.3

SF-005 보호 정지 출력

로봇에서 아래 조건을 감지할 때 GPIO 출력에서 ‘정지 
요청’을 보내려면
 • 머신이 이동 중
 • 시스템 내부 장애가 감지되거나 시스템 초기화가 

완료되지 않음

PL d, cat.3

SF-006 안전한 음소거
다음의 경우 충돌 방지 음소거
 • 도킹/도킹 해제
 • 복구 동작

PL d, cat.3

SF-007 과속 감지 과속이 발생하는 경우 로봇 정지 PL d, cat.3
SF-008 안전한 브레이크 해제 브레이크가 해제될 때 모터 전원을 끄려면 PL d, cat.3
SF-009 안전 모드 변경 수동 주행[Manual] 모드에서 보호 영역 제한 PL c, cat.3
SF-010 단차 감지 및 정지 계단과 같은 위험한 표면 주행 방지 PL d, cat.3
SF-011 단차 감지를 위한 안전한 음소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려면 관련 기능을 제한 PL d, c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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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보호 영역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로봇은 주변의 장애물이나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영역]을 생성합니다. 해당 
영역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로봇은 속도를 줄이거나 즉시 정지를 수행합니다. 로봇의 치수에 따라 보호 영역의 범위는 
상이합니다. 

Robot

그림 14: 다양한 보호 영역

색상 영역 유형 영역 이름 정의
정적(로봇의 속도와 

관계없이 고정된 
영역)

접촉 영역
로봇으로부터 50 mm 이내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로봇이 즉시 정지합니다. 가상 범퍼 기능을 
수행합니다.

동적(로봇의 속도에 
따라 변경 가능한 

영역)

동적 보호 정지 영역 장애물이 감지되면 로봇이 즉시 정지합니다. 
장애물이 제거되면 로봇이 작업을 재개합니다.

감속 영역(안쪽) 장애물이 감지되면 로봇의 속도가 80 %로 
느려집니다.

감속 영역(바깥쪽) 장애물이 감지되면 로봇의 속도가 90 %로 
느려집니다.

로봇보다 더 큰 적재함을 로봇 위에 놓을 경우, 사용자는 적재함의 크기에 따른 확장된 보호 영역을 시스템에 재 설정해야 
합니다. 

Robot

로봇보다 큰 적재함

그림 15: 로봇보다 큰 적재함을 적재하여 확장된 보호 영역

경고
사용자가 로봇보다 큰 적재함을 추가하면서 [보호 영역]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값을 입력한 
경우에는 적재함이 장애물과 충돌하기 전에 로봇이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도 범위는 0.1m/초 ~ 
1.0m/초이며, 적재함 크기에 따른 센서 스캔 시간, 시스템 지연, 제동 거리, 한계 시간을 다시 계산하여 
시스템에 설정해야합니다.



26

GoCart180 사용자 매뉴얼

3.8.4 보호 영역 실행
제공된 로봇 주행 모드[Joystick] 스위치 조정 열쇠를 사용해 로봇 주행 모드[Joystick]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로봇 주행 모드에서 [보호 영역]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 로봇 주행 모드[Joystick] 스위치

1. 자율 주행[Auto] 모드: 로봇이 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모든 [보호 영역] 활성화

2. 수동 주행[Manual] 모드: 조이스틱을 사용해 로봇을 수동으로 제어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0.2 m/초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모든 [보호 영역] 활성화

 • 0.2 m/초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일부 [보호 영역] 비활성화
 •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동 주행[Manual] 모드에서 [보호 영역] 비활성화 

기능을 켜기 또는 끄기 설정합니다(기본값: 비활성화 기능 끄기).

주의: 사용자는 안전을 위해서 로봇의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을 즉시 누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 영역]을 모두 비활성화할 수는 없고 일부만 비활성화 가능합니다.

주의
로봇 주행 모드[Joystick] 스위치 조정 열쇠를 반드시 로봇에서 제거한 후 로봇을 주행시켜야합니다. 
제거한 열쇠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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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보호 영역	비활성화
로봇의 안전을 위해 [보호 영역]을 항상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 영역]으로 인해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정된 특정 상황에서만 [보호 영역]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영역 비활성화는 아래 2가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8.5.1 단방향 비활성화
로봇의 SBC(단일 보드 컴퓨터)에서 기능 안전(FuSa) 모듈로 명령을 보내 [단방향 비활성화]를 수행하여 로봇 앞의 [보호 
영역]을 비활성화합니다.

그림 17: 로봇이 후진하여 장애물을 피하기

그림 18: 로봇이 충전 스테이션에서 후진하기

주의
[단방향 비활성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한됩니다.

유형 정의

로봇이 [보호 영역]을 비활성화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비활성화된 영역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능 안전(FuSa) 보드는 이중 구조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제한 시간 30초(SBC의 명령이 없어도 기능 안전(FuSa) 모듈이 자동으로 [보호 영역]을 
재활성화합니다.)
 • 기본 도킹 수행 시간: 120 초(FMS을 사용할 경우 FMS 설정값을 따름) 
 • 기본 도킹 시도 횟수: 5 회

제한 속도 0.2m/초([보호 영역] 일부가 꺼져 있어 속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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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도킹 비활성화
로봇이 충전 스테이션에서 150 mm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로봇 앞의 [보호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로봇이 도킹 
스테이션에서 150 m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면 SBC는 기능 안전(FuSa) 모듈에 [도킹 비활성화] 명령을 보내 로봇이 
도킹을 시도하는 방향의 [보호 영역]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도킹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보호 영역]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그림 19: 로봇이 충전 스테이션에 도달하는 프로세스

주의
[도킹 비활성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한됩니다.

