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로봇

SK쉴더스 서빙로봇

SK쉴더스 서빙로봇 이란?

주요기능
정차

SK쉴더스가 배달의민족과 함께 ‘똑똑한 서빙 로봇’을 제공합니다.

3

합리적인 비용으로 매장 운영 효율이 높아집니다.
IR 카메라
올인원 로봇

천장에 있는 마커를 인식하여
맵상에서의 자신의 위치 파악

안전 서빙은 물론, 홍보 모드와
안내 모드까지 매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RGBD 카메라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라이다로 감지 못하는
상부 장애물을 감지

우리 매장에 맞는 광고 영상,
음성 서비스(TTS) 제공

안전한 주행 제공

정차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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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 모드

크루즈 모드

각 트레이 별로 테이블 번호를 입력해 한 동선 내에서
멀티 서빙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동선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손님들이 자주 찾는
반찬, 냅킨 등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모드

퇴식 모드

라이다(Lidar)
360˚회전하며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

빠르고 안정적인 경로 인식 내장
센서, 경로 자동 선택 레이저 장애물
회피 감지

특별한 날을 맞이한 분들을 위해

특별한 날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SK쉴더스 서빙 로봇, 왜 좋을까요?

정신없는 피크타임에 이용해보세요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쁜 시간대엔 빈 그릇들을
한번에 주방으로 가지고 갑니다.

서빙 로봇 라인업
고객 행복 추구

임직원 만족도 상승

매장 운영효율성 증대

고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임직원의 근무 피로도를 줄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4시간, 365일 사장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항상 곁에 있습니다.

딜리 플레이트 S 슬림형
좁은 공간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 크기 : 53 x 50 x 132

· 주행속도 최대 1.2 m/s

“무겁고 힘든 일을 서빙 로봇이 대신 해주니까

· 적제공간 최대 3단 구성

· 15시간 연속주행가능

음식과 손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트레이 사이즈 : 40 x 48cm

· 충전시간 3.5시간

· 최대 40kg

“서빙 로봇을 만난 손님들이 SNS에
직접 올리니 홍보가 돼서 고객이 늘었어요”
“비대면 서빙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의 매장을 경험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매장 수익 증대를 위해 운영 효율성이 걱정되는 사장님!
직원 응대/피로도/이직율이 걱정되는 사장님!

딜리 플레이트 S 와이드형
넓은 트레이로 더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서빙합니다.
· 크기 : 54 x 50 x 132

· 최대 40kg

· 적제공간 최대 3단 구성

· 주행속도 최대 1.2 m/s

· 트레이

사이즈 : 43 x 50cm,

· 15시간 연속주행가능

최하단 : 40 x 48cm

<상담 및 가입문의>

· 충전시간 3.5시간

1566-0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