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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산업용 로봇 재해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성 향상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이 영 석

산업의 고도화와 ICT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서 산업용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법적 제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사례 분석과 국내외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 제도 및 산업용 

로봇 관련 기술표준을 검토하여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방안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산업용 로봇 관련 산업재해를 분석하여 

재해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제조업 전체 사고재해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283일인데 반하여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재해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653일로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이후 산업용 로봇에 의해 2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운전중 9건, 수리점

검‧청소중 1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로봇의 가동

범위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격리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방책의 불안전한 설치 등에 기인

한 것이 27건(96.4%)으로 분석되었다.

중대재해의 주원인인 방책 설치의 불완전성은 방책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미비와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치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용 로봇 설치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안

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설치상태에 대한 안전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업용 로봇 관련 안전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장치에 대

한 법적 안전성 확인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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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제조현장의 산업용 로봇은 산업고도화에 따라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반으로 생산자동화 시스

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용 로봇은 주로 인간이 수행하기 

힘들거나 유해한 작업을 대신하거나 반복작업을 수행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을 생산현장에서 사용함으로써 위험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부상 또는 

반복적이거나 불편한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장애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

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작업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산업용 로봇은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

작업능력 증대를 위한 구조의 대형화, 고기능화, 고속화 되고 있으며, 제어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변의 다양한 장치들과 연계되어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사용 환경은 더 복잡하고, 더 빨리 작동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용 로봇 사

용 환경의 복잡화, 고속화 경향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Executive Summary World Robotics 2017

Industrial Robots」에 따르면 근로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인 로봇밀도가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631대에 이르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

계 제조업 평균 로봇 밀도는 74대 수준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로봇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

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중국, 대한민국, 일

본, 미국, 독일 순으로 큰 산업용 로봇 시장을 형성하는 등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산업용 로봇 

보유수량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은 로봇 밀도와 시장규모와는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로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최근 10년간 37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연평균 약 37명의 재해자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자의 평균근로손실일수는 653일

로 제조업 사고재해자의 평균근로손실일수 283일 대비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체계 하에서는 지속적인 

로봇의 사용 증가에 따라 관련재해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사례의 체계적인 분석과 현행 제도 및 안전표준의 이해를 통하여 안전성 향상방안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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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범위

산업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 거스를 수 없는 산업계 동향에 따라 산

업용 로봇의 활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야

말로 로봇 관련 산업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 1위의 로봇밀도와 세계 2위 수준의 시장규모에 걸맞지 않게 산업용 로봇 관련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산업용 로봇 관련 중대재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국내현

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은 로봇 자체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사용 환경 즉,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정한 안전조치가 완비된 상태로 산업용 로봇 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안전한 산업용 로봇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업용 로봇 관련 동향 및 안전관리 제도, 기술표준 분석

나. 산업용 로봇 재해분석을 통한 재해유발요인 분석

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 향상 방안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작업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거의 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산업용 로봇 관련 동향 및 현행 안전관리제도, 안전관련 기술표준 분석

산업용 로봇과 관련한 동향을 분석하고, 현행 산업용 로봇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용 로봇의 안전과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

는 기술표준 및 지침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3.2. 산업용 로봇 재해 분석

제조업종에서 최근 10년(2008년~2017년)간 발생한 산업용 로봇 재해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사망사고 28건의 재해조사의견서를 체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고에 대한 상세 원인분석을 통하여 산업용 로봇 관련 중대재해의 

발생형태와 근본적인 원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3.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 분석을 통하여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또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적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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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산업용 로봇의 개요 

1.1. 산업용 로봇의 용어와 정의[13]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은 산업현장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어렵고 힘든 일들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로, ISO 정의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 및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다목적 매니퓰레이터로 3축 이상으

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고정 또는 이동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

산업용 로봇 시스템(industrial robot system)이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작업에 이용할 수 있

도록 ‘산업용 로봇에 말단장치(end effector)를 설치하고,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모든 기계, 장비, 장치, 부가 축 또는 센서 등을 포함한 것’이라 정의된다.