유형 정의

로봇이 [보호 영역]을 비활성화한 방향(충전 단자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30초(기능 안전(FuSa) 모듈이 자동으로 [보호 영역]을 재활성화합니다.)
 • 기본 도킹 수행 시간: 120 초(FMS을 사용할 경우 FMS 설정값을 따름) 
 • 기본 도킹 시도 횟수: 5 회

제한 속도 0.2m/초([보호 영역] 일부가 꺼져 있어 속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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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도커 보호 영역 변경
[도커]는 로봇의 크기에 맞게 설계된 주차 공간입니다. 따라서 로봇이 자신보다 큰 적재함을 싣고 도커에 들어가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로봇에 적재함을 더한 모양과 크기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보호 영역]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보호 영역]의 크기를 적절하게 변경한 후에 이전과 같이 [도킹 비활성화]를 사용하여 도킹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림 20: 로봇이 도커에 진입하면 [보호 영역]이 변경됨

아래 그림에서는 로봇이 도커를 빠져나가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도커를 빠져나와 도킹을 해제하면 
로봇의 크기가 사용자가 설정한 확장된 [보호 영역]으로 변경됩니다.

그림 21: 로봇이 도커를 빠져나오면 [보호 영역]이 변경됨

주의
1. 도킹 영역(2.5m X 1.5m 충전 스테이션 내)에는 사람이나 물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충전 스테이션 영역 내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도킹 또는 도킹 해제 프로세스가 

취소됩니다. 
2. 도킹 및 도킹 해제 프로세스 중에는 로봇의 150 mm 이내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로봇 

앞 150 mm 이내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로봇이 비활성화로 인해 정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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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기능 안전 인증
GoCart180은 다음 지침을 준수합니다.
 • 기계 장치 지침 2006/42/EC
 • EMC 지침 2014/30/EU
 • RE 지침 2014/53/EU

해당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사용된 관련 통일 표준 또는 적합성이 선언된 기술 사양을 참조합니다.

기계 장치 지침 2006/42/EC
EN ISO 13482:2014
EN 60204-1:2018
EN ISO 12100:2010

EMC 지침 2014/30/EU

EN 61000-6-4:2007
EN 61000-6-2:2019
EN 61000-3-2: 2014
EN 61000-3-3:2013

RE 지침 2014/53/EU

EN 300 328 V2.1.1
EN 301 893 V2.1.1
ETSI EN 301 489-1 V2.1.1
ETSI EN 301 489-17 V3.1.1
EN ISO 121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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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 패키지 해제
이 섹션에서는 포장패키지를 해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팔레트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들어올려야 합니다. 

참고
사진에 등장하는 제품의 색상과 형상은 실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의
포장을 풀기 전에
1.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포장을 풀지 마십시오.
2. 나무 상자 못에서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끼십시오.
3. 발가락 부분을 감싸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4.1 구성품 확인
배송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목 수량 크기 설명
GoCart180 1 로봇 장치
충전 스테이션 1 충전 스테이션 장치
AC 전원 코드(CEEE7/7) 1 1.5 m 충전 스테이션 전원 코드(220 V)
충전 스테이션 브래킷 1 충전 스테이션 고정용
FMS 서버 1 인텔 NUC (선택 옵션)
조이스틱 1
로봇 덮개 열쇠 2 로봇 후면 덮개용, 제어 버튼 덮개용

4.2 포장 패키지 해체 순서
포장 패키지를 해체하려면 아래 순서를 따르십시오.

1. 포장 패키지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나무 상자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사로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나무 상자에서 로봇을 내리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공간

나무 상자

2400 mm

34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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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덮개의 화살표 표시 반대편에 있는 전면 패널을 확인하십시오.

전면 패널

후면 패널

화살표 표시

3. 고정용 나사(12개)를 제거하여 이 상단 덮개를 분리합니다.

상단 패널

주의
무거운 물체을 옮길 때는 주의하십시오. 두 사람이 상단 덮개를 양쪽에서 함께 들어야 합니다.

4. 측면 패널을 지지하는 버팀목의 나사(8개)를 제거합니다.

5. 버팀목을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 끈을 잘라 버팀목(2개)을 꺼냅니다.

플라스틱 끈
버팀목(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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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성품 상자 번들을 꺼낸 후에 플라스틱 끈을 잘라 상자를 분리합니다.

구성품 상자

7. 구성품 상자 내부의 도어 키(2개)를 확인하고 키를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로봇 덮개 열쇠(2개)

8. 고정용 나사(9개)를 제거하여 전면 패널을 분리합니다.

전면 패널

9. 고정용 나사(7개)를 제거하여 좌측 패널을 분리합니다.

좌측 패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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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로봇을 둘러싼 폼 블록을 제거합니다. 

전면

11. 나무 상자 앞에 상단 덮개를 놓아서 로봇을 이동시키는 경사로로 사용합니다. 상단 덮개(경사로)의 양 모서리와 
화살표 표시를 나무 상자에 맞춥니다.

나무 상자 전면
상단 덮개(

램프)

화살표 표시

12. 제공된 로봇 덮개 열쇠를 사용하여 로봇의 후면 덮개를 엽니다.
 • GoCart180: 하드웨어 스위치를 켭니다(위쪽 방향).
 • GoCart250: 하드웨어 스위치를 켭니다(왼쪽	방향).

GoCart180: 
하드웨어 스위치를 
켭니다(위쪽 방향).

GoCart250: 
하드웨어 스위치를 
켭니다(왼쪽 방향).

키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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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봇의 왼쪽에서 브레이크 스위치를 찾습니다. 브레이크 스위치를 끕니다(오른쪽 방향).

브레이크 스위치를 
끕니다(오른쪽 방향)

14. 나무 상자에서 충전 스테이션 장치를 꺼냅니다.

충전 스테이션 장치

15. 상단 덮개(램프)를 사용하여 로봇을 천천히 굴려 내립니다. 
 

주의
무거운 물체을 옮길 때는 주의하십시오. 두 사람이 로봇을 천천히 옮겨야 합니다.

