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ot M1  

: 산업용 전문 협업 로봇 암 

 

 스마트하고 경제적인 전문 협업 로봇 암  

Dobot M1은 '산업용 로봇 암은 너무 비싸다' 라는 사실을 뒤업는 제품입니다. 

0.02mm의 정밀도 1.5kg 의 적재하중, 400mm 최대 범위를 초당 200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산업용 협업 로봇이 1천만원의 가격에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무선 연결, 티치엔플레이(Teach 

and Play), 다기능 협업 기능과 함께 자사만의 생산 플랫폼 구축을 원하는 

기업 및 공장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Dobot M1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 암보다 더 많은 기능을 손쉽게 누구나 

실현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FDM방식의 싱글노즐, 듀얼노즐 등 Dobot M1 은 누구나 원하는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Dobot M1은 400mm 반경 200mm 높이 3D 프린팅 

영역을 제공하고  추가 악세사리인 Dobot Linear Rail(레일)을 추가 장착하면 

1000mm*400mm*200mm 로 3D프린팅 영역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조각(컷팅, 인그레이빙)

 



500MW의 PWM 레이저를 장착하여 컷팅과 인그레이빙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져 모듈도 확장이 가능하며 원하는 모든 재료에 레이져 조각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납땜 

 

납땜은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하는 작업으로 Dobot M1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로를 언제든지 변경 제작 가능하며 Dobot 

M1의 쉬운 툴 교체 및 확장으로 더 복잡한 도구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킷 

 



비쥬얼 킷 카메라를 추가하여 Dobot M1 은 정확한 색상을 구별하여 반응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Dobot M1 은 범용소프트웨어인 OpenCV  또는 

유져의 비젼 시스템에 적용 할 수있는 통합 API 를 제공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작업 

 

컨베이어 벨트와 비쥬얼 킷의 활용으로 이동 객체에 대한 적확한 픽업 및 

운송 작업이 가능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절약하는 소형 자동화 공정을 

내사무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멀티 연동 



 무선(블루투스,와이파이) 연결로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Dobot M1 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협동 로봇으로써 무한한 확장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동성

 

추가 모빌리티 악세사리와 연동되며 내장 된 매핑 및 경로 계획 시스템은 

자동 재고 관리 또는 사내 관리 서비스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며 Dobot M1 의 

활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생산 플렛폼을 손쉽게 구성 

Dobot M1은 고도의 확장형 로봇입니다. 표준화 된 헤드 툴 포트, 완전한 

프로토콜, API 및 SDK, 여러 하드웨어 확장 포트를 사용하면 당신이 원하는 

플렛폼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헤드 툴 포트 

원하는 작업에 맞게 헤드툴을 쉽게 탈부착합니다.(3D프린팅, 레이져, 셕션, 

집게 등) 

Dobot M1 개발 킷 제공 

 

 



 

Dobot M1은 API 및 SDK를 제공하여 어느 개발자든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문 개발이 낯선 사람이여도 내장된 시각적 프로그래밍 

환경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Dobot 커뮤니티 

http://forum.dobot.cc/     

 

 

누구나 할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래밍  

실시간으로 나의 프로그래밍을 볼 수있다는 것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Dobot M1은 내장 된 몇 

가지 사용자 친화적 프로그래밍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없이도 Dobot M1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 따라올  수 없는 사양 

Dobot M1은 내부 DC 서보 모터, 하모닉 감속기 및 운동역학적 알고리즘의 

완벽한 교정을 통해 수억대의 하이엔드 협업 로봇만이 보여주던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구조 

Dobot M1은 버츄얼 프로토타입, 구조해석을 통해 디자인 되었으며 각 

부품들 또한 서보모터, 감속기 등의 채택으로 기구적 전기적 전반 시스템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모터 

 

자체 개발 한 DC 브러쉬리스 구동 모터는 효과적으로 고속 동적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정성을 향상하고 관성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동급 

최상의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감속기 

 베어링 구조체 및 체결 방법을 포함하여 SCARA 형 로봇 암에 대한 하모닉 

감속기 시스템을 개발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개발은 Dobot M1 의 

전반적인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하모닉 감속기의 무게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어 알고리즘 

 진동 서보 시스템의 제어 및 관성 보상 알고리즘을 통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동적 응답을 포함하는 고속 제어 시스템을 구성 및 통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