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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World of Robots

One day, Junyeong, who has great interest in robots, 

found a brochure about an international robot 

exhibition in a science magazine. He was so excited 

to think about attending the International Robot 

Exhibition(IRX) that he began to make a weekend 

plan.

International Robot Exhibition:

Tracing the Past, Making a Future with Robots

 Welcome to IRX. The theme of this year is "Tracing 

the Past, Making a Future with Robots." 

We hope to explore the future advances of robot 

technology while remembering past development. 

You can expect to see many amazing robots that 

have been produced by the world's leading 
m a i n

companies in this exhibition.

번역

어느 날, 로봇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준영이는 

한 과학 잡지에서 국제 로봇 전시회에 대한 소책자

를 발견했다. 국제 로봇 전시회(IRX)에 참석할 생

각에 매우 들뜬 준영이는 주말 계획을 짜기 시작했

다.

국제 로봇 전시회:

과거를 되짚고 로봇과 함께 미래를 만들기

IRX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과거

를 되짚고 로봇과 함께 미래를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발전을 기억하는 한편 미래 로봇 기

술의 진보를 탐험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전

시회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이 생산해 온 놀라운 로

봇들을 많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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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Main Sections of the IRX

Demeter is working in harvesting. Industrial Robots 
i n d u s t r i o u s ( X )

do difficult, dangerous, or dull jobs. They lift heavy 

objects or perform assembly work. Sojourner is 
조 립 . . . .

exploring the surface of Mars.

Explorer Robots work in outer space, mines, or 

nuder the sea. Actroid is blinking and speaking. 

Humanoid Robots are the closest to human in shape 

and motion. Monty is washing the dishes.

Domestic Robots are used for housework such as 

cleaning, education, or entertainment.

After the visit, Junyeong wrote a performance report 

in order to present his experience in his sciences 

class the next week. The following report describ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 and what he 

has seen and done at the exhibition.

IRX의 4가지 주요 전시 부문들

Demeter는 추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산업 로봇들

은 어렵고, 위험하고 지루한 일들을 한다. 그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조립하는 일을 수행

한다. Sojourner는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있다.

탐험 로봇들은 우주나 광산 또는 바다 밑에서 일을 

한다. Actroid는 눈을 깜빡이며 말을 하고 있다. 인

간형 로봇들은 외모와 행동에서 인간과 가장 가깝

다. Monty는 접시를 닦고 있다. 가정용 로봇들은 

청소, 교육 또는 오락과 같은 집안일에 사용된다.

탐방 후에, 준영이는 다음 주 과학 수업 시간에 자

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탐방 보고서를 썼다. 다

음의 보고서에는 전시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준

영이가 전시회에서 보고 체험한 것이 기술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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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Report

Name: Junyeong Kim

Title: 11th International Robot Exhibition(IRX)

Date:November 12th (Sat.) 10:00 a.m. - 3:00 p.m

Place: KLL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in Seoul

Transportation: subway line number 10, Bora 

Station exit number 3 / bus number 304, 308
출구 . .

Entrance fee: 5,000 won (students, or groups of 15 or 

more) / 10,000 won(adults)

What to bring: note pad, pen, camera, exhibition 

map, brochure

How to get there: I took subway line number 10 and 

got off at Bora Station. At the entrance of the IRX, I 

paid the entrance fee and received a guide map.

International Robot Exhibition

Tracing the Past, Making a Future with Robots

Date: November 12th (Sat.)

Fee: 5,000 won (students)

탐방 보고서

이름: 김준영

제목: 제11회 국제 로봇 전시회(IRX)

날짜: 11월 12일(토) 오전 10:00 - 오후 3:00

장소: 서울 KLL 국제 전시 센터

교통수단: 지하철 10호선 보라역 3번 출구 / 304, 

308번 버스

입장료: 5,000(학생, 15명 이상 단체) / 10,000원

(성인)

소지품: 메모장, 펜, 카메라, 전시실 지도, 안내 책

자

가는 방법: 10호선 지하철을 타고 보라역에서 내렸

다. IRX의 입구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안내 지도

를 받았다.

국제 로봇 전시회

과거를 되짚고, 로봇과 함께 미래를 만들기.

날짜: 11월 12일(토)

입장료: 5,000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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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There were four sections in the main hall. It was 

crowded with lots of people. Following the map, I 
c r o w d i n g ( X )

began to take a tour from the Industrial Robot 

section to the Explorer Robot section, and then to 

the Humanoid Robot section. 