또한, 산업용 로봇 셀(industrial robot cell)이란 ‘관련된 기계류 및 장비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로봇 시스템과 보호영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보호영역(safeguarded space)란 주변 

안전보호 장치에 의해 정의된 영역을 말한다.

최근 산업용 로봇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용어로 협동 로봇(collaborative robot)이 있는

데, 이는 ‘정의된 협동 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로봇’을 말하며, 협동 

영역(collaborative workspace)이란 ‘보호영역 내부의 작업 영역으로, 생산운전 중 로봇과 인간

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 밖에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 보통 여러 개의 자유도를 가지며 대상물(부품 또는 공구)를 붙

잡거나 옮길 목적으로, 서로 상대적인 회전운동이나 미끄럼 운동을 하는 관절의 연결로 구

성된 기구

․말단장치(end effector) : 로봇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접속에 부착용으로 특수하게 설

계된 장치 (예 : 그리퍼, 너트 런너, 용접 장치, 스프레이)

․다관절 로봇(articulated robot) : 팔이 3개 이상의 회전 관절을 가지는 로봇

1.2. 산업용 로봇의 역사[11]

산업용 로봇이 최초로 개발되어 사용이 시작된 것은 1950년 후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용접용 로봇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봇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는 일본으로, 1970년대부터 로봇의 핵심부

품인 서보 모터, 드라이브 및 제어기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로봇을 발전시켜 현재는 세계

적으로 가장 발전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의 로봇 

제조사가 1980년대부터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였고 현재까지도 우수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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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체에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여 왔으며, 국내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활황

에 힘입어 관련 분야 로봇산업이 발전하였다.

최근 산업용 로봇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협동 로봇이다. 종래의 산업용 로봇 시스템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운전 중 사람과 로봇이 격리되도록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협동 로봇은 사람과 로봇이 작업영역을 공유하도록 설계되어 유연성이나 설치비용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산업자동화에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기업 및 중소 로봇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협동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최근 

2~3년 전부터 상용화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2. 산업용 로봇 업계동향

IFR의 「Executive Summary World Robotics 2017 Industrial Robots」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이

2016년 기준 전년대비 19% 성장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중국, 대한민국, 일본, 미국, 독일의 5개국이 전체 시장의 74%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6년 약 41,400대의 산업용 로봇이 팔려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

이며,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0%씩 산업용 로봇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전 세계 로봇 설치물량은 연평균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2016년 기준 산업별 산업용 로봇의 공급량을 보면 자동차산업이 35%, 전기전자산업이 31%를 

차지하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4-2016년 세계 산업별 산업용 로봇의 연간 공급 추정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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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전망과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전기전자업종에서의 산업용 로봇 수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의 주요 시장으로 인정받

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산업에서 산업용 로봇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연간 공급량 추정치[1]

최근 들어 IT관련 제품 생산라인의 자동화 경향에 따라 필연적으로 매우 복잡한 조립작업의 

자동화와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공정에서의 적응의 필요성을 동반하는 추세로, 미래 제조산업

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제조로봇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2017년 한국산

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

이 차세대 로봇에 필요한 기술이다.

․현재의 로봇으로는 자동화가 어려운 공정의 자동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립공정 자동화

를 위한 로봇 기술개발

․유형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공정의 자동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로봇이 작업공간

을 공유하는 환경에 적합한 협동로봇 기술 개발

․고속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동장치와 제어기술의 개발

조립공정 자동화를 위한 로봇 기술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생산라인이 대량생산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되었으나, 세계적으로 셀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

하고자 주요 로봇 제조기업들은 반복적으로 빠르게 작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더하여 힘 

토크 센서와 비전 센서 등의 정보를 읽고 처리하여 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생

산성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용 로봇 셀 내에서 로봇의 

기능은 점점 고도화되고, 주변의 각종장치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더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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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

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

하게 됨으로써 작업자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간과 로봇이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환경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통하여 공정유연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력산업중 하나인 소형 IT제품의 

