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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문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적재물의 높이에 따른 거치 위치조절이 가능한 자동창고 2018.11.30 10-2018-0152050 2020.02.18 10-2080555

2 멀티탭을 이용한 가전기기의 상태변화 제어시스템 2014.05.28 10-2014-0064324 2014.11.17 10-1464329

3 스마트폰과 센서를 이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기기 제어시스템 2010.10.15 10-2010-0101028 2012.08.01 10-1172002

4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의 신호 학습방법 2015.12.29 10-2015-0188371 2018.07.26 10-1884216

5 수치제어 장치를 이용한 마이크로드릴 재연마장치 2010.07.16 10-2010-0068968 2013.08.05 10-1295120

6 마이크로 드릴비트 세척장치 2012.11.30 10-2012-0138319 2013.07.08 10-1285629

7 스핀들형 드릴비트 회전유닛 2012.11.30 10-2012-0138309 2013.08.22 10-1301059

8 마이크로 드릴비트 세척장치의 드릴비트 클램핑유닛 2013.06.18 10-2013-0069695 2013.11.08 10-1329549

9 이미지를 기반으로 재가공된 드릴비트의 품질을 판단하는 방법 및 장치 2014.05.30 10-2014-0066274 2014.07.29 10-1426385

10 드릴비트 재연마장치 2014.07.09 10-2014-0085777 2015.08.10 10-1544956

11 진동을 이용한 모듈형 인라인 마이크로 드릴비트 링 셋팅장치 2016.02.23 10-2016-0021267 2017.11.17 10-1800701

12 모듈형 압력 제어 스마트노즐 2017.11.28 10-2017-0160183 2019.09.04 10-2020359

13 미용융을 방지한 모듈형 스마트노즐 2017.11.28 10-2017-0160192 2019.10.28 10-2039491

14 드릴비트 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드릴비트 재연마기 2014.03.13 10-2014-0029441 2016.12.08 10-1686661

15 접이식 캐리어 2012.11.07 10-2012-0125384 2013.04.17 10-1257238

16 마이크로드릴 비트의 링 셋팅 장치 2012.11.07 10-2012-0125381 2013.04.17 10-1257237

17 드릴비트 연마기용 드릴비트 정렬방법 2013.11.19 10-2013-0140773 2014.12.15 10-1474719

18 마이크로 드릴비트 세정장치 2014.02.21 10-2014-0020299 2015.02.10 10-1493949

19 드릴 비트를 클램핑하는 방법 및 장치 2014.04.18 10-2014-0046398 2015.02.10 10-1493938

20 파손된 마이크로 드릴비트의 배출이 가능한 세척장치 2014.07.11 10-2014-0087701 2015.12.23 10-1581396

21 3D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신발, 그 제조 장치 및 방법 2014.04.29 10-2014-0051689 2016.03.03 10-1601688

22 마이크로드릴 재연마장치의 마이크로드릴 자동 위치 조절장치 2010.07.16 10-2010-0068986 2013.07.08 10-1285639

23 렌즈 가공기 2013.07.23 10-2013-0086435 2013.11.28 10-1336814

24 마이크로 드릴비트 세척장치용 드릴비트 세척기 2013.06.18 10-2013-0069870 2013.11.19 10-1332700

25 자동차 및 산업기계용 배기필터 세정장치 2010.07.16 10-2010-0069072 2013.01.10 10-1222862

인증현황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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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동적재창고

양한 시장 요구 사항으로 인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의 증가로 인해 창고의 공간적 효율성과 유연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창고는 공간 활용의 최적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비용 효율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다
또한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창고 및 공급망 운영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적재창고는 

Smart Factory와 연계하여 부품의 재고파악과 입고 및 출고를 효율적으로 담당하여 작업현장의 공간적 효율과 

보안을 향상시키는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창고시스템은 Bar Code와 QR Code를 적용하여 MES, ERP system과 연동 가능하도록 구성된 제품입니다. 

자동화된 창고 및 자재 처리 시스템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제품 범위 및 우수한 고객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

에게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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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보안

운용 및 가시성

생산성 향상

물품 목록 제어

ㆍ스마트 적재 창고는 최대한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센서

ㆍ보관된 물품은 패스워드를 통해 관리자와 작업자 외의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

ㆍ스마트 적재 창고 의 평균고장시간(MTBF)은 대부분의 

 기계장비보다 우수

ㆍ터치스크린으로 장비 전체 운용을 컨트롤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파악

ㆍ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조작 패널

ㆍ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물건을 찾음으로

 필요한 물품을 찾는데 낭비되는 시간 감소

ㆍ손이 닿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던 상층부 공간을 활용함

 으로써 기존 선반보다 바닥 공간효율이 75% 이상 향상

ㆍ통합 창고 물류 프로그램을 통해 물류의 밀도, 생산성, 

 정확도 및 보안 향상

ㆍ보관물품들을 센서로 감지하여 물품들이 안정적으로

 치수 내에 들어오는지를 보장

스마트 자동창고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최소의 바닥 공간을 이용하여 

최대의 창고 밀도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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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600 엘리베이터 타입은 산업 전반적 창고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양한 크기와 하중의 물품을 선

택적으로 팔레트 적재 높이를 설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SAS-600은 제품을 보관하고 지지하

는 적재 팔레트를 이송하는 중앙 전동 승강기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의 장비입니다. 또한 Smart 

Factory와 연계하여 부품의 재고와 입고 및 출고를 담당하고, BAR CODE 및 QR CODE를 적용하여 

MES, ERP SYSTEM과 연동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품목을 추가로 입고 할 때마다 입고 품목의 

종류 및 수량을 해당 Pallet 정보에 기입하여 적재함으로 재고관리가 용이합니다.

