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으로 2만대의자율이동로봇(AMR)이운용되고있는업계선도기업

세계를선도하는
스마트물류



인공지능(AI)과로봇분야에서글로벌선두기업으로성장

스마트물류인프라및서비스네트워크개발

고객과파트너가유연한디지털공급망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

책임감 존중 혁신

긱플러스의가치 & 사명



업계선도적기술

글로벌자율이동로봇(AMR) 시장점유율세계 1위*

* 출처: 인터랙트어낼리시스(Interact Analysis)

• 글로벌고객: 약 300개사

• 포춘(Fortune)선정글로벌 500대기업중당사고객:약 40개사

• 가장광범위한글로벌유통망: 20개이상의국가에진출하여

글로벌비즈니스, 운영및서비스역량을확보

• 유연한서비스모델l:서비스로서의로봇(RaaS)

• 물류병목현상을해결할수있는종합로봇솔루션및

제품라인

• 탄탄한 R&D 역량: 약 400건에달하는특허공보

• 긱플러스의모든로봇은 5G 지원

성공적인프로젝트실행



긱플러스(Geek+)의의미

혁신의미
개방성/관용

진취적인기상으로최고의목표를

추구하면서무한한기회의플랫폼창출

최고의목표를향한매진

긱플러스는괴짜(Geek) 정신을지키면서

끊임없이첨단기술혁신을추구합니다.

개방형생태계/상생의문화

가치창출
고객중심적인첨단기술개발



회사연혁

피킹시스템출시
중국의쇼핑축제일인 11월
11일광군절에긱플러스의
물품-작업자(Goods-to-Person)
시스템출시

2015년
대규모전개
중국전자상거래선도기업쑤닝(Suning)과
VIP.com을대상으로대규모시스템전개

2016년

국제무대로확장
첫번째국제사무소개설후일본
및아태지역에서최초프로젝트
수행

2017년
서비스형로봇(RaaS)
고객들을대상으로서비스형
로봇(RaaS) 사업출범

2018년

글로벌기업으로성장
유럽과미국에사무소를개설하고
로봇 1만대를전개하면서글로벌
시장에서성공적으로사업확장

2019년

유연성발휘
COVID-19 위기상황에서비즈니스연속성을
보장하고원격운영이가능하도록함
봉쇄(lockdown) 기간동안중국에서 3백만
개의제품납품

2020년



회사연혁

2014.7
회사
창립팀
구성

2015.2
긱플러스
설립

2015.9
엔젤투자
라운드를
통해 1천만
위안(RMB) 
조달

2016.5
5천만위안(RMB) 
규모의시리즈 A 
투자유치

2017.3
1억위안(RMB) 
규모의시리즈 A+
투자유치

2017.5
일본지점
설립

2017.11
해외본사로긱플러스
홍콩(Geek+ HK) 설립

2018.11
1억5천만달러(미화) 
규모의시리즈 B 
투자유치

2016년
로봇누적판매
대수: 300

2018년
로봇누적판매
대수: 7,000

회사/자금조달 로봇판매대수 사업성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로봇누적
판매대수: 
2,200

2018.10
독일
지점과
싱가포르
지점설립

2019년 4분기
2억달러규모의
시리즈 C1 투자유치

2020년

2019년
로봇누적판매
대수: 10,000

2019.4
미국지점과
영국지점설립

Volcanics Venture, 
Banyan Capital Partners

Warburg Pincus, Volcanics
Venture, Vertex Ventures

Warburg Pincus, 
Volcanics Venture,
Vertex Ventures

GGV Capital, D1 
Capital Partners,
Vertex Ventures Growth 



本资料仅供极智嘉及其合作者使用，未经允许不得复制、引用 Copyright © 2020 Geek+, all rights reserved.

수상내역

LinkedIn Top Startups

공급망관리우수기업상

2018년 독일레드닷 디자인어워드

포춘차이나 선정 40세 미만 40대 기업인(40
under 40) – 정영(Zheng Yong)

프로스트앤드 설리번의중국신경제
어워드(China New Economy Award) 수상 LT Summit 혁신상

2018년 중국 50대 인공지능기업
(머니네트워크 선정)

라이징스타 어워드

아이포이어워드

포춘글로벌 포럼

2019년/2020년 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 50대로봇
기업(로보틱스비즈니스리뷰(RBR) 선정)



3개플랫폼
탁월한 AMR 성능

업무주도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알고리즘 및
데이터 플랫폼

RMS, WES, WCS, WMS 등
업무시스템과의통합

대량의기계데이터및업무
데이터를클라우드에축적

6개제품라인을갖춘다재다능한
하드웨어플랫폼

3개지역 미주유럽아시아태평양

6개산업 의류제조 제약소매 물류전자상거래

2개생태계
산업생태계

시스템통합업체(SI), 컨설팅회사, 창고관리시스템(WMS) 
회사, 물류업체(3PL), 물류부동산등

기술 생태계
자동화장비, 로봇팔, AI 비전, 소프트웨어및

클라우드서비스

6개제품라인 지게차분류(소팅)피킹 이동

긱플러스 -세계를선도하는 AMR 기업

*삽화:인터랙트어낼리시스(Interact Analysis), 《2019년 모바일로봇시장(The Mobile Robot Market 2019)》에 따르면긱플러스는글로벌 AMR 시장점유율 10%로 1위 차지

자동차

셔틀 협동로봇



Help Desk 주 7일하루 24시간운영

예방보전

원격기술지원

현장서비스

현장수리

예비부품공급

시스템유지보수및업그레이드

교육및권한설정

연간서비스계약

20개이상의국가에서글로벌비즈니스, 운영및서비스제공

사무소 서비스센터 S  예비부품공급

아시아유럽

북미

긱플러스의 AS 지원부문은적합한서비스계획과우월한서비스품질을제공함으로써시스템가용성과효율을극대화합니다.

