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브 형

자동창고 시스템의 개척자

오토스토어
소 개 서

© All rights reserved AutoStore Technologies AS.
AutoStore Technologies AS is the sole owner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and related intellec-
tual prope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sign, patent and trademarks.

asetecsolution.com



오토스토어 개요 오토스토어는 전세계 35개국 650개 현장이 넘는

실적으로 최상 브랜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1996년에 설립된 오토스토어는 큐브형 자동창고

시스템을 발명하여 그 혁신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시장에 

현존하는 최고밀도의 풀필먼트 솔루션입니다.

저희의 초점은 인간의 능력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미래의 물류를 실현시키는데 있습니다.

35개국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최상위 시스템인터그레이터(SI)로 구성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설계, 설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토스토어 본사는 노르웨이 Nedre Vats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태리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

설치 실적분야분야 별 실적
3PL

의류 및 액세서리

스포츠의류

일반유통

식료품

럭셔리 및 뷰티

완구 및 게임

가정용품

의약품 및 헤어케어

산업기타

자동차

기계-부품

공구

전자제품

전기전자기기

전자부품

건설

국방,우주,항공

사무용품

도서 및 미디어

금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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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스토어로 동일 면적에 

4배 물량 운영 가능

통로와 허공을 포함한 

선반식 보관의 면적

오토스토어로 1/4 면적에 

동일 물량 운영 가능 

빈 공간 제거 시 동일 물량을

1/4 면적에 보관 가능

시스템 개요 선반식 창고에서의 작업 통로와 층간 공간을 제거하여 75% 

공간 절감이 가능한 큐브형 창고입니다.

즉 현재 창고에 4배 물량의 상품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혹은 ¼ 공간에 동일 물량을 저장할수 있습니다.

창고의 면적, 높이, 모양에 맞추어 완전한 공간 활용을 

구현하여 어떤 모양의 공간도 400% 활용할수 있습니다.

고객과 더욱 가까운곳에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형 창고를 

구현하여 배송 경쟁력을 향상할수 있습니다.

혹은 넓게 퍼져있는 물류 공간을 효율화 시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수도 있습니다.

공간 활용이 유연해 사무실 한켠에 아주 작게도 설치 할수 

있고 수천평의 물류창고에 설치하여 하루 수십 만건의 주문을 

처리 할수도 있습니다.

기존 선반식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품종 소량 주문의 

이커머스 물류를 최소 공간과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오토스토어 시스템 구성

① 빈(적재함) ② 그리드 ③ 로봇 ④ 포트 ⑤ 컨트롤러

물품 적재함

바닥부터 적층 되어 

보관 컬럼을 형성

빈 내부 크기:
L606 x W403 x H220

L606 x W403 x H330

L606 x W403 x H425

로봇 이동 용 

알루미늄 레일과 

지지 구조물

삼각형, 곡선 등 

특이한 모양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

그리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필요한 

빈을 통째로 포트에 

운반

모든 로봇이 모든 

빈을 피킹할 수 있어 

개별 로봇 고장 시 

시스템은 지속 운영 

가능

로봇 수에 따라 

입출하 속도 조정 

로봇이 작업자에게 

빈을 통째로 

배달하는 입출구

작업자에 의해 

상품의 입출고 

작업이 진행되는 

포트

포트 수에 따라 

입출하 속도 조정

각 로봇 동작 제어

로봇 간 교통 통제

운영자 스테이션

데이터 인터페이스

로그 기록

알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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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값싼 토지라는건 없습니다.

투자 면적 당 얼마나 많은 물량의 저장이 가능한지 

얼마나 빠른 물류가 가능한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얼마나 유연하고 빠른게 대응 가능한지

평가하면서 확실한 물류자동화를 하셔야 합니다.

650개 현장에서 23,000여대의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증된 이커머스 물류자동화 오토스토어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아세테크
 Tel : 031-609-7000

asetec@asetec.co.kr

가장 빠름

면적 당 속도가 가장 높아 투자비용이 

감소합니다. 

어디든 적용 가능 

모듈 기반으로 블록처럼 조립되며 현장의 모양, 

면적, 높이 상관 없이 공간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단 없는 확장

작업 중단 없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필요하면 로봇과 포트를 용량이 필요하면 

그리드를 필요할때 언제든 추가하면 됩니다. 

초고도 저장밀도

어떤 ASRS보다 보관 밀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공간효율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린시스템

로봇 10대가 진공청소기 1대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빛이나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고 작동 중 에너지를 재생합니다.

24/7 작업

단일장애점이 없어 100%에 가까운 시스템 

가동율을 자랑합니다. 모든 로봇이 모든 빈을

작업할수 있어 하나의 로봇이 멈춰도 귀사의

물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투자 면적 당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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