4.3 배터리 확인(선택 사항)
배터리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 페이지 15의 "3.6 배터리 주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2. 배터리 전압 확인(트리거 단자 단락):
 • 배터리 전압이 25V보다 높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전압이 25V보다 낮으면 배터리를 로봇에 조립하고 충전을 시작하십시오. 로봇의 전원을 켤 수 있지만 

모터를 작동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 배터리 전압이 23V보다 낮으면 로봇에서 배터리를 분해하여 즉시 충전을 시작하십시오. 이 경우에 로봇을 켜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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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기 전에

5.1 제품 치수

그림 22: 제품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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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품 명칭 및 기능

 

2. Staircase 
Detection Sensor

3. Charging Terminal

8. Control Button

3D LiDAR

2D LiDAR

그림 23: 제품 구조 및 명칭

부품	 설명
1 3D 카메라(3D Camera) 비주얼 마커 및 장애물 감지

2 계단 추락 방지 센서
(Staircase Detection Sensor) 단차 감지 및 계단 추락 방지

3 로봇의 충전 단자
(Charging Terminal) 충전 스테이션 단자가 있는 접촉식 충전 시스템

4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HDMI 1개, LAN 1개, USB 3개
5 2D/3D 라이다(2D/3D LiDAR) 장애물 감지/구역 매핑 및 로컬리제이션
6 초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 장애물 감지

7 비상 정지 버튼
(Emergency Stop Button) 모터 전원 끄기

8 제어 버튼(Control Button) 로봇 시스템 제어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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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어 버튼
로봇에 부착된 제어 버튼과 스위치를 이용해 로봇 시스템을 제어하고 설정합니다.

1 2 3 4 5

그림 24: 제어 버튼

5.3.1 소프트웨어 전원[Power]	버튼
로봇의 소프트웨어 [Power]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로봇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5.3.2 시작[Start]	버튼
로봇의 전원을 켜고 로봇의 작동을 시작합니다.
1. 로봇의 전원의 전원을 켜지고 부팅이 완료되면 시작[Start] 버튼의 LED가 녹색으로 깜빡입니다. 시작[Start] 

버튼을 눌러 로봇 작동을 시작합니다.

특정 상황으로 인해 동작이 멈춘 로봇의 작동을 재개합니다.
1. 로봇이 주행 중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멈춘 경우 시작[Start] 버튼의 LED가 녹색으로 깜빡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시작[Start] 버튼을 눌러 로봇 작동을 재개합니다. 
*시스템 장애는 센서 관련 고장으로 인해 드라이버에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비상 정지[Emergency Stop] 상태를 해제할 경우 시작[Start] 버튼을 눌러 로봇 작동을 재개합니다.

5.3.3 주행 모드[Joystick]	스위치
자율 주행[Auto] 또는 수동 주행[Manual]을 설정하는 로봇 주행 모드 스위치입니다.

5.3.3.1 수동 주행[Manual]	모드 설정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로봇을 움직일 수 있으며 지도 그리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이스틱 사용 방법은 페이지 
46의 "5.8 조이스틱 사용"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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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브레이크[Brake]	스위치
브레이크 기능을 활성화[ON] 또는 비활성화[OFF] 설정하는 스위치입니다. 

5.3.4.1 브레이크 비활성화 설정
브레이크를 비활성화[OFF]하면 모터 작동을 위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로봇은 자율 주행/수동 주행 모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
로봇이 정지 상태일 때만 브레이크를 비활성화[OFF] 설정하십시오.

참고
1. 로봇의 주행 모드가 수동 주행[Manual]모드(Joystick 스위치가 [Manual] 상태) 일 때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브레이크 스위치가 비활성화[OFF] 상태인지 확인한 후 활성화[ON] 상태로 
변경하십시요.

2. 로봇은 이동 중 배터리가 방전(남은 전력이 10% 이하)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봇에 내장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브레이크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후 브레이크 스위치를 사용하려면 먼저 배터리를 교체 
또는 충전해야 합니다. 

5.3.4.2 로봇 수동 이동
브레이크를 비활성화[OFF]한 상태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로봇을 밀어 천천히 움직입니다. 로봇이 빠르게 움직이면 다른 물체와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특정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면 급격한 감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터 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5.3.5 취소[Cancel]	버튼
이 버튼은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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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봇은 다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로봇 후면에 위치합니다.
 • USB 포트 x 3 개
 • Lan 포트 x 1 개
 • HDMI x 1 개

HDMI LAN USB (3 개)

그림 25: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의
외부 장치(태블릿 등)가 5 W를 초과하는 경우, USB 포트에 전원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보조 배터리 등의 
전원 장치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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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케이블 커넥터
로봇 상단에 위치한 케이블 커넥터을 통해 외부 케이블을 로봇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5.5.1 커넥터 핀아웃 가이드
제품 커넥터 핀과 해당 설명은 다음 그림과 표를 참고하십시오.

2 3 41

그림 26: 제품 상단에 있는 커넥터

1  전원 커넥터(HC-M-02-AT-F-10)
 • 공급 전압 : 23 ~ 29 V
 • 공급 전류 : 최대 14 A

이미지 핀 번호 신호
1 VBAT

2 GND

2  비상 정지/기능 안전(FuSa) 커넥터(HC-M-12-PT-F)
로봇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점퍼 캡이 장착되어 출고됩니다. 필요에 따라 점퍼 캡을 제거한 후 와이어를 연결하십시오.