This material belongs to Geek+ and its partners only. Do not copy or quote without permission. Copyright 2020 Geek +, all rights reserved.

남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샌디에이고

버밍엄

뒤셀도르프

베이징

홍콩

도쿄

싱가포르



CARE전략을통해글로벌확장주도

C 고객중심 A R EAI 주도형 서비스형로봇
(RasS)

생태계
활성화

NO.1

400

500 40

글로벌 AMR 시장
점유율*

글로벌특허

글로벌고객

약

포춘지선정 500대 기업

약 20
글로벌판매, 운영, 서비스제공국가

개국이상

성공적인
프로젝트실행

세계를선도하는
기술

20,000
전세계적으로 배치된로봇수

대이상

건이상 20개국에서제품인증획득

개사 개사



가치창출
긱플러스는기업이비용효율적이고유연한솔루션을통해진정한가치를창출하고경쟁력을

확보하며운영을강화하도록지원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

또한기업이 “AI”와친밀해져서시장변화에원활하게대응할수있도록합니다.

1~3년
투자수익율(ROI)

2~3배
효율제고

>99.99%
정확도

1~3개월
신속전개

신속한 ROI 달성 고신뢰도 고확장성



다양한산업과의심층적통합및폭넓은고객범위

의류 제조제약소매 물류전자상거래



3가지초석

AI 알고리즘및데이터플랫폼

6개제품라인
C 시리즈 A 시리즈P 시리즈 S시리즈 M시리즈 F시리즈

대량의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업무주도형소프트웨어플랫폼
RMS、WES、WCS、WMS, 기타
업무시스템

탁월한 AMR 성능
안정성, 신뢰성, 유연성, 효율



개방형생태계와상생의미래
긱플러스는기술선도기업및업계선도기업과의파트너십을통해미래의유연한

스마트디지털공급망을구축합니다.



긱플러스제품및기술
로봇전제품｜소프트웨어｜ AI 알고리즘｜물류시스템 ｜

스마트창고｜스마트팩토리｜로봇만드는로봇공장



왜
AMR인가?
주요혜택

1 효율적인피킹

• 효율 3배 vs. 수작업

2 인건비절감

• 인건비와노동집약도를최대 70%까지경감.

3 투자금액절감

• 로봇임대모델을통해재무유동성유지

4 피크관리

• 주문예측량에따라언제든로봇수증감가능

5 유연한로봇재배치

• 창고시설이전시신속하고손쉬운로봇
재배치

6 저장공간증가

• 저장공간이최대 30%까지증가
• 대용량및복수 SKU 주문대응을위한복수층간
통합

7 신속한 ROI 달성

• 1~3년내에투자수익률달성으로고수익성보장

8 정확한피킹

• 정확도 99.99% 달성

9 작업안전성향상

• 더높은수준의노동안전요건준수

신속전개

• 12주내에신속전개하여가동(Go-Live)까지가능

10

저렴한교육비용

• 긱플러스의사용자친화적인소프트웨어를
통해신속하게로봇으로전환할수있고, 
일반적인자동화방식과비교할때직원교육
비용이낮음

11



로봇이자동화의미래입니다.

AMR 성장률 > 300%

* 출처: BIS Research

무인운반차량(AGV)과자율주행로봇(AMR) 출하량 AMR을이용하여주문이행(Order Fulfilment)을하는사업장(예측치)

2023년전세계로봇기반창고의수가 5만개에이를것으로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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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동로봇(AMR) 제품

지게차 소팅로봇 물품-작업자(GOODS-

TO-PERSON) 로봇

빈-작업자(BIN-TO-

PERSON) 로봇

협동로봇 4방향셔틀로봇 운반로봇



시스템 & 솔루션

셔틀 협동로봇피킹소팅운반지게차



피킹시스템
효율성 · 정확성 · 유연성

업계의판도를바꾸는피킹시스템을통해 200% 이상효율제고



빈-작업자(Bin-to-Person)피킹 협동피킹

긱플러스의다양한피킹솔루션은여러가지비즈니스시나리오와고객니즈에맞게적용가능
솔루션

5가지경쟁력
수작업피킹을대체하는

•
•
•
•
•

신속한 ROI 달성
높은수준의자동화
고효율
고유연성
신속전개

로봇적용대상업종

•
•
•
•
•
•
•
•

전자상거래
소매
물류
의류
제약
3C 산업
자동차
제조

피킹시스템

물품-작업자(Goods-to-Person) 피킹



물품-작업자(GOODS-TO-PERSON)