Finally, I went to the Domestic Robot section where 
w h i c h ( X )

I had great fu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some 

great robots I saw. The first one is Pioneer. This robot 

works in dangerous places using special tools. It 

often finds poisonous materials in the air. 

I think this robot is a true pioneer because it can go 

to places where people can't go! Another great robot 

is Project Jeremy made by an American research 

team. It goes underwater and takes photos of life 

under the sea. I want to experience the wonderful 

life under the sea with Project Jeremy.

관찰일지

 

중앙 홀에는 4개의 전시 부문이 있었다. 그곳은 많

은 사람들로 붐볐다. 지도를 따라가면서, 나는 산업 

로봇 부문부터 시작해서 탐험 로봇 부문, 그 다음에

는 인간형 로봇 부문으로 관람을 했다. 

마지막으로 내게 가장 재미있었던 가정용 로봇 부

문으로 갔다. 다음은 내가 보았던 몇 개의 멋진 로

봇들을 요약한 글이다. 첫 번째 로봇은 Pioneer이

다. 이 로봇은 특수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위험한 장

소에서 일을 한다. 

그것은 종종 대기 중에 있는 독성물질을 찾아내기

도 한다. 나는 이 로봇이 인간이 갈 수 없는 장소들

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척자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멋진 로봇은 미국의 어느 연구팀에서 만

든 Project Jeremy이다. 이 로봇은 바다 밑으로 

가서 해저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사진을 찍는다. 

나는 Project Jeremy와 함께 바다 밑의 멋진 생명

체들을 경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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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 met Actroid. I was very surprised when I 

first saw her because she looked like a real person. 

She was blinking, speaking, and breathing just like 

me! She was also able to talk to people with simple 

words. I hope to have a robot friend someday, just 

like those in sci-fi movies.

Activity

My player is about to kick  a ball! In the Domestic 
kicking(X)

Robots section, there were some entertainment 

robots which could play with the exhibit's visitors. I 

played soccer with robots. 

That is, I got a remote control and managed my 

robot player to run, kick, or block the ball against 

other players. 

• that is to say = in other words = so to speak

When the rival player fell, my player made a goal. I 

was so excited during the game that I shouted and 
e x c i t i n g ( X )

cheered all the time. What a great game!

• so - th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역

마지막으로, 나는 Actroid를 만났다. 처음 이 로봇

을 만났을 때 그녀가 실제 사람처럼 생겨서 나는 깜

짝 놀랐다. 그녀는 나와 똑같이 눈을 깜빡이고,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간단한 단어들

로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공상 과학 영

화에서 처럼 언젠가는 로봇 친구를 가지고 싶다.

활동

나의 선수가 공을 차려고 한다! 가정용 로봇 부문에

는 전시회 관람객들과 함께 놀아 줄 수 있는 몇몇의 

오락 로봇들이 있었다. 나는 로봇들과 축구를 했다. 

말하자면, 나는 원격 조종기를 가지고 내 로봇 선수

가 달리고, 공을 차고, 상대 선수로부터 공을 막도

록 조정했다. 

상대편 선수가 넘어졌을 때, 내가 조종하던 선수가 

골을 넣었다. 나는 그 경기를 하는 동안 너무 신나

서 경기 내내 소리치고 응원했다. 정말 멋진 경기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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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I had a great time at the exhibition. Also, I was very 

impressed by the number and types of robots at the 
i m p r e s s i n g ( X )

exhibition. Although I have been interested in 
D e s p i t e ( X )

robots since I was ten, seeing and touching, real 
~ 이 후 로 동 명 사 주 어

ones was a quite different experience. 

And learning how they have developed over the 
동 명 사 주 어

years helped me understand the world of robots 

much better. Moreover, I have realized that robots 

are so closely related to our lives that it is hard to 

think of a life without them.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
사: ~외에도

There is no perfect robot yet. However, because 
아 직

robot technology is developing very fast, we may 

have robot teachers in the classroom in 20 years! I 

learned so much from the exhibition, and I hope to 

visit another robot exhibition soon.
o t h e r ( X )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소감

나는 전시회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 또한 전시된 

로봇들의 수와 종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10

살 때부터 로봇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실제 로봇들

을 직접 보고 만져 보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

다. 

그리고 로봇들이 수년간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배우게 된 것이 내가 로봇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게다가, 나는 로봇들이 우

리의 삶에 무척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들 없

는 삶을 생각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 완벽한 로봇은 없다. 하지만 로봇 기술이 급속

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후에 우리는 교

실에서 로봇 선생님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

는 이 전시회에서 무척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조

만간 다른 로봇 전시회도 방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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