생산라인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과 함께 배치되어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

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에서 인간은 주로 창의적 판단을 하거나 로봇으로는 달성 불가

능한 자동화 공정의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공정은 로봇이 수행하는 효율적인 분업화가 가능

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움직임에 따라 기존의 로봇과 사람의 작업영역을 분

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개발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자동화 시스템에서 필요한 고속이송의 기능을 위한 기술개발도 급속화 되고 있다. 일반

적인 다관절로봇으로 구현할 수 없는 고속이송 작업을 위하여 병렬형 로봇 관련 기술개발도 

촉진되고 있다. 병렬형 로봇의 발전은 일반적인 다관절로봇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안전대책

을 필요로 하게 된다.

3. 산업용 로봇의 안전관리 제도

3.1. 국내 산업용 로봇의 안전관리 제도

3.1.1.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제34조(안전인증)과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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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

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

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

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

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이하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

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

는 제도이며 대상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며, 대상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에서 규정하고 있다.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서, 2013년 3월 1일이후 산업용 로봇을 제조

하거나 수입할 경우 해당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적합함을 신고하여야 한다. 즉 제

조자(또는 수입자)는 해당 로봇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시험을 실시한 후 해당결과를 포함하여 제품의 설명서 등과 함께 신고수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인증‧자율안

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

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위험기

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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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

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

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이하 생략>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7]

[별표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5.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1.2.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

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

터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계‧기구 등의 사용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안

전검사) 조항을 두고 있다.

안전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크레인 등 총 15종이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용 로봇은 2016년 10월 2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편

입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10월 29일부터 안전검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169호에 따라 2017년 10월 28일까지 사업장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산업용 로봇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이후 매2년마다 안

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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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다.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

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라.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

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

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

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아.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

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

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

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는 다관절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

이며, 소형‧저속 로봇 등을 이용한 셀 또는 설비내부에 설치되거나,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

로 둘러싸이거나 개구부가 없는 1.8m이상의 방책으로 둘러싸인 셀, 도장공정 등 사람의 출입

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설치된 셀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낮은 경우는 안전검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된 이유는 다른 기계‧기구 등에 비하여 재해발생시 

부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해자의 부

상의 정도가 다른 기계‧기구에 의한 부상보다 매우 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재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통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을 주기적

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되었다.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요항목은 로봇 시스템의 배치설계, 로봇 시스템 정지기능,

보호영역 및 방책 등, 감응형 방호장치 등 이다.

3.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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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8.8.14.) [4]

제222조(교시 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

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조

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

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

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8. 8.

14.>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

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

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

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칙」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3절 산업용 로봇에

서는 산업용 로봇의 교시 단계, 운전 중, 수리 등의 작업시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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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은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Teaching)

작업시 로봇의 불시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방지)는 로봇이 정상운전 중인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와 로봇의 작업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울타리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로봇이 운전 중일 때 

근로자가 로봇의 가동범위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한, 제223조 후단의 단서조항은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이 아닌 협동로봇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경우 본문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동로봇과 관련된 이 단서조항은 국내 산업체에서 협동로봇에 대한 도입 움직임에 따라 방

책을 설치할 경우 작업자와 로봇이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동작업이 불가해짐에 따라 

2016.4.7. 개정‧시행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협동로봇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에서는 KS B ISO 10218-1 및 KS B ISO 10218-2 또는 ISO 10218-1 및 ISO 10218-2에 적합하게 

협동로봇이 제조되고 설치되었음을 국내외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 받아 안전성을 검증 받은 

후에 협동로봇의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의 대표적인 협동로봇 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다.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은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조치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1.4. 그 외 산업용 로봇 안전관련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법 제31조(안전‧

보건교육)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교육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2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

자를 제외한 경우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로봇 작업의 경우도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며,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에 따라 로

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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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5]

제36조(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 법 제59조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유