주요기능

적용시나리오

• 주문정보를결합하여피킹최적화

• 동적웨이브(dynamic wave) 재고선정프로세스

• 재고관리및지능형집계(intelligent tally)

• 재고레이아웃조정

• RFID 기술통합

• 열분석및제품배치권고

빈(bin) 또는낱개(piece) 단위로대형·중형·소형화물피킹

P시리즈로봇:선반이나팔레트를피킹
스테이션으로자동운반

스마트알고리즘:효율과저장용량최적화 굿즈투퍼슨솔루션은노동집약적인작업대폭감소,
정확도향상, 효율 2~3배제고

충전스테이션선반P시리즈
로봇

피킹
스테이션

RMS
소프트웨어

WMS
소프트웨어



빈-작업자(BIN-TO-PERSON)

주요기능

적용시나리오

C시리즈로봇이선반에서워크스테이션으로
빈(bin) 자동운반

C200S 단일빈투퍼슨(Single Bin-to-Person)
로봇은적층형랙에적용하여수직공간을
충분히활용할수있는효율적인솔루션

C200M 더블딥빈투퍼슨(Double-deep Bin-to-
Person)로봇은단층배치환경에서입체적
공간을충분히활용합니다. 1미터정도의좁은
복도에서작동할수있고, 모듈러도어프레임이
장착되어있으며, 한번에빈을 2개씩피킹할수
있고, 최대 5개빈까지이동할수있습니다.

충전스테이션선반C시리즈
로봇

피킹
스테이션

RMS
소프트웨어

WMS
소프트웨어

빈(bin)이나낱개(piece) 단위로소형화물피킹

• 기존선반과적층형(mezzanine) 랙에
맞출수있을정도로유연한로봇

• 진입투자비용이낮고신속한투자수익
회수(ROI) 가능

• 신속한구현
• 유지보수및활용이용이
• 비용효율적
• 높은피킹효율

빈



주문-작업자(ORDER-TO-PERSON)

주요기능

적용시나리오

OTP(Order-to-Person) 솔루션은 A시리즈로봇이토
트상자(tote)를상하차스테이션에서 선반으로이동
함으로써피킹이나적치를할수있도록합니다. 작업
자는로봇모니터를통해프로세스각단계를안내받
으면서작업을진행합니다.

Geek+ SLAM 내비게이션기술은인간과기계가혼재하는
환경에서작업이안전하게진행될수있도록합니다.

시스템이매우유연하여업무가변경될경우
변경사항에맞게적응할수있습니다.

충전스테이션선반A시리즈
로봇

상하차스테이션RMS
소프트웨어

WMS
소프트웨어

빈(bin)이나낱개(piece) 단위로소형화물피킹

주문박스

• 인건비 30-50% 절감

• 피킹효율: 150%~200% 증가

• 초기투자비용이낮고신속한 ROI 달성

• 1주일이내에전개

• 기존창고레이아웃에통합가능

• 새로봇을신속하게추가함으로써

유연하게작업확장



소팅시스템
정확성 · 민첩성 · 확장성

업계선도적인소팅솔루션을통해효율성을극대화하고창고공간절감



소팅솔루션

긱플러스의다양한피킹솔루션은여러가지비즈니스시나리오와고객니즈에맞게적용가능
솔루션

•
•
•
•
•

신속한 ROI 달성
높은수준의자동화
고효율
고유연성
신속전개

로봇적용대상업종

•
•
•
•
•
•
•
•

소매
우편배달
의류
제약
서적
FCL 화물
소포
급행분류(sorting)

소팅시스템

소팅솔루션

5가지경쟁력
수작업피킹을대체하는



바닥형소팅

주요기능

적용시나리오

중소형화물

S시리즈로봇을통해창고작업의유연성과
분류(소팅) 효율을확보할수있습니다.

인텔리전트알고리즘을통해로봇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각로봇의태스크의균형을
유지합니다.

로봇의적응력이뛰어나수동포장에서컨베이어도킹과
로봇팔스테이션에이르기까지다양한자동화옵션과
연계하여작업할수있습니다.

충전
스테이션

S시리즈
로봇

P시리즈
로봇

RMS
소프트웨어

GSS
소프트웨어

• 자동으로제품/소화물을분류하여케이지에적재하고, 
케이지가가득차면피킹로봇이목적지분류칸(destination 
chute )으로자동운송

• 유연한레이아웃덕분에목적지분류칸 (destination chute)을
추가하여처리능력(capacity) 확장지원

• 확장성이있고새로운업무요구사항에쉽고빠르게적응가능

• 솔루션을단계적으로적용하여투자압박완화

• 기존사업장을활용할수있고신속구현가능

케이지카트애플리케이션
(PDA 포함)



플랫폼형소팅

주요기능

적용시나리오

S시리즈로봇과다층플랫폼을결합하여수직
공간활용극대화

여러가지플랫폼에다양한로봇을통합하여완전
자동화된작업을수행하는솔루션

팔레트S시리즈
로봇

P시리즈
로봇

RMS
소프트웨어

GSS
소프트웨어

• 여러가지유형의로봇을결합하여다양한포장제품분류가능

• 태스크균형유지, 실시간로봇모니터링, 주문상태및워크
스테이션모니터링등의기능을갖춘솔루션

• 완전한케이지감지및자동케이지운반 –수작업개입불필요

• 목적지가 200개가넘고창고공간이제한된사업장에
최적의솔루션

• 모든크기의소화물을처리할수있습니다.