이미지 핀 번호 신호

71
82
93
104
115
126

1 EMG_NC11
2 EMG_NC12
3 EMG_NC21
4 EMG_NC22
5 FuSaIN_NC11
6 FuSaIN_NC12
7 FuSaIN_NC21
8 FuSaIN_NC22
9 FuSaOUT_NC11
10 FuSaOUT_NC12
11 FuSaOUT_NC21
12 FuSaOUT_N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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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버튼 신호 커넥터(HC-M-12-PT-F)
이미지 핀 번호 신호

1 미연결
2 미연결
3 미연결
4 Button_24V

5 Job start_LED 
control

6 Job start 
button_IN

7 Button_GND

8 Cancel_LED 
control

9 Cancel button_
IN

10 미연결
11 미연결
12 미연결

4  이더넷 커넥터(HC-M-RJ45-08-GC-F/F) - RJ-45 암형
이미지 핀 번호 신호

1 Tx+
2 Tx-
3 Rx+
4 미연결
5 미연결
6 Rx-
7 미연결
8 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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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배선 회로도

그림 27: 배선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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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LED	색상 및 로봇 상태
로봇 주변의 LED 표시등 밴드는 로봇의 현재 작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8

5

3

1

4

2

6

7
GoCart180

GoCart250

전면

그림 28: 로봇의 LED 밴드 위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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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LED 표시등 색상의 상태

LED Dispaly (Light Indication)
Purpose:

For Whom: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Status System status Need_button_pressing 0.5s Cross blink

FuSa Emergency_button_Press Stay on

Emerg_Level_Error Emerg_Level_Error Cross blink

Alert_Level_Error Alert_Level_Error Cross blink

Firmware-FuSa Safety_Lidar Cross blink

Firmware-FuSa Safety_Encoder Cross blink

Firmware-FuSa Safety_GPIO 0.5s Cross blink

Firmware-FuSa Safety_Cliff 0.5s Cross blink

Firmware-FuSa Safety_Master 0.5s Cross blink

Reserved 3s Cross Dim (Gradation)

Firmware-Control Master_error Cross blink

Firmware-Control Motor_error Cross blink

Firmware-Control Wheel_error 0.5s Cross blink

Reserved 0.5s Cross blink

Reserved 3s Dim (Gradation)

Reserved 3s Cross Dim (Gradation)

Firmware-Control-Sensor Sonar Cross blink

Firmware-Control-Sensor Cliff Cross blink

Firmware-Control-Sensor LED 0.5s Cross blink

Firmware-Control-Sensor Control_button 0.5s Cross blink

Reserved 3s Dim (Gradation)

Reserved 3s Cross Dim (Gradation)

Sensor Lidar_3D Cross blink

Sensor Lidar_2D Cross blink

Sensor Depth_sensor_3D 0.5s Cross blink

Reserved b 0.5s Cross blink

Reserved 0.5s Cross blink

Reserved 3s Dim (Gradation)

Firmware-Driver Fusa_driver Cross blink

Firmware-Driver Control_driver Cross blink

Firmware-Driver Direct_sensor_driver 0.5s Cross blink

Reserved 0.5s Cross blink

Reserved 3s Dim (Gradation)

Reserved 3s Cross Dim (Gradation)

Software Process_not_running Cross blink

Software Over_resource_limitations Cross blink

Reserved 0.5s Blink

Reserved 0.5s Cross blink

Reserved 3s Dim (Grada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_error 3s Cross Dim (Gradation)

SLAM Interpolation_error Burst

SLAM Create_Map_error Cross burst

Reserved 0.5s Blink

Reserved 0.5s Cross blink

Reserved 3s Dim (Gradation)

Reserved 3s Cross Dim (Gradation)

Localization Not_ready Burst

BMS BMS_error 0.5s Blink

Operation-Charging Charging_failed Cross burst

Reserved 0.5s Cross blink

Reserved 3s Dim (Gradation)

Reserved 3s Cross Dim (Gradation)

Stuck Stuck_by_obstacle Burst

Stuck Docking_failed 0.5s Blink

Stuck Stuck_by_FuSa 0.5s Cross blink

Stuck Stuck_by_path_planning_failed Cross burst

Suspend mode by FMS Suspend 0.5s Cross blink

Stuck Motion_failed 0.5s Cross blink

System status Shutting_down Gradient

System status Booting 10 10 10 10 10 10 10 10 0.5s Blink

System status Under_diagnosis 50 50 50 50 50 50 50 50 0.5s Blink

System status Oover_temperature Gradient

Operation-Charging Fully_charged Stay on

Operation-Charging Charging 6s Gradient

Power Low_battery 6s Gradient

Moving Moving_to_the_docker 0.5s Stay on

Moving Moving_undocking 0.5s Blink

Operation-Device Device_moving 0.5s Blink

Status & Priority

GroupCategory

Error

Status
Sequence (Tik) Sequence (Tok)

LED Pattern

Time Display Pattern

System status SLAM Stay on

Localization Need_place_recognition 0.5s Cross blink

System status Response_success - - - - - - - - - - - - - - - -

System status Response_fail - - - - - - - - - - - - - - - -

System status Create_Map_success - - - - - - - - - - - - - - - -

Operation-Stop Paused Stay on

Operation-Moving Motion_stop - - - - - - - - - - - - - - - -

Operation-Stop-Interaction Waiting_for_Human_Input 0.3s Blink

Operation-Stop-Interaction Waiting_for_system_trigger 1s Blink

Operation-Stop User_expression_1 - - - - - - - - - - - - - - - -

Moving High_Speed_navigation 0.3s Blink

Moving Moving_backward 0.5s Blink

Operation-Moving User_expression_2 - - - - - - - - - - - - - - - -

Operation-Moving Motion_elevator - - - - - - - - - - - - - - - -

Operation-Moving Ccoming_through - - - - - - - - - - - - - - - -

Operation-Moving Motion_moving - - - - - - - - - - - - - - - -

Operation-Moving Moving_right 0.5s Blink

Operation-Moving Moving_left 0.5s Blink

Operation-Moving Mmoving_straight 0.5s Blink

Operation-Moving Manual_drive Stay on

Operation-Moving Autonomous_navigation Stay on

Status &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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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설명

1
LB(왼쪽 범퍼),
데드맨 스위치 

LB 버튼을 눌러 로봇을 데드맨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LB(데드맨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조이스틱의 버튼을 누릅니다. 

2
모드
(주행 제어 모드) 주행 제어 모드를 선택하는 토글키(방향 패드 또는 제어 스틱(왼쪽)).

3 방향 패드 수동 주행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합니다. 'LB(데드맨 스위치)' 버튼을 누른 상태로 
사용합니다.