해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31. 매니퓰레이터 및 기억장치(가변시퀀스 제어장치 및 고정시퀀스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동“호”에서는 같다.)를 가지고 기억장치 정보에 의해 매니퓰레이터의 신축, 굴

신, 상하이동, 좌우이동 또는 선회동작과 이러한 동작의 복합동작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계(연구‧개발 중인 것과  그 외 노동대신이 정한 것을 제외. 이하 “산업용 

로봇”이라 함)의 가동범위(저장장치의 정보를 바탕으로 매니퓰레이터와 기타 산업용 

로봇의 각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말한다. 이하 동일)내에서, 해당 산업

용 로봇에 대하여, 작동하는 매니퓰레이터의 동작순서, 위치, 속도설정과 변경 및 확

인(이하 “교시 등”이라 한다.) (산업용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하 같은 호에서는 동일), 또는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교시 등을 하는 노동자와 공동으로 해당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밖에서 실

시하는 해당 교시 등에 관련된 기기 조작의 업무.

32.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산업용 로봇의 검사, 수리 또는 조

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혹은 이들 결과의 확인(이하 동“호”에서 “검사 

등”이라 한다.)(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동“호”에서는 

동일), 또는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용 로봇의 검사 등을 수행하는 

노동자와 해당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밖에 실시하는 해당 검사 등에 관련된 기기

의 조작의 업무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2. 외국의 산업용 로봇의 안전관리 제도

3.2.1. 일본의 산업용 로봇 관련 제도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산업용 로봇의 제조단계에서 인증을 받거나, 사용 중에 검사를 받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방책내부에서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 행하여지는 수리‧검사

‧조정‧청소‧급유 또는 결과 확인 작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노동안전위생규칙」제36조(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

에서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내에서 산업용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행하는 

교시와 수리‧검사‧조정‧결과확인을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규칙 제36조에서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으로 정한 31호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용 로봇에 대해 시행하는 교시 등의 업무 및 그에 관한 일정 업무 

및 32호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 해당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해당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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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고시 제342호[5]

제19조(산업용 로봇의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특별 교육)

1. 안위칙(노동안전위생규칙) 제36조 제32호의 업무에 관한 특별교육은 학과 교육 및 실기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전 항의 학과 교육은 다음 표의 상란에 게재된 과목에 따라, 각각 이 표의 중란의 범위

에 대하여 하단에 제시된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

- 산업용 로봇 관련 지식(4시간)

‧ 산업용 로봇의 종류, 제어방식, 구동방식, 각 부분의 구조 및 기능과 취급 방법,

제어부품의 종류 및 특성

- 산업용 로봇의 검사 등에 관한 지식(4시간)

‧ 검사 등의 작업방법, 검사 등의 작업의 위험성 관련 기계류의 연동 방법

- 관계법령(1시간)

‧ 법, 시행령, 규칙 중 관련 조항

3. 제1호의 실기교육은 다음 각 호에 게재된 과목에 대해서 해당 각호에 해당하는 시간보

다 길어야 한다.

1) 산업용 로봇 관련 지식(1시간)

2) 산업용 로봇의 검사 등에 관한 지식(3시간)

3) 관계법령(1시간)

기발 제339호(1983년 6월 28일)

일부 개정 기발 1224 제2호(2013년 12월 24일)[5]

(4) 안전을 위한 특별교육

안전을 위한 특별교육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추가할 것.

(제36조 제31호 및 제32호 관계)

가.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용 로봇에 대해 시행하는 일정 교시 등의 

업무 및 그에 관한 일정 업무

나.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에 해당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해당 산업

용 로봇의 검사, 수리, 조사 등의 업무 및 그에 관한 일정 업무

용 로봇의 검사, 수리, 조사 등의 업무를 특별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후생노동성 고시 제19조 

등에 근거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위생안전규칙」 및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용 

로봇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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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위생안전규칙[5]

제150조의3(교시 등) 사업자는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용 로봇에 대한 

교시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산업용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작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 2호의 조치에 대해서

는, 산업용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의한 작업을 실시해야 함

가. 산업용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절차

나. 작업 중인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복수의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 시의 조치