충전
스테이션



운반시스템
유연성 · 정확성 · 안전성

고가의고정식자동화설비를유연생산을가능하게하는자율이동
로봇(AMR)으로대체 –컨베이어는이제더이상필요하지않습니다



솔루션장점

•
•
•
•
•
•

신속전개
유연한스케줄링
유연한생산
안전을보장하는 SLAM 내비게이션
뛰어난적응력
높은투자가치

로봇적용대상업종

•
•
•
•
•

전자상거래
소매
물류
자동차
제조

운반시스템

조립라인투입및운반솔루션

창고이동및운반솔루션



조립라인투입및운반솔루션
원자재를조립라인으로유연하게이동함으로써라인측저장공간활용도향상

• M 시리즈운반로봇은승강장치(lifter), 단층롤러, 복층롤러, 
박스운반기, 견인기(tugger)등다양한모듈에장착가능

• 선반/팔레트운반, 컨베이어도킹, 자재운송등지원

• 긱플러스의프로세스관리및원자재관리시스템(Process 
Management and Materials Management System)은전체
생산공정의통합, 조율, 간소화지원

주요기능

적용시나리오

조립라인으로원자재이동, 제품및자재생산, 켄베이어라인
도킹을통한상하차, 라인을카트로대체

팔레트선반톱모듈M시리즈
로봇

GMS
소프트웨어

케이지카트 충전
스테이션



계획수립의유연성: 
100개이상의표준화된인터페이스를통해
유연한동작계획(motion planning)을수립할수
있고, 이를통해레이아웃을신속하게조정, 확장, 
업그레이드할수있습니다.

유연하고완전자동화된도킹: 
로봇이창고시설/승강장치(lifter)와유연하게도킹하여
원자재운송, 생산라인배급, 임시저장및이행
프로세스를자동화할수있습니다.

저장과효율간균형확보: 
고밀도저장방식지원, 창고공간활용극대화, 
유연한배송전략과조율하여고효율요건
달성



재고이전및운반솔루션
완전자동화된물류프로세스의스마트한관리

긱플러스의 P 시리즈피킹로봇과 M 시리즈운반로봇으로
창고에서창고로선반, 팔레트, 대형카트, 특수부품등운반

본솔루션은긱플러스의프로세스관리시스템과연동하여
저장로케이션간재고이동, 컨베이어라인으로의이동, 
크로스도킹등을유연하게수행하여유연하고효율적인
수거와배송을실현합니다.

주요기능

적용시나리오

창고도킹, 크로스도킹, 재고운송

팔레트선반M시리즈
로봇

P시리즈
로봇

GMS
소프트웨어

충전
스테이션



스마트자재관리:
긱플러스의스마트운반시스템에는자재관리와
선반관리가모두포함되어있습니다. 데이터를
동기화하여자재의적시유통및온디맨드유통이
가능하도록합니다.

포괄적인안전검사및인증: 
K29 및 CE 인증설계: 모든로봇은고강도인덱스진동
검사대상

스마트운반솔루션은전개하기가매우쉽고
유연합니다. 개별유닛단위로유지보수를수
행할수있기때문에전체생산라인에영향을
미치지않고정비가가능하며, 다운타임을단
축하고효율을제고하며생산을최적화합니다.

정확한멀티센서포지셔닝:
로봇에는다양한센서가장착되어있어서안전뿐만
아니라인간과컴퓨터간상호작용시나리오적합성확보



지게차시스템
지능형 · 정확성 · 안전성

여러가지다양한시나리오에맞게스토리지프로세스전체를자동화하여인건비를대폭
절감할수있는혁신적인스마트지게차



솔루션장점

•
•
•
•
•
•

로봇적용대상업종

•
•
•
•
•

팔레트취급
생산라인운반
고점(High-level) 저장
저점(Low-level) 저장
고밀도저장

지게차시스템

신속한 ROI 달성
인건비 50%~80% 절감
관리비감소
지속적작업수행
SLAM 내비게이션을통해작업의안전확보
다양한물류시나리오에적합



생산라인운반
원자재자동공급및제거, 생산라인운반, 완제품출고및도킹



팔레트취급
간단한설정(configuration)으로자동팔레트취급



고점저장
낮은위치에서높은위치에이르기까지다양한높이의저장공간에유연하게물품저장



고밀도스토리지
자동블록및바닥적재



스마트지게차시스템

생산라인운반

스마트지게차는운반및저장요건을처음부터끝까지, 즉원자재저장에서완제품저장까지충족할수있습니다.

