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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는 모든 피킹, 포장, 펠렛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한 로봇 

장착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 일반 산업용 산업로봇에 적합 

- 반복 공정에 적합한 유연성, 경량 및 내구성 

- 케이블 수명 증가, 다운타임 감소 

 

2019년 7월 1일 Nuremberg – 자동차 부문과 기타 산업의 에너지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글로벌 공급업체인 Leoni에서 제품 범위를 포장용 애플리케이션 전용 

케이블 관리 솔루션 분야로 확장합니다.  

Leoni에서 이제 LEONI B-Flex P³를 통해, 피킹, 패킹 및 팰렛팅 애플리케이션용 

산업로봇(특히 식음료, 제약용 및 전 세계적으로 일반 산업용)에 유연한 

미끄럼방지 부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설치가 쉬운 유연한 홀더를 

사용하여 호스와 케이블 패키지를 로봇에 부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EONI 

B-Flex P³는 이 제품 범위에서 Leoni가 출시한 두 번째 제품입니다. 2017년도에 

출시된 LEONI B-Flex Cobot은 협동 로봇용으로 특별 제작한 유사한 제품입니다. 

LEONI B-Flex P³ 뒤에 숨긴 기본 원리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후크앤루프 스트랩과 유연한 라운드 홀더 또는 플랫 홀더입니다. 후크앤루프 

스트랩을 로봇의 설치용 홀더에 있는 해당하는 삽입 슬롯에 끼웁니다. 홀더를 

로봇의 선택한 위치에 놓고 드레스팩을 후크앤루프 스트랩과 홀더 사이에 

넣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후크앤루프 스트랩을 강하게 잡아당겨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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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구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솔루션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LEONI B-Flex P³는 또한 미끄러질 위험 없이 다양한 표면, 단면 및 

주변 환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 솔루션은 또한 경량이며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 덕분에 돌출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요소가 다양한 산업 현장, 

특히 로봇 이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에 설치된 수천 개의 드레스 

패키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소가 매우 안정적이며, 유지보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F 관련 이미지 자료는 이 언론보도 밑 참조  https://www.leoni-factory-

automation.com/ko/뉴스/세부-사항/leoni는-모든-피킹-포장-펠렛팅-

애플리케이션을-위한-스마트한-로봇-장착-솔루션을-개발합니다/ 

 

Leoni 그룹 소개 

Leoni는 자동자 업계 및 그 외 다른 산업분야의 에너지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가치사슬은 전선과 광섬유, 규격 케이블, 

특수 케이블, 고객 맞춤형 시스템, 지능형 제품, 스마트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Leoni는 

탁월한 개발 및 시스템 역량을 갖춘 혁신 파트너이자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고객을 

지원한다. 상장 기업인 Leoni의 직원 수는 32개국에 걸쳐 92,000명 이상에 달하며 2018년 

기업 매출액은 51억 유로를 기록했다. 
 

   
 

LEONI의 전문지 담당자 LEONI의 경제지 담당자 

Anniek Gerstenberger Sven Schmidt 
로보틱스 마케팅 기업 홍보 및 언론 홍보 
LEONI protec cable systems GmbH LEONI AG 
전화 +49 511 820793-33 전화 +49 911 2023-467 

팩스 +49 511 820793-40 팩스 +49 911 2023-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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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nniek.gerstenberger@leoni.com  이메일 presse@leon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