마. 이상이 있을 때, 산업용 로봇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재가동할 때의 조치

바. 기타 산업용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작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이 이상 시에 즉시 산업용 

로봇의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3.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산업용 로봇의 기동 스위치 등에 작업 중의 뜻을 표시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가 해당 기동스위치 등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제150조의4(운전 중의 위험의 방지) 사업자는 산업용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 등에 의

해 산업용 로봇을 운전하거나 산업용 로봇 운전 중에 다음 조항에서 규정하는 작업을 해

야 할 경우에서 산업용 로봇을 운전할 때를 제외)에 해당 산업용 로봇에 접촉함으로써 근

로자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울타리를 마련하는 등의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50조의5(검사 등) 사업자는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용 로봇의 검사,

수리, 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청소 혹은 급유를 실시하거나 이러한 결과의 

확인 작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산업용 로봇의 가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해당 작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해당 산업용 로봇의 기동 스위치에 잠금 장치를 설정하여, 해당 산업용 로봇의 

기동 스위치에 작업 중인 뜻을 표시하는 등의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가 

해당 기동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만 산업용 로

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벌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작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강구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1.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고 이에 의한 작업을 실시해야 함

가. 산업용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절차

나. 복수의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의 신호방법

다. 이상 시의 조치

라. 이상이 있을 때, 산업용 로봇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재가동할 때의 조치

마. 기타 산업용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작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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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이 이상 시에 즉시 산업용 

로봇의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3.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산업용 로봇의 운전 상태를 전환하기 위한 스위치 등에 작업 

중인 뜻을 표시하는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가 해당 스위치 등을 조

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제151조(점검) 사업자는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용 로봇에 대한 교시 

등(산업용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작업을 실시할 때, 그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

수나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의 작동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기발 제339호(1983년 6월 28일)

일부 개정 기발 1224 제2호(2013년 12월 24일)[5]

3장. 제부사항 5. 제150조의 4관계

(3) “울타리 마련 등" 의 "등"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될 것.

가.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에 노동자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고, 감지 후 즉시 산업용 

로봇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또한 재가동 조작을 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용 로봇이 작

동하지 않는 기능을 갖는 광선식 안전장치, 초음파 센서 등을 이용한 안전장치, 안전 

매트(매트 스위치) 등을 구비할 것.

나.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 밖에 로프, 체인 등을 붙여서 보기 쉬운 위치에 "운전 중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하여, 노동자에게 그 취지를 철저하게 알릴 것.

다. 감시인을 배치하고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라. 시야가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의 전역에 이르러, 사진이 선명하고, 또한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감시 

장치 (모니터 TV)를 설치하고 그 감시 장치를 통해 감시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강구 할 것.

(가) 마이크 등으로 경고를 하는 등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 노동자가 출

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나)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 접근했을 때에는 해당 감시자가 즉시 산

업용 로봇의 운전을 정지할 수 있게 할 것.

마.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한 산업용 로봇의 규격(ISO 10218- 1:2011 및 ISO 10218-

2:2011)에 의해 각각 설계, 제조 및 설치된 산업용 로봇(산업용 로봇의 설계자, 제조

자 및 설치자가 각각 별지에 규정한 기술 파일 및 적합선언서를 작성한 것에 한함)

을 그 사용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 할 것. 즉, 여기서 말하는 "설치자"라 함은,

사업자(사용자), 설치업자, 제조자(제작처)등의 사람들 가운데 설치 안전조건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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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자가 해당된다.

3장. 제부사항 5. 제150조의 5관계

(2) 본문의 "운전을 정지함"은, 일차 전원을 끄고 기동 스위치를 끄는 것 등 사람이 기동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산업용 로봇이 계속 정지 상태에 있을 것을 말함. 또한, 산업용 

로봇이 프로그램에 따라 정지를 유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 관련된 기계 등으로부터

의 신호 대기 상태에 대해서는 산업용 로봇은 정지해 있지만 "운전을 정지"하고 있다

고는 말할 수 없음.