플랫폼수거 선반접근 높은위치접근고밀도저장

적용시나리오: 저장, 회수, 팔레트취급

원가절감 높은안전성 유연한전개

• 2~3년내 ROI 달성
• 인건비 50%~80% 감소
• 노무관리비감소
• 어둠속에서도작동가능하여에너지
소비감소

• 운전효율의감소없이지속적으로작업가능
• SLAM 내비게이션 + 시각적감지능력으로인해작업정확도가높음
• 360°장애물회피기능으로사고율감소
• 시스템의내결함성(fault tolerance)이높아서지속적무사고작업
실현

• 로봇기종이다양하기때문에여러가지다양한
물류시나리오에적용하기에적합

• 여러가지시스템전개모드지원
• 여러가지디바이스간상호작용지원



스마트창고
전반적 · 유연성 · 모듈러시스템

긱플러스의스마트창고시스템은창고자동화프로세스전체를대상으로유연한솔루션
설계및시뮬레이션을제공하는로봇창고작업원스톱서비스를구현하고있습니다.



장점
스마트창고

1 로봇창고애플리케이션원스톱
서비스

2 전체창고프로세스추적을통한
창고관리

3 창고보관및생산능력(capacity)을
유연하게조절

4 고도로모듈화된시스템으로, 
기존시스템과호환성확보



스마트팩토리
유연성 · 지능형 · 신뢰성

긱플러스스마트팩토리는기존의컨베이어벨트시스템을자율이동
로봇(AMR)로구성된새로운 “섬(Island)생산방식”으로대체합니다.



• 전통적방식대비생산능력두배증가
• 생산능력변화에유연한대응가능
• 복수제품공동생산실현
• 제품의 1차통과수율(FPY) 제고: 조립영역의 FPY >98%
• 단일교대생산효율 33~67% 증가
• 자재공정추적성 >95%로관리비용절감

• AMR은기존의컨베이어벨트및레일형파이프라인운송
시스템을대체합니다. 

• 모듈라방식의시스템구성은병목현상이발생하는프로세스에
대처하고신속한확장및생산변경에도움이됩니다.

• 입고, 저장및배송모듈이통합되어있고,전체공정의생산라인
데이터를추적하고동기화하여안전성과신뢰성을보장합니다.

주요기능 장점

클라우드및빅데이터분석이결합된솔루션
고객이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다양한 유형의장비를 산업용 IoT 플랫폼과통합할수 있는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

서비스세트를제공하는 솔루션



긱플러스난징스마트공장: 로봇만드는로봇

시스템구성항목

• 설비 –생산에사용되는조작기, PLC, 스마트
카메라및자동체결기등이워크스테이션에장착

• 운반시스템 –생산스테이션에서재료의유연한
분배실현

• M1000은 QR 및 SLAM 하이브리드내비게이션을
적용하여반제품의보관, 적재및하역수행

• 피킹시스템 – P800이선반을운반하고생산라인
관리실행

• 스마트지게차시스템 –팔레트전체에접근하기
위해지면으로부터의위치를조절할필요없음

영향

• 생산능력 2배 vs. 수작업공장
• 연간생산능력: 10,000대이상
• 생산물류시스템의통합스케줄링을통해로봇이
작업을조율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소프트웨어는 Geek+ iWMS로제공되거나고객의기존WMS에유연하게통합될수있는견실한시스템을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견실한로봇관리시스템, 지능형창고실행시스템, 데이터플랫폼, 시뮬레이션플랫폼,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모듈형인터페이스플랫폼 API 및 SDK와결합되어있습니다.

전문성 ·종합성 ·사용편이성

iWMS
지능형창고관리시스템

WES / WCS

피킹 운반 소팅 지게차

RMS MFC

서비스
계층
API

비즈니스
계층
API

스케줄링
계층
API

고객사 MES /
OMS / ERP / TMS

고객사
WMS / MES / ERP

데이터
플랫폼

시뮬레이션
플랫폼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다양한로봇 자동화기기 보조기기

외부
WCS

4방향셔틀
AS/RS

MiniLoad
셔틀
……

피킹 소팅 로봇팔 지게차SLAM
운반

승강장치 컨베이어 안전 PLC
컨트롤러

패킹머신

RFID
레이저가이드......



효율적이고철저한기본
알고리즘

로봇창고비즈니스에대한
전적인지원

유연한형태의개발및전개

로봇하드웨어지능

위치측정및내비게이션
• 머신비전
• 보이스상호작용
• 제어계획

• 태스크매칭
• 경로계획
• 트래픽관리
• 온라인의사결정

효율적인로봇
협업

• 주문관리
• 재고관리
• 적치정책
• 선반조절

창고운영개선

• 3D 빈패킹
• 재고후보충권고
• 제품선정
• 판촉정책

공급망부가가치서비스

AI 알고리즘
대규모복잡한스케줄링, 최적화및데이터인텔리전스로시스템효율성향상

철저한빅데이터분석및 12 개산업에대한심층학습

로봇지능에서멀티로봇 협동작업에이르기까지, 
창고작업에서공급망의부가가치서비스에
이르기까지전체로봇창고업무프로세스애 AI 

알고리즘이적용되고있습니다.
덕분에공급망효율이대폭개선되고운영비가줄며

고객의투자수익주기가단축됩니다.

