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산업분야 검증된 기술력 지속적인 연구개발

자동화 계측, 정밀 제어, 시뮬레이션, IoT 등
메이커박스의 기술력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군에 대응합니다.

벤처 인증,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증,
관련기술 특허 및 저작권 보유,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모빌리티, 건축 분야의 시뮬레이션,
로봇, 연구장비 무인 테스트 자동화,

머신러닝과 데이터 수집 등을 연구합니다.

Our Identity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Working Process
고객과의 첫 대면부터 솔루션 구축,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습니다.

컨설팅 솔루션 사후관리

솔루션의 기획, 구성, 개발뿐만 아니라
개조, 개선, 유지보수 등 목적에 맞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In House Test를 거쳐 현장이식을 합니다.
시운전 및 최종검수를 거쳐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제공합니다.



System
Components

컨설팅, 기획, 구성, 개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신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존 공정의 개조, 개선, 유지보수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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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랙 솔루션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현장 이송 및 설치, 시운전을 진행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S, 머신러닝, 공정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변수에 따른 결과, 상황 등을 예측합니다.
시스템 분석부터 HILS, BIM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하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사용성과 기능성, 디자인이 고려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메이커박스 시스템 통합 솔루션
MAKERBOX System Integration Solution

Hz



자중연마기 웨이트 이송로봇 시스템
Self-load Grinder Weight Transfer Robot System

포토마스크 연마 작업이 목적이며, 로봇 정밀제어를 통해 웨이트를 이동 및 배치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소프트웨어 내의 3D시뮬레이션과 더불어 비전 데이터, 로드셀, 서보모터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  3D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사용할 웨이트의 종류와 개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결과값을 토대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편집 가능합니다.

·  작업장 내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에어리어 센서, 안전매트, 도어락, 비상스위치를 활용해 로봇의 인터락 신호를 제어합니다.

LG 이노텍

2018년 10월  ~  2019년 04월

LG 이노텍 구미 사업장

로봇 제어(CC-link), 3D시뮬레이션을 통한 선측정, 비전데이터 및 로드셀 처리

End User

Period

Location

Option







자중연마기 웨이트 이송로봇 시스템

· OS / Software
· CC-Link

IPC with PCI Slots

· Digital Input
· Digital Output
· Montion
· Vision
· Serial
· TCP/IP

Controller

Keyboard & Mouse

Load Cell Control

Robot

Area Sensor

PLC Control Section

Safe Mat

Door Lock



리모트 컨트롤러 혼류 자동화 검사 시스템
Remote Controller Function Test System

생산된 리모트컨트롤러들에 대한 전원, IR, 블루투스 성능검사 솔루션입니다.
한 번의 티칭을 통해, 다양한 통신방식과 전원공급방식을 가진 여러 형태의 리모트컨트롤러에 대응합니다.

·  다양한 규격을 가진 생산품들의 무작위 순서에도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  MES 시스템과 결합하여 전체 공정을 웹페이지 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PC제어 기반으로 다수의 모터와 실린더 제어가 용이합니다.

리모트 솔루션

2018년 06월  ~  2019년 02월

리모트 솔루션 구미 사업장

RS232 통신, 실린더 제어(DIO) , 모터제어(모션컨트롤)

End User

Period

Location

Option





· OS / Software

· Digital Input
· Digital Output
· Montion
· RS232
· Serial
· TCP/IP

IPC with PCI Slots

Current Meter

Controller

Power Supply

Digital Multi Meter

Keyboard & Mouse

Step Motor

Cylinder

Linear Motor

리모트 컨트롤러 혼류 자동화 검사 시스템



세트스크류 무인 자동 체결 시스템
Set Screw Automated Locking System

모션컨트롤 기술을 통해 서보모터를 정밀제어하여, 차량용 부품에 볼트 정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솔루션입니다.
공정을 무인자동화하여 제품 생산의 수율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일부 공정의 무인화만으로도 생산효율 상승이 가능합니다.

·  모듈형 하드웨어 및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빠른 이식이 가능해 증설에 용이합니다.

·  기계의 정확한 계측에 의해 정밀제어되는 방식이므로, 불량률(과/미체결) 확률이 감소합니다.