(3)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시하기 등"의 "등"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된다.

가. 작업자에게 안전 플러그를 휴대시키는 것.

나.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는 동안 해당 기계의 동작 장치를 조작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해당 기계의 기동 장치의 조작반 전체에 키를 잠궈 놓을 것

미국 OSHA Direcrtive :

Guideline for Robotics Safety (STD 01-12-002 [PUB 8-1.3])[6]

“Recent studies in Sweden and Japan indicate that many robot accidents do not occur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but rather during programming, adjustment, testing,

cleaning, inspection, and repair periods. During many of these operations, the operator,

programmer or corrective maintenance worker may temporarily be within the robot

work envelope while power is available to moveable elements of the robot system.”

(최근 스웨덴 및 일본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로봇 사고들은 정상적인 작동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래밍, 정렬, 시험, 청소, 검사, 수리시에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 중에 운전자, 프로그래머, 또는 정비사들은 일시적으로 로봇 시스템의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의 작동 범위 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노동위생안전규칙」중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담고 있지 않는 중요한 부분은 상기의 기발 제339호 내용 중 3장. 제부사항 5. 제150조의 4관

계 마.에 담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한 산업용 로봇의 규격(ISO 10218- 1:2011 및 

ISO 10218- 2:2011)에 의해 각각 설계, 제조 및 설치된 산업용 로봇을 그 사용 조건에 따라 적

절하게 사용 할 것’이라 하여 산업용 로봇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ISO 10218-1 및 ISO

10218-2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에서는 협동로봇에 한하여 ISO규정 등의 준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3.2.2. 미국의 산업용 로봇 관련 제도

미국 OSHA의 규정 중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Directive인 Guideline for Robotics

Safety(STD 01-12-002 [PUB 8-1.3])와 OSHA Technical Manual(TED 01-00-015)가 있으며, 이중 

Guideline for Robotics Safety(STD01-12-002 [PUB 8-1.3])에서 산업용 로봇의 구동원 미차단 상

태에서 행하여지는 프로그래밍, 정렬, 시험, 청소, 검사, 수리작업이 가장 위험한 작업임을 명확

히 명시하고 있다.



- 17 -

미국 OSHA Direcrtive :

Guideline for Robotics Safety (STD 01-12-002 [PUB 8-1.3])[6]

TRAINING

6. If it is necessary for an authorized person to be within the work envelope while a

robot is energized, for example during a programming sequence, training is provided

in the use of slow robot operation speeds and hazardous location avoidance until the

work is completed. Such training also includes a review of emergency stops, and a

familiarization with the robot system's potentially hazardous energy sources.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관련 작업 등과 같이 만약 인가된 사람이 로봇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로봇의 작동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면, 저속 로봇 동작에서의 사용과 업무가 종

료될 때까지 위험장소 회피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또한 비상정

지와 로봇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미국 OSHA Directive인 Guideline for Robotics Safety(STD 01-12-002 [PUB 8-1.3])에서 산업

용 로봇의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로봇의 작동 범위 안에서 행하는 작업을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고 관련 작업을 교육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교육내용은 저속 로봇 동작에서의 

사용, 위험장소 회피, 비상정지, 로봇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원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3.2.3. 유럽의 산업용 로봇 관련 제도

유럽의 경우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

적으로 제품상에 CE 마킹이 표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ISO 10218-1, ISO 10218-2는 유럽의 조화표준(EN)에 등재되어 CE인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4. 산업용 로봇 안전관련 기술표준

4.1. (KS B) ISO 10218-1[14] 및 ISO 10218-2[15]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안전표준은 산업용 로봇 제조자가 지켜야 할 표준으로 산업용 로봇 

자체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ISO 10218-1 Robots and robotic devices –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robots Part 1 : Robots’이 있다. 또한, 산업용 로봇 시스템

의 통합과 산업용 로봇 셀에 관한 안전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ISO 10218-2 Robots and

robotic devices –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robots Part 2 : Robot systems and

integration’이 있다.