4 제어 스틱(왼쪽) 수동 주행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합니다. 'LB(데드맨 스위치)' 버튼을 누른 상태로 
사용합니다.

5
RT(오른쪽 트리거),
터보 모드 RT 버튼(터보 모드)을 누르면 로봇의 최대 속도 값이 증가합니다. 

6 작동 스위치 조이스틱을 작동하려면 'X' 방향을 유지합니다. 'D' 방향에서는 진동에 의한 오동작을 
경고합니다.

7
Logitech
(주행 모드)

로봇 SLAM 모드(매핑 모드(SLAM) 또는 자율주행 모드(로컬라이제이션))를 선택하는 
토글 키. 'LB(데드맨 스위치)' 버튼을 누른 상태로 사용합니다.

8 제어 스틱(오른쪽) 해당 버튼은 기능이 없습니다.

*그림에 설명되지 않은 버튼은 기능이 없습니다.

5.8 조이스틱 사용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로봇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지도를 그리는 등 기타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구역의 매핑을 수행할 때는 로봇 뒤에 서서 로봇을 따라갑니다. 먼저 지도의 전체 구역을 그린 다음 
내부 구역을 그릴 것을 권장합니다. 내부 구역이 처음 지도를 작성한 원점 위치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이스틱을 사용하기 위해 로봇을 수동 주행[Manual] 모드로 설정합니다.
1. 로봇 주행 모드[Joystick] 스위치를 수동 주행[Manual]으로 설정합니다.
2. 시작[Start] 버튼을 눌러 로봇을 작동합니다.

5.8.1 조이스틱 버튼 명칭
조이스틱 버튼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RT(오른쪽 트리거),
터보 모드 

작동 스위치
LB(왼쪽 범퍼),
데드맨 스위치 

XD

평면도

1

5

6

Logitech
(주행 지도 모드)

기능 없음

모드 
(주행 제어 모드)

방향 패드

제어 스틱(왼쪽)

평면도

2

7

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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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조이스틱을 사용한 매핑
 • 키패드로 로봇 제어

1. 조이스틱 전면의 작동 스위치가 'X' 방향인지 확인하십시오.
2. 모드(주행 제어 모드) 버튼을 눌러 녹색 표시등을 켭니다.
3. LB(데드맨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패드를 눌러서 로봇을 움직여 지도를 작성합니다.

LB(왼쪽 범퍼),
데드맨 스위치 

XD

평면도

작동 스위치

모드 
(주행 제어 모드)

방향 패드

평면도

3-1

2

1

3-2

 • 조이스틱으로 로봇 제어
1. 조이스틱 전면의 작동 스위치가 'X' 방향인지 확인하십시오.
2. 모드(주행 제어 모드) 버튼을 눌러 녹색 표시등을 끕니다.
3. LB(데드맨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제어 스틱(왼쪽)을 눌러 로봇을 움직이면서 지도를 작성합니다.

LB(왼쪽 범퍼),
데드맨 스위치 

XD

평면도

작동 스위치
3-1

1

모드 
(주행 제어 모드)

제어 스틱(왼쪽)
평면도

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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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단 적재함 설계

5.9.1 상단 적재함 치수
아래의 치수를 고려하여 로봇의 상단 적재함을 설계해야 합니다.
 • 적재함 치수(길이 x 폭 x 높이): 최대 441 mm x 646 mm x 1000 mm 

*로봇 주행 경로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

그림 30: 상단 적재함 치수

참고
적재함을 장착한 로봇이 이동할 때 장애물 또는 사람과의 충돌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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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적재하중에 따른 무게 중심 사양
다음 그림은 다양한 적재하중의 무게 중심 사양을 보여줍니다. 로봇을 안전하게 동작하려면 제시된 사양을 확인하십시오. 

 • 적재하중 100 kg 일 때

전면 측면

(단위: mm)

 • 적재하중 140 kg 일 때

전면 측면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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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하중 180 kg 일 때

전면 측면

(단위: mm)

주의
 • 로봇 덮개에 기준 이상의 하중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면 로봇 덮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적재물의 하중이 올바르게 배치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경우,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로봇이 

전복되어 장비가 손상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봇이 주행하는 바닥은 요철과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요철과 구멍으로 인해 적재물이 로봇에서 

떨어져 장비가 손상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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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충전 스테이션

5.10.1 충전 스테이션	치수

그림 31: 충전 스테이션 치수

5.10.2 충전 스테이션	명칭

1  Charging Terminal

3  Charging Foot 4  Charging Stopper 5  Charger

2  LED Indicator

그림 32: 로봇 충전 스테이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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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Function

1 Docking terminal(충전 단자) 로봇 단자의 접촉식 충전 시스템

2 LED 표시등(LED Indicator)

충전 스테이션의 상태를 LED 색상으로 표시
LED	색상 상태

 녹색 로봇 충전 완료

 주황색 로봇 충전 중

 빨간색
로봇 충전 대기 상태 또는 비정상 상태
(OTP 장애, OLP 장애, 팬 장애, 충전 시간 초과 등)

3 Docking foot(충전 풋) 충전 스테이션 높이 조절 

4 Docking stopper(충전 스토퍼) 벽에 기대어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조절형 공간 및 지지대

5 Charger Battery charger in the charging station (located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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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봇 설치

6.1 충전 스테이션 설치

6.1.1 설치 장소 선택(권장)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할 적절한 위치를 찾습니다.
 • 평평한 벽과 바닥.
 • 충전 스테이션 주변에 반짝이거나 반사되는 물질을 두지 않습니다.
 • 동일한 장소로 동일한 비주얼 마커의 동일한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로컬라이제이션 

오류가 발생하여 로봇이 예기치 않은 동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충전 실패를 방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주변광(300럭스)을 마커에 투사해야 합니다.
 • 도킹은 빈 공간(1800 mm(폭) x 1600 mm(깊이))이 필요합니다. 빈 공간 내에 장애물을 두지 마십시오. 충전에 

실패하면 로봇은 공간이 더 넓어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간은 필수는 아니지만 유진로봇은 강력히 
권장합니다.