계양전기

2017년 03월  ~  2017년 09월

계양전기 안산/천안 사업장

GPIB, 서보모터제어(모션컨트롤), PLC제어(DIO)

End User

Period

Location

Option





세트스크류 무인 자동 체결 시스템

· OS / Software

IPC with PCI Slots

· Digital Input
· Digital Output
· Montion
· GPIB

Real-time Controller

Power Supply

Keyboard & Mouse

PLC

Servo Motor



지게차 엔진 무인 벤치 테스트 시스템
Forklift Engine Test Automatic Bench System

유압시스템을 통해 특정워킹(리프팅)을 모사하여, 타겟(지게차 엔진)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 연비, 배기가스 후처리, 다양한 변수에서의 내구성 및 퍼포먼스 테스트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무인테스트로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  반복 및 재연성 증가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 리포트를 효과적으로 산출합니다.

·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가 가능합니다.

두산산업차량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두산산업차량 인천 사업장

유압컨트롤러 제어(AIO), 타겟엔진제어, RS232 통신 외

End User

Period

Location

Option





· Digital Input
· Digital Output
· Analog Input
· Analog Output
· RS232

Real-time Controller

지게차 엔진 무인 벤치 테스트 시스템

· OS / Software

Function Generator

IPC with PCI Slots

Power Supply

Keyboard & Mouse

DUT - Target Engine

Oil Pressure Control



온습도 관제 시스템용 프로그램
Thermo-Humidity Monitoring Program

S-Tech, B제약

2018년 03월  ~  2018년 12월

안양 사업장

아두이노 프로토타입, 온습도 센서

End User

Period

Location

Option

화학/제약 시설 내 온습도 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입니다.
각 섹션마다 설치된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 중앙관제실로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자에 보여줍니다.

·  특정 구간의 온습도를 벗어난 상황 발생시, 문자메시지(SMS) 단말기를 통해 복수의 지정된 휴대전화로 알람을 전송합니다.

·  직관적 화면구성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감시가 용이합니다.

·  모듈형 구조로 프로그래밍하여, 새로운 섹터 추가가 가능합니다.





가스검출기 테스트 시스템
GAS Detector Test System

Honeywell

2019년 02월  ~  2019년 08월

천안 사업장

가스 유로, MFC 컨트롤(485 통신), 솔밸브 제어(DI/DO)

End User

Period

Location

Option

가스검출기(스마트셀 + 트랜스미터) 내의 스마트 셀 교정 및 트랜스미터 성능 검사 솔루션입니다.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여 제품 생산의 수율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정확한 계측 및 UDP 통신을 통하여 공정 전,중,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교정 값 및 계측값, 프로그램 순서를 유동적으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  PC제어 기반으로 다수의 솔밸브와 Relay 제어가 용이합니다.  







가스검출기 테스트 시스템

· OS / Software

IPC with PCI Slots

· Digital Input
· Digital Output
· Serial
· TCP/IP

Controller

Keyboard & Mouse

Current Meter

MFM & MFC

Sol-Valve

Gas Detector



모빌리티 성능 시뮬레이션 시스템
Mobility Performance Simulation System

H사 / D사 / V사 / H대학

2017년 10월  ~  2019년 02월

차량 R&D 연구소

외부환경모사(S/W), 실시간 환경구축(H/W), 자동 시험

End User

Period

Location

Option

차량 ECU 기능 검증 및 한계 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보합니다.
가상의 시험운전 및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ECU/네트워크상의 통합 시험이 가능합니다.

·  전체 드라이빙 환경 외, 부분(ex.제동부) 성능 시험 구축이 가능합니다.

·  Real-Time 기반의 솔루션으로 구성됩니다.

·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및 돌발 변수 측정이 용이합니다.





· OS / Software / HMI

· Real-time OS
· DAQ
· CAN
· Vehicle Dynamics Calculation
· Control Logic Calculation

IPC with PCI Slots

· Breakout
· Open / Short Circuit

Failure Insertion Unit

Controller

Keyboard & Mouse

모빌리티 성능 시뮬레이션 시스템

· ECU & Sensor Interface
· CAN Interface

ECU Conditioning Box

Brake System

Streering System

ECU

Lidar

Raider

Sensor Fusion

Power Supply



주식회사 메이커박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96 누리꿈스퀘어
연구개발타워 603-02호

대표문의

기술문의

moon@makerbox.kr  │  010.9182.4478

mhkim@makerbox.kr  │  010.821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