누적된비즈니스운영데이터및경험을바탕으로대규모
클러스터링, 심층강화학습, 제약최적화,  VNS(가변근방
검색)휴리스틱(heuristic), 시계열예측등효율적인비즈니스
운영을지원하는일련의기본알고리즘을개발했습니다.

고객의실제비즈니스니즈에따라맞춤형알고리즘
서비스를제공합니다. 또한가장빠르고편리한
방법으로고객의비즈니스혜택을극대화하기위해
로컬소프트웨어패키지호출, 클라우드서비스호출, 

기타전개방식을지원합니다.

지능형로봇 지능형멀티로봇
스케줄링

지능형창고관리 지능형공급망서비스



400개이상의특허및인증

로봇 AI 제조



산업별전문화

지능형 ·효율성 ·정확성

의류｜전자상거래｜소매｜물류｜제약｜제조｜자동차



• 신속납품요구사항

• 대형재고관리단위(SKU) 및낮은재고수준

• 대량납품및반품

• 극성수기대처

긱플러스제품은의류산업의특성에맞게만들어졌기
때문에유연한고효율·고품질솔루션을만들수있습니다. 
이렇게만들어진솔루션은기업이대량의배송및반품
처리과정에서겪는어려움을해결하여비용을줄이고
효율성을높이는데도움이됩니다.

의류업계의고충점(Pain Points)솔루션

의류산업은전자상거래를통한판매량이늘면서 “시장진입속도(speed to market)”가
가속화되고스타일회전율이높아짐에따라급격한변화를겪고있습니다.

의류



• 예측하기힘든시장수요
• 심한경기변동
• 엄격한신속배송요구사항
• 극성수기대처
• 대량배송및반품
• 대형 SKU 및낮은재고
• 제품구성(product mix)의변화가심함

긱플러스는여러차례의메가전자상거래판촉
활동을통해입증되고테스트된필적할수없이
뛰어난성능을갖춘효율적이고신뢰도가높은
솔루션을제공함으로써고객이시장변동및
요구에대응할수있는민첩성을확보할수있게
합니다.

전자상거래업계의고충점솔루션

전자상거래시장의급성장은다른많은업종에서도고객의기대와행동에큰변화를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 옴니채널이용증가
• 실시간재고가시성
• 극성수기대처
• 대형 SKU 및소형품목
• 제품의무게와부피
• 콜드체인물류필요성증가

긱플러스는제품, 시나리오,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한통합솔루션뿐만아니라향상된
효율성과보관능력을제공함으로써고객이
경쟁력확보를지원합니다.

소매업계의고충점솔루션

소매업은전자상거래와예측하기힘든소비자행동에크게영향을받고있습니다.

소매



• 대형 SKU 및낮은재고수준
• 극성수기대처
• 주문량변동
• 시간적제약
• 숙련된노동력의희소성
• 분석역량의부족
• 공급업체들과의협업문제

긱플러스는각물류프로세스별로 업계최고
수준의솔루션을제공함으로써물류서비스
업체가높은품질과효율로고객주문을이행할
수있도록합니다.

물류업계의고충점솔루션

물류산업은글로벌공급망의기초가되며, 빠르고효율적이며투명한운영을보장하기위해자동화에대한
필요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물류



• 대형 SKU 및소형제품
• 시간에민감한효율관련요건
• 엄격한규제
• 특정지역에대한과도한의존성
• 엔드투엔드(end-to-end) 콜드체인구축의
필요성

• 높아지는고객의기대치

긱플러스는저온환경에적합한유연한고효율솔루션을제공합니다. 
긱플러스의로봇은온도가서로다른구역에서작동할수있으며,운영
체제는유통품질관리기준(GSP)의 필수요건을준수합니다. 이러한기능은
스마트한제약물류관리를가능하게하며업계가높아진순환효율성관련
요구사항을충족하고안전및규정준수를확보하는데도움이됩니다.

제약업계의고충점솔루션

제약물류산업은주문타이밍, 엄격한규제요구사항, 물류효율성측면에서큰어려움을초래하는
지속적인변화등에대처하기위한높은요구사항을특징으로합니다. 

제약



• 복수의 SKU 분류
• 유연하지않은생산능력
• 생산라인의변경으로인한큰손실
• 숙련된노동력격차
• 데이터마이닝역량부족
• 작업자안전문제

긱플러스는공장이자동화, 인텔리전스및유연성을향상시켜
비용을절감하고효율을높이는동시에기존물류시스템에서
벗어날수있는스마트물류솔루션을제공합니다. 

제조업계의고충점솔루션

제조산업은고정형인프라로인한제약에직면해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에대한수요증가와 “Make in 
Stock”역량요구에부응하기위해업계는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솔루션을필요로합니다.

제조



• 적시생산방식(JIT)
• 높은생산라인셧다운리스크
• 고정및가변비용가시성부족
• 재고데이터의낮은정확도
• 높은보안요구
• 높은인건비
• 잠재적인안전위험

긱플러스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기업을대상으로유연한
인텔리전트제조및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전문공급망
컨설팅및로봇솔루션을제공합니다.

자동차업계의고충점솔루션

자동차
자동차산업은제품복잡성, 시간적제약및고정된인프라로인해생산라인이유연하지못한상황에서
고객의요구에맞는맞춤생산과원가관리의필요성을충족하기위해고군분투하고있습니다. 또한재고

가시성재고, 작업안정성제고, 생산능력(capacity)의유연성향상도필요합니다.