(단위: mm)

충전	
스테이션

1800(폭)

1600(깊이)빈 공간

그림 33: 충전을 위한 빈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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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충전 스테이션 설치
충전 스테이션을 올바르게 설치하십시오.
1. 충전 스테이션을 벽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2. 충전 스테이션 아래의 충전 풋을 돌려 높이를 조정합니다. 충전 단자의 높이는 충전 스테이션과 로봇이 같아야 

합니다.
3. 충전 스토퍼를 벽 쪽으로 돌립니다.
4. 로봇을 충전 스테이션 단자에 수동으로 밀어 넣어 충전 스테이션 앞에 위치시킵니다.
5.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를 완료한 후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참고
 • 최초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 할 경우, 충전 스테이션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할 바닥이 평평하고, 벽과 바닥이 수직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로봇이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전원 케이블을 정리하고 충전 

스테이션 뒤의 여유 공간에 넣으십시오.

그림 34: 충전 스테이션 설치 (전면) 그림 35: 충전 스테이션 설치 (측면)

Robot

그림 36: 충전 스테이션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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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로봇 전원 켜기/끄기

6.2.1 로봇 전원 켜기
1. 제공된 로봇 덮개 열쇠를 사용하여 로봇의 후면 덮개를 엽니다. 

후면 덮개 열쇠 구멍

2. 로봇의 트리거 스위치를 켭니다('I'로 표시).

트리거 스위치 
('I'로 표시)

그림 37: 트리거 스위치

3. 로봇의 하드웨어 스위치를 켭니다(위쪽 방향).
4. 제공된 로봇 덮개 열쇠를 사용하여 로봇의 후면 덮개를 닫습니다. 

하드웨어 스위치 켜기
(위쪽 방향).

그림 38: 하드웨어 전원 스위치

5. 로봇의 제어 버튼 덮개를 열어 소프트웨어 전원 버튼을 켭니다. 전원[Power] 버튼을 누르고 부팅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림 39: 소프트웨어 전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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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봇 부팅이 완료되면 시작[Start] 버튼의 LED가 녹색으로 깜빡입니다. 시작[Start] 버튼을 눌러 로봇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림 40: 소프트웨어 시작 버튼

참고
로봇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동작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단자와 로봇의 충전 단자 접촉 상태
 • 로봇 충전 상태(충전 스테이션 상단의 LED 표시등이 녹색 또는 주황색이어야 합니다.)
 • 브레이크 잠금 해제[Off]
 • 주행 모드[Joystick] 스위치를 자율 주행[Auto]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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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로컬라이제이션
로봇에 전원이 켜진 후, 로봇은 '로컬라이제이션' 실행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로컬라이제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로봇이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 상태여야 합니다. (충전 스테이션 상단의 LED 표시등이 녹색 또는 주황색이어야 

합니다.)
2. RCM(Rocon Client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로봇 초기 설정(셋업 위자드)을 완료한 후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실행 방법은 제공된 'YUJIN Robot Tools'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6.2.2.1 로컬라이제이션 실행 순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실행하면 로봇은 다음의 동작을 수행하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합니다.
1. 로봇은 충전 스테이션에서 후진(충전 상태 해제)
2. 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며 로봇 센서를 통해 환경 정보를 수집

6.2.3 로봇 전원 끄기

6.2.3.1 안전 종료(소프트웨어 전원 끄기)
로봇의 전원을 끄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로봇의 소프트웨어 전원 스위치를 3초 이상 누르면 로봇 전원이 꺼집니다. 페이지 55의 "그림 39: 소프트웨어 

전원 버튼"을 참고하세요.
2. 로봇의 전원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약 1분 동안 기다립니다.

6.2.3.2 강제 종료(하드웨어 전원 끄기)
로봇에 특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로봇의 하드웨어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또는 일주일 이상 장시간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로봇의 하드웨어 전원을 꺼야합니다.
1. 로봇의 하드웨어 스위치를 끕니다(왼쪽 방향). 페이지 55의 "그림 38: 하드웨어 전원 스위치"을 참고하세요.
2. 브레이크 스위치(Brake)가 활성화[O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3.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이 해제 상태(표시등 꺼짐)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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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로봇 충전
로봇은 자동 모드(Auto Mode)와 수동 모드(Manual Mode) 두 가지 충전 방식을 지원합니다.

참고
제품 출하 시 충전 스테이션은 자동 모드(Auto Mode)로 설정되어 배송됩니다.

6.3.1 자동 모드(Auto	Mode)	사용
해당 충전 방식을 사용하는것을 권장합니다.

1.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모드 스위치가 Auto Mode('I' 표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Auto Mode 
('I' 표시)

충전 모드 스위치

주의
 •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모드 스위치는 'Auto Mode'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정 상태를 절대 임의 

조작하지 마십시오.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정 상태를 임의 조작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충전 스테이션의 전원 코드를 제거하고 상단부의 

LED 표시등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린 후(약 10초) 전원 코드를 재연결하십시오.

2.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충전 스테이션 뒷면에 연결합니다.

전원 케이블

주의
로봇 시스템을 완전히 재부팅하려면 전원 코드를 뽑은 후 다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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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전 스테이션 상단에 있는 LED가 계속 빨간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봇이 자동 모드(Auto Mode)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LED
표시등

4. 로봇의 충전 단자와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단자가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합니다.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단자

로봇의 
충전 단자

5. 충전이 시작되면 LED가 황색으로 변하고 불빛은 유지됩니다.

6. RCM 프로그램(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 상단바 중앙)에서 로봇의 충전 상태(배터리 잔여량 표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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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수동 모드(Manual	Mode)	사용

1.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모드 스위치가 Auto Mode('I' 표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Auto Mode 
('I' 표시)

충전 모드 스위치

2.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충전 스테이션 뒷면에 연결합니다.