창고의 새로운 Paradigm
안전하고 강력한 구조의 자동화 시스템 설

계, 최대 70개의 파렛트와 고층화로 공간효

율의 극대화 합니다.

Touch Screen Control 콘솔
디스플레이와 Touch Screen으로 모든 산업 

현장에 적합한 운영자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Vision을 통한 명확한 재고관리
적재시 Vision을 통한 Capture로 각 Pallet별 

품목과 재고를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파악 

가능하게 합니다.

효율적인 출 입고 시스템
최대 2개의 Pallet가 출고 가능하여 사용자

가 1개의 Pallet적재작업을 함과 동시에 다

른 1개는 Pallet는 입고 또는 출고가 가능한 

유동적인 출 입고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SAS-600 스마트 자동적재창고 _Elevator Type

Advantages

# 인스턴의 자동적재창고는 다양한 기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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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System 구분 Specification Remark

제품사양

장비 사이즈(W x L x H) 3,080W X 2,880L X 5,720H

최대 적재 하중 7,000 Kg

설치 높이 단위 100 mm

제품 최대 높이 750 mm

제품 저장 검색 속도 조절 0.6 m/s

트레이 사양

트레이 사이즈(W x L x H) 2,500W X 800L X 50H

저장공간의 pitch 100 mm

트레이 최소 간격 50 mm

적재 용량 100 Kg

전기 사양

운영자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 컨트롤 콘솔

Main Power 220V, 3상, 3KW

PC Power 220V, 단상

필요에 따른 사이즈 맞춤 제작 가능

｜최소높이 :

 3,500mm

｜최대높이 :

 9,000mm

｜트레이 적재용량 :

 500kg 까지

｜기계 적재용량 :

 표준 디자인에서 35톤까지

 (요청시에 높은 용량이 가능함)

｜A작업 개폐부 높이 :

 800mm

｜B작업 개폐부 높이 :

 1,900mm

H

L
W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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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적재 창고 로터리 타입의 컴팩트한 디자인은 최소한의 면적을 이용해 최대한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소형 다품종 부품 적재에 유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선반은 최단 경로를 통해 위아래로 회전하며, 인체공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작업대를 통해 작업자에게 저장품을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각 장치는 전체 소프트웨어 및 제어 장치와 호환되며 메뉴얼 모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Smart Factory와 연계하여 부품의 재고와 입고 및 출고를 담당하고, BAR CODE 및 QR CODE를 적용하
여 MES, ERP SYSTEM과 연동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SAR-400 스마트 적재창고 _Rotary Type

창고 공간효율의 극대화
안전하고 강력한 구조의 자동화 시스템 설계, 20개

의 회전형 파레트와 고층화로 공간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출 입고 시스템
필요한 부품의 팔레트 위치를 파악하여 최적의 

루트로 모터가 회전하여 지연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입고 또는 출고가 가능한 유동적인 출 입고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Touch Screen Control 콘솔
디스플레이와 Touch Screen으로 모든 산업 현장

에 적합한 운영자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별 적용 가능 컨셉
적재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제품박스를 배치함

으로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Advantages

# 인스턴의 자동적재창고는 다양한 기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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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System 구분 Specification Remark

제품사양

장비 사이즈(W x L x H) 2,820W X 1.540L X 3,280H

최대 적재 하중 2,000 Kg

작업 높이 900 mm

온도 10℃ ~ 40℃ 

상승 하강 속도 0.6 m/s

팔레트 사양

팔레트 사이즈(W x L x H) 1,900W X 300L X 200H

팔레트 수량 20EA

적재 용량 100 Kg

전기 사양

운영자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 컨트롤 콘솔

MOTOR 220V, 4마력(Rotary) 0.5마력(Door)

PC Power 220V, 단상

H

L W

A

B

필요에 따른 사이즈 맞춤 제작 가능

｜최소높이 :

 3,500mm

｜최대높이 :

 5,900mm

｜트레이 적재용량 :

 100kg 까지

｜기계 적재용량 :

 표준 디자인에서 2톤까지

｜A작업 개폐부 높이 :

 9800mm

｜B작업 개폐부 높이 :

 1,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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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400 Stocker Type은 Rack과 선반에 하물을 넣고 빼내는 하역기인 Stoker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Stocker는 Rack과 Rack 사이를 왕래하며 Computer로부터 입,출고 명령을 받아 하물을 일정한 위치의 선반에 
적재하고, 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SS-400 스마트 적재창고 _Stock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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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System 구분 Specification Remark

제품사양

최소높이 5m

최대높이 10m

주행거리 7m~

최대 적재 하중 1500kg/pallet

주행속도 1.5m/s

승강속도 1.6m/s

포크 스트로크 1.25m

팔레트 사양
팔레트 사이즈 1100 X 1100 X 150

적재용량 1500kg

전기 사양

운영자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 컨트롤 컨솔

안전 센서

PC Power 220V, 단상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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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소프트웨어

간단한 입출고에서

복잡한 창고관리까지 한번에

인스턴의 자동적재창고는 PLC를 통해 운용하고 제어

합니다. 자동적재창고를 고객의 MES/ERP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서 인스턴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인스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터치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가시적이며 조작이 간편합니다.

ㆍ간결한 창고 프로세스

ㆍ기존의 고객의 프로세스에 간단하게 통합됨

ㆍ불필요한 작업을 줄여 시간적 효율

ㆍ기존의 창고에 쉽게 적용 가능

ㆍ터치패널로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ㆍ고객맞춤으로 제작하여 설치에 제한이 없음

Advantages

MES/ERP

INSTERN SOFTWARE

주문처리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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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스턴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4로 49-23 2동
TEL 054.462.8441  FAX 054.462.8442
www.inster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