나이키는세계최고의디자이너, 마케터및유통업체로서다양한스포츠

및피트니스활동을위한정품운동화, 의류, 장비및액세서리를

판매합니다.

피킹 전자상거래 의류

고객사고충점

• 더빠른배송속도에대한요구
• 노동력부족과높은인건비

솔루션

• 10,000 제곱미터면적에 200 P시리즈로봇적용

고객가치

• 인건비절감
• 피킹속도증가
• 도쿄지역내당일배송



VIP.com(NYSE: VIPS)은회원수가 3억3천만명이넘고연간주문처리량이
4억3천만건에달하는중국에서세번째로큰전자상거래플랫폼입니다. 의
류, 신발, 가방, 화장품, 출산및아동제품에서가정용품에이르기까지광범
위한종류의제품을취급하는온라인브랜드할인전문기업입니다.

소팅 전자상거래

고객사고충점

• 수작업소팅의효율성과정확도가낮음
• 기존의수작업소팅방식은넓은면적을필요로하고, ROI 달성속도도느림

솔루션

• 바닥형소팅시스템으로인프라투자감소
• 케이지가가득찰경우자동으로프롬프트하여무인작업가능
• 효율적이고정확한소팅작업을가능하게하는스마트스케줄링시스템

고객가치

• 시간당 7500개를처리할수있는수준으로소팅효율성향상
• 수동분류 70% 감소



블랙우즈는지난 140년동안시드니항구제방에세워진소규모사업체에
서출발하여호주최대의산업및안전용품공급업체로성장했으며, 현재
는개인보호장비, 용접및가스, 전동공구, 수공구, 작업복등을비롯하여
세계최고의브랜드제품을 20만가지이상공급하고있습니다.

피킹 전자상거래

고객사고충점
• 보다효율적인창고작업필요
• 보다비용효율적인작업필요
• 블랙우즈는제품에바코드가없으므로바코드스캔을적용할수없음

솔루션
• 4500 제곱미터면적, 45천개 SKU
• 32개의 P800 로봇적용
• 바코드문제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솔루션

고객가치
• 피킹효율시간당최대 300~500개(piece)까지개선
• 피킹작업자가 16명에서 4명으로줄면서인건비감소

- 적치(putaway)용으로추가 SKU ID 리스트사용
- 물리적버튼을사용하여피킹입력



49개국에 1500개이상의매장을보유하고있는데카트론은세계에서
최대의스포츠용품리테일러입니다.

피킹 소매

고객사고충점

• 전자상거래시장성장및대형 SKU
• 창고운영비용및관리복잡성증가
• 더높은피킹효율성과정확성요구

솔루션

• 7000 제곱미터면적에 111개 P800 로봇적용
• 커스터마이징WMS 운영시스템
• RFID 기술통합

고객가치

• 피킹효율이 3배증가하여시간당 700~800개까지처리
• 창고운영비용감소
• RFID 기술적용으로재고효율제고, 저장용량증가및창고관리간소화



용휘슈퍼스토어(601933 SHA)는 24개도시에약 900개의슈퍼마켓을

보유한중국최대의슈퍼마켓체인입니다.

피킹 전자상거래

고객사고충점
• 단일품목주문의상당량증가
• 큰부피의제품에대한수요
• 창고입출고주문처리효율제고의필요성
• 높은인건비

솔루션
• 1600 제곱미터면적에 43개 P800 로봇적용

고객가치
• 평균피킹효율 3배증가
• 일일출하처리능력증가
• 피킹오류율의현저한감소
• 작업시간단축및비용효율적인현장관리



DHL 그룹은 220개이상의국가와지역에 38만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는
세계최고수준의물류회사입니다.

MOVING 3PL

고객사고충점

• 지게차의수가많아서노동강도및관리상의어려움이발생하고이로인해
비용증가

• 낮은현장자동화율및높은작동오류율
• 지게차운반과정에서화물손상과대형현장안전위험이초래되는경우
발생

솔루션

• 입고및배송구역면적: 850 제곱미터
• 13대의 M1000 로봇및 SLAM 내비게이션
• 운반프로세스를대상으로신속한설정(configuration)및태스크관리를
구현할수있는스마트프로세스관리시스템

• ARK 시스템으로분지프로세스(branch process)개발

고객가치

• 피킹효율이 3배증가하여시간당 700~800개까지처리
• 창고운영비용감소
• RFID 기술적용으로재고효율제고, 저장용량증가및창고관리간소화



케리로지스틱스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선도적인제3자물류서비스
제공업체로, 중국에서델(Dell)의예비부품창고를관리하고있습니다.

피킹 물류

고객사고충점
• 좁은창고레이아웃, 낮은저장수준
• 낮은피킹효율, 출고(outbound)요구사항충족불가

솔루션
• 32개 P500 피킹로봇
• 저장능력및높은공간활용과관련하여높은요구사항을충족하도록
구현된고밀도저장방법

• 업무니즈에따라피킹, 로딩및재고를유연하게조정하는솔루션

고객가치
• 단일패키지재고효율 10배증가
• 개방적이고자동화된프로세스를통해공간활용최적화
• 현장작업자감소
• 전체작업의적시성과정확성향상
• 관리비용감소

3C 산업: 전자



DSV는 90개국이상에서 6만명의직원을보유한세계최고수준의덴마크
물류운송회사입니다.