전원 케이블

주의
로봇 시스템을 완전히 재부팅하려면 전원 코드를 뽑은 후 다시 연결합니다.

3. 케이블 브라켓에서 수동 충전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수동 충전 케이블

케이블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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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동 충전 케이블을 로봇의 충전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충전 커넥터
(로봇)

충전 케이블 
(충전 스테이션) 

주의
충전 커넥터 연결 시 커넥터 핀의 방향성에 주의하십시오. 수동 충전 케이블과 충전 커넥터에 표시된 
빨간색 점이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 시킨 후 연결합니다.

5.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모드 스위치를 Manual Mode('O' 표시) 상태로 변경합니다.

Manual Mode
('O' 표시)

충전 모드 스위치

주의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모드 스위치는 'Manual Mode'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정 상태를 절대 임의 
조작하지 마십시오.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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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전 스테이션 상단에 있는 LED가 계속 빨간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봇이 수동 모드(Manual Mode)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충전 스테이션 
LED 표시등

7. 충전이 시작되면 LED가 황색으로 변하고 불빛은 유지됩니다.

8. RCM 프로그램(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 상단바 중앙)에서 로봇의 충전 상태(배터리 잔여량 표시)를 확인합니다.

9. 로봇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모드 스위치를 Auto Mode('I' 표시)로 변경합니다.

10. 수동 충전 케이블을 로봇에서 분리한 다음 충전 스테이션의 케이블 브라켓에 재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케이블 
보관소(빈 공간)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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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로봇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로봇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에 엔진을 시동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제공된 로봇 덮개 열쇠를 사용하여 로봇의 후면 덮개를 엽니다. 
2. 로봇의 하드웨어 스위치를 끕니다(아래쪽 방향).

하드웨어 스위치 끄기
(아래쪽 방향)

후면 덮개 열쇠 구멍

3. 로봇의 트리거 스위치를 재설정합니다. 
 • 재설정 순서: 기본 켜짐('I'로 표시) → 꺼짐 ('O'로 표시) → 켜짐('I'로 표시).

트리거 스위치

4. 로봇의 하드웨어 스위치를 켭니다(위쪽 방향).
5. 제공된 로봇 덮개 열쇠를 사용하여 로봇의 후면 덮개를 닫습니다. 

하드웨어 스위치 켜기
(위쪽 방향).

6. 로봇의 초기 충전을 직접(수동) 충전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이전 단계의 페이지 60의 "6.3.2 수동 모드(Manual 
Mode) 사용"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로봇을 30분 넘게 충전했는지 또는 로봇의 배터리 전압이 24V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7. 초기 충전 완료 후 충전 방식을 충전 스테이션 사용으로 변경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십시오. 이전 단계 페이지 58
의 "6.3.1 자동 모드(Auto Mode) 사용"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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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주얼	마커 설치
비주얼 마커는 로봇이 충전 스테이션에 정확히 도킹하고 충전하도록 안내합니다.
 • 당사는 미시간 대학의 APRIL 연구소에서 개발한 Tag36h11을 사용합니다(https://april.eecs.umich.edu/

software/apriltag.html).
 • 비주얼 마커는 Main Marker와 Sub Marker 2개가 있습니다.
 • 각 마커는 고유의 ID를 가집니다. ID는 왼쪽 마커의 상단 왼쪽에 적혀있습니다.
 • 각 마커의 크기는 60 mm x 60 mm입니다.
 • 바닥에서부터 마커 중심부의 높이는 306 mm입니다. 이는 로봇에 부착된 3D 카메라의 높이와 동일합니다.

(단위: mm)

60

18
Main Marker Sub Marker

60

Marker ID

그림 41: 비주얼 마커 크기

306

그림 42: 비주얼 마커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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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충전 진입 위치로 이동
충전 작업을 수행하려면 로봇이 마커를 감지할 수 있는 진입 위치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진입 위치 범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충전 위치에서부터 로봇의 중심부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충전 진입 위치의 
오차 허용 범위는 ±100mm입니다.

(단위: mm)

365

600

오차 허용 범위 ±100

충전	
스테이션

전면

중심
Robot

GoCart180

그림 43: 충전 진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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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 보수

7.1 청소 및 유지 보수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를 받아야 하는 부품, 유지 보수 주기, 유지 보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지보수 작업 활동 범위 간격
1 구동 휠 및 캐스터 먼지와 머리카락 제거 필요에 따라 교체
2 3D/2D 라이다 센서 깨끗한 천으로 먼지 제거 3개월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3 3D 카메라 깨끗한 천으로 먼지 제거 3개월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4 배터리 배터리 방전이 너무 빠른지 확인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교체

5 비상 정지 버튼
비상 정지 버튼 작동 확인 -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재 
설정하십시오.

3개월마다

6 충전 스테이션 단자 및 로봇 충전 
단자 깨끗한 천으로 먼지 제거 매월

7.2 문제 해결
로봇에 문제가 발생하면 sales@yujinrobo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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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 사양

8.1 로봇 사양
설명 사양
물리적
치수(길이 x 폭 x 높이) 730 mm x 525 mm x 420 mm(28.74" x 20.66" x 16.53")
중량 약 130 kg(286.60 파운드)
적재함 치수(길이 x 폭) 646 mm x 441 mm(25.43" x 17.36")
성능
안전 성능 수준 EN ISO 13482:2014

최대 탑재량 평면일 때: 180 kg (396.83 파운드)
경사면/문턱/카펫 바닥일 때: 120 kg (264.55 파운드)

작동 속도 최대 1.0 m/초
횡단 가능 스텝 최대 10 mm
횡단 가능 간격 최대 30 mm
경사 4.76 도 경사*
노이즈 60 dB 미만
전기
입력(충전기 쪽) AC 100 V ~ 240 V, 50/60 Hz, 6.8 A
출력(충전기 쪽) DC 29 V, 21 A
입력(로봇 쪽) DC 23 V ~ 29 V(공칭 25.2 V)
소비 전류 약 8 A(환경에 따라 다름)

