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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로봇 RB5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협업 솔루션입니다. RB5는 제한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작업자와 함께’

Compact

Easy to use

RB5는 좁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생산 라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서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기반으로 이루어진 직관적인 UI 구성으로
전문가뿐만 아닌 누구나 어렵지 않게 
RB5 로봇 운용이 가능합니다.

Safe
충돌 감지 시스템을 통해 작업중의 사고와 부상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만족, RB5’ 



‘RB5의 무한한 활용성
 유연한 배치’

협동로봇 RB5 는 단순 반복 업무나 위험한 생산 라인 등
다양한 산업환경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 따라 적절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중심 설계를 구현하였습니다.

 RB5 의 직관적인 UI

다양한 기기에서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어 사용자
접근성이 높으며 직관적인 UI 구성으로 누구나 원하는

로봇의 모션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출성형 나사 체결 연구 및 분석조립 픽앤플레이스 제한없는 응용품질검사접착, 도포및 용접포장 및 팔레타이징

RB5 산업 적용분야



RB5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로봇

기술 경쟁력
RB5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HUBO의 기술로 

탄생한 6축 협업 로봇입니다.
정교한 모터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가격경쟁력
모터, 센서, 제어기, S/W 에 이르는 로봇의 모든

핵심부품을 직접 개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RB5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KAIST 휴머노이드 로봇
HUBO 연구진이 창업한 벤처회사로서 HUBO의 모든 기술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로봇 회사입니다. 

‘휴보의 기술을 녹여낸 
 협동로봇 RB5’

HUBO는 한국 로봇 기술을 대표하는 인간형 로봇 중 하나입니다. 
KAIST 연구진으로부터 2002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시작되어
HUBO (2004), Albert HUBO (2006), HUBO2 (2009), 
DRC-HUBO (2015) 등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다양한
휴보 시리즈가 개발되었습니다.
 HUBO 는 Google, MIT, 미 해군연구소, 서울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 판매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최고의 로봇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경쟁력
고객의 요청사항, 개선요구 등에 대해 

하드웨어에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업데이트를 실천합니다.

From

To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10-19(문지동)
T 042.861.7510
F 042.719.8071
sales@rainbow-robotics.com

www.rainbow-robotics.com
(주) 레인보우로보틱스

적재량 
도달 범위
자유도
반복정밀도
설치 면적
자재
툴 (엔드이펙터) 커넥터 타입
툴내 I/O 전력 공급
케이블 길이 (로봇암)
무게
IP 분류

[ 축 동작 ]
베이스
숄더
엘보우
손목1
손목2
손목3
표준 TCP속도

I/O 포트

전원
크기
중량
자재

5kg / 11lbs
850mm / 33.5 in
6개의 회전조인트
+ 0.1mm
0 173mm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틸
M10 12-pin
12V/24V 연속 2A
5m / 197in
21kg / 46.3 lbs
IP54

작업 범위           최대 속도
+ 360               + 180  / sec
+ 360               + 180  / sec
+ 165               + 180  / sec
+ 360               + 180  / sec
+ 360               + 180  / sec 
+ 360               + 180  / sec
          1m/sec / 39.4 in/sec

디지털 입력                16
디지털 출력                16
아날로그 입력              4
아날로그 출력              4
RS422/ RS485
Ethernet

100-240VAC, 50-60Hz
435 x 500 x 132.5 mm
6.4kg
스틸

제어기

Technical Spec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