피킹 3PL

고객사고충점

• 높은비용
• 수작업노동력으로는충족할수없는높은효율요구사항

솔루션

• 1600 제곱미터, SKU 1만개
• P500 로봇 40개

고객가치

• 시간당 90개주문라인(order line)으로처리량증가
• 인건비감소
• 피킹정확도증가
• 관리간소화



바이엘은독일의다국적제약및생명과학기업으로,세계최대의
제약회사중하나입니다.

FORKLIFT

고객사고충점
• 지게차작업자부족과인건비상승
• 수작업운반의느린대응속도
• 높은작동오류율로인해잦은안전사고발생
• 효율향상에장비와통합작업이더많이필요

솔루션
• 3개의생산라인과대기구역(transit area)에서하루 400톤 이상의운반
능력및위치측정정확도±10mm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함

• 2대의 F20T 로봇및 SLAM 내비게이션
• 스마트지게차액세스시스템은로봇팔, 롤러셔터및롤러라인에
자동으로도킹

• 생산라인의수동운전및자동화를모두지원하는유연한솔루션

고객가치
• 원재료에서완제품에이르기까지독립적인생산라인
• 생산효율 20% 증가
• 1년 365일하루 24시간안정적인작업성능유지
• 신속한 ROI 달성 <2년
• 화물전복(turnover cargo)으로인한사고및손실감소
• 근로자 4명에해당하는인건비절감

제약



지멘스스위치기어는개폐기(Switchgear) 장비제조분야의세계적인
선도기업입니다.

피킹 제조

고객사고충점

• 낮은창고저장효율로인해정기적저장요구에부응할수없음
• 낮은피킹효율및정확도
• 노동집약적인창고작업
• 비효율적인품질검사프로세스
• 무거운자재를수작업으로취급

솔루션

• 4방향셔틀
• P800 물품-작업자(Goods-to-Person) 로봇
• C200S 빈-작업자(Bin-to-Person) 로봇
• 중량화물취급로봇: M1000

고객가치

• 저장능력 2-3배증가
• 작업정확도 99.99%
• 저장효율 2.5배증가
• 아웃바운드수거프로세스 2.15배향상
• 수작업 30% 감소
• 통합솔루션을통한생산흐름전반의가시성향상

운반 로보셔틀 4방향셔틀

SIEMENS Switchgear



옌펑그룹은세계최대의자동차인테리어회사로, 전세계적으로
230개이상의공장과 6만5천명이상의직원을두고있습니다.

피킹

고객사고충점
• 수작업운반의효율성이낮고작업자가자재를관리하기가어려움
• 운송루트가길고, 운반횟수가빈번하며, 작업자의이동도빈번함
• 현장에서수행하는수작업의높은오류율, 현장상황에대한시각적표시
없음

솔루션
• P500 - 2대
• M100 - 5대
• QR 코드/SLAM 내비게이션하이브리드
• 스마트프로세스관리시스템: 자재정보를바탕으로운반프로세스유도

고객가치
• 작업자 10명에해당하는인건비절감
• 관리정확도 100%
• 대형화면에실시간작업상태표시

자동차운반 제조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크 & 
서비스



20개이상의국가에서글로벌비즈니스, 운영및서비스제공

긱플러스는현장설비의다운타임을줄일수있도록심도깊은지원계획과탁월한품질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스템가용성과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연중무휴 Help Desk

예방보전

원격기술지원

현장서비스

현장수리

예비부품공급

시스템유지보수및업그레이드

교육및 권한설정

연간서비스계약

하드웨어/시스템
지원필요

긱플러스서비스
부서에연락

기술지원

지원요청건해결

시스템유지보수및
업그레이드

긱플러스서비스운영계획

현장서비스필요 현장수리

상주서비스
(선택사항)

예비부품주문
(선택사항)

예방보전

현장검사 서비스보고 현장서비스
완료

현장교육
(선택사항l)



RaaS는유연한업무협력모델을통해첨단기술접근을어렵게만드는자본과역량의장벽을낮춰줍니다. 

기업은 RaaS를활용하여신속하게공급망을업그레이드할수있습니다.

서비스형로봇(Robot-as-a-Service)

스마트스토리지 서비스

긱플러스는운송파트너들과함께

고객에게통합창고및유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생성운영

로봇렌털 + 운영지원

단기임대

로봇렌털

구매



긱플러스를선택한업계선도기업의안목을믿으십시오
선도적기술 뛰어난품질 산업통찰력 글로벌비즈니스



긱플러스는함께미래를만들어 갑니다

중국: +86 4000 450 010

아시아태평양: +852 3462 2128

유럽: +49 211 53829033

sales@geekplus.com www.geekplus.com 일본: +81 0476 37 7509

미주: +1 (404) 992 8779

대한민국: +82 (2) 5420 2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