허용 전압 최소 23 V
(23 V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전원 차단)

환경
IP 등급 IP2X

Wi-Fi 주파수
2.412GHz ~ 2.472 GHz, 
5.180GHz ~ 5.240 GHz, 5.260 GHz ~ 5.320 GHz, 
5.500GHz ~ 5.700 GHz(실내 전용)

Wi-Fi 전원 Wi-Fi 전원 2.4 GHz 대역: 20 dBm(EIRP) 미만
5GHz 대역: 23 dBm(EIRP) 미만

이 장비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주파수 대역 5,150MHz~5,350MHz는 EU에서 실내용으로 제한됩니다.
BE BG CZ DK DE EE IE
EL ES FR HR IT CY LV
LT LU HU MT NL AT PL
PT RO SI SK FI S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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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M	사양

적용 범위

20,000 m2(200 m ×100 m)
 • 정상적인 환경에서 작동한다고 가정
 • 힘든 환경:

 - 로봇이 알려지지 않은 구역으로 주행할 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우
 - 유리문 또는 거울이 많은 경우

정상 속도 0.5 m/초

최대 속도 1.0 m/초
(* 권장하지 않음)

정확성 이중 LiDAR: ±40 mm
* 로봇이 사용자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동적 장애물의 허용 오차 30 % 미만(환경이 30 % 넘게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다시 매핑해야 함)

로컬라이저 사양
힘든 환경 유리문 또는 거울이 많은 경우
최대 속도 1.0 m/초

정확성 이중 LiDAR: ±40 mm
* 로봇이 사용자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동적 장애물의 허용 오차 30 % 미만(환경이 30 % 넘게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다시 매핑해야 함)

배터리 기술 사양
중량 각각 7.5 kg 미만
전압 공칭 25.2 V DC
에너지 1,096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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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8.2 충전 스테이션 사양

설명 사양
입력 90V ~ 264 V AC, 6.8 A
전류 21 A
전압 29 V DC
소비 전력 600 W
치수(길이 x 폭 x 높이) 450 mm x 150 mm x 378 mm(17.71" x 5.90" x 14.88")
중량 11 kg (24.25 Ibs)
온도 -20도 ~ 60도
LED 표시등 3가지 LED 색상(녹색, 주황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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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록	A.	컨베이어 설치 및 운영
로봇 상부에 컨베이어를 설치하고 컨베이어 시스템과 연동하여 로봇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9.1 로봇 상부에 컨베이어 설치
1. 로봇 상부에 컨베이어를 설치합니다. 
2. 페이지 41의 "5.5.1 커넥터 핀아웃 가이드" 를 참고하여 로봇과 설치된 컨베이어를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9.2 로봇과 컨베이어 동작
기능 안전(FuSa) 신호 전송을 통해 로봇과 컨베이어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컨베이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로봇의 [비상 정지/기능 안전(FuSa) 커넥터]에 컨베이어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야합니다. 연결을 위한 자세한 핀아웃 정보는 페이지 41의 "5.5.1 커넥터 핀아웃 가이드" 
의 [비상 정지/기능 안전(FuSa) 커넥터] 항목을 참고하세요.

9.2.1 신호 로직 구조
로봇과 컨베이어의 신호 로직 구조입니다.

1.	로봇(내부 로직) 2.	커넥터 연결 3.	컨베이어(외부 로직)

커넥터 연결

Output	MCU 커넥터 Input	MCU
신호 Relay	상태 컨베이어 동작 상태 [비상 정지/기능 

안전(FuSa) 
커넥터]

신호
High Close 동작 가능 Low
Low Open 동작 불가능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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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동작 제어
기본적으로 로봇이 컨베이어에게 동작 신호(로봇 Output 기준)를 전송하면, 컨베이어는 로봇에게 피드백 신호(컨베이어 
Output 기준)를 회신합니다. 로봇에서 전송하는 동작 신호를 기준으로 컨베이어와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로봇을 운영하십시오.

동작 유형
1 	동작 신호(로봇	Output	기준) 2 	피드백 신호(컨베이어	Output	기준)

Relay	상태 컨베이어 동작 상태 Relay	상태 로봇 동작 상태
동작	A Open 동작 불가 Close 동작 가능
동작	B Close 동작 가능 Open 동작 불가

9.2.2.1 동작	A:	컨베이어 동작 불가/로봇 동작 가능

컨베이어	(PLC)

Output Input

Input Output

로봇	(FuSa)

12
동작 신호:  
Open,	컨베이어 동작 불가

피드백 신호:  
Close,	로봇 동작 가능	

신호 전달

9.2.2.2 동작	B:	컨베이어 동작 가능/로봇 동작 불가

컨베이어	(PLC)

Output Input

Input Output

로봇	(FuSa)

12
동작 신호:  
Close,	컨베이어 동작 가능

피드백 신호:  
Open,	로봇 동작 불가	

신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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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컨베이어 운영 시나리오(예시)

로봇
Output

컨베이어	
Output

Open Close
컨베이어 
동작 불가

로봇 
동작 가능

Conveyor 
Rack

Conveyor

Robot Robot Robot Robot Robot

1. 컨베이어 랙으로 이동

로봇
Output

컨베이어	
Output

Close Open
컨베이어
동작 가능

로봇
동작 불가

로봇
Output

컨베이어	
Output

Close Open
컨베이어
동작 가능

로봇
동작 불가

로봇
Output

컨베이어	
Output

Open Close
컨베이어
동작 불가

로봇
동작 가능

2. 컨베이어 랙 입구 도착 3. 컨베이어 동작(물건 이동) 4. 컨베이어 동작 멈춤(물건 이동 완료)

Conveyor 
Rack

Conveyor

Robot Robot Robot Robot Robot

Conveyor 
Rack

Conveyor

Robot Robot Robot Robot Robot

로봇
Output

컨베이어	
Output

Open Close
컨베이어
동작 불가

로봇
동작 가능

5. 다음 목적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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