이들 표준은 한국산업표준인 KS로도 기술적인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

고 한글로 번역되어 각각 ‘KS B ISO 10218-1 로봇 및 로봇장치–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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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설계 및 설치

5.3.2 제어기의 위치 (제어기의 위치) 자동 모드 선택은 보호 영역 밖에서만 가능할 것

5.3.5 접지요구사항 보호 접지는 KS C IEC 60204－1 만족할 것

5.3.8.1 시스템 정지기능 로봇 시스템에 보호정지 및 별도의 비상정지 기능요구

5.3.8.2 비상정지기능 로봇 시스템에 제반부위에 동작하는 비상정지 기능요구

5.3.10 말단장치요구사항
말단장치는 에너지 공급의 손실 또는 변화로 인하여 위험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부하방출이 유발되지 않을 것

5.3.13 조명 작업 조명 수준은 사용 정보에 따라서 확인하고 규정될 것

5.3.15 동작허가장치

부가적인 동작허가장치와 통합은 KS B ISO 10218－1을 준수할 것

보호 영역 내에서 예상되는 인원의 수에 따른 충분한 동작허가장치 제공할 것

단일 로봇 제어기와 연계된 다중 동작허가장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질 것

추가 연동 장비는 별도의 재기동 필요

5.4 로봇의 동작제한

5.4.2 보호영역 및 제한

영역의 설정

보호 영역은 경계 보호 장치에 의하여 설정되고, 보호 영역 내 기계 및 위

험원의 위치 및 배치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로봇의 제한 영역은 로봇, 말단 장치, 고정 장치 그리고 작업 대상물을 둘

러싼 영역을 제한하는 수단에 의하여 설정될 것.

제한 영역은 보호 영역 안에 위치할 것.

5.4.3 동작제한수단

제한 영역을 계산할 때에는 제한 장치와 관련된 거리를 고려.

경계 방호벽이 제한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 방호벽의 설계, 강도, 굴절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위험도 평가 결과가 이용될 것.

5.5 배치

5.5.1 경계안전보호장치 (기계적방호벽) 기계적 보호의 안전거리 초과 또는 통과가 ISO 13857을 준

요구사항-제1부 : 로봇’, ‘KS B ISO 10218-2 로봇 및 로봇장치–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

구사항-제2부 : 로봇 시스템과 통합’으로 제정되어 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KS B ISO 10218-2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참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S B ISO 10218-2에서는 산업용 로봇 및 로봇 시스

템 통합과 산업용 로봇 셀에 관한 안전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통합은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전, 유지보수, 해체”, “설계, 제조, 설치, 운전, 유지보수와 산업용 로봇 시

스템 또는 셀의 해체에 있어 필요한 정보” 그리고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요소 장치”를 포함

하는 등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통합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표준이다.

이 표준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KS B ISO 10218-2:2012 로봇 및 로봇 장치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제2부:

로봇 시스템 및 통합의 주요 안전요구사항[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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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것

(연동방호벽 및 기타 트립장치) 방호벽 연동에서 최소 안전거리가 KS B

ISO 13855를 준수할 것

(최소간격을 사용한 압착방지) 압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격차가 KS B

ISO 13854를 준수할 것

5.5.2 개입을 위한 접근
작업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동 고속 사용을 위해 0.5m의 최소 간격이 유

지 제공할 것

5.5.3 부품처리

사람이 보호 영역에 재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과 같은 위험 지대에 들어

오는 것이 감지할 것.

입구의 크기는 입고반출을 위한 최소한의 크기일 것

5.6 로봇 시스템 운전모드 응용

5.6.2 선택

선택 수단은 오직 선택 모드에서만 가능하고 운전은 불가능할 것.

로봇의 기동에는 별도의 행동(actuation)이 필요할 것

운전 모드의 변경이 위험원을 초래하지 않을 것

5.6.3 자동모드

자동 모드의 선택/설치는 보호 영역 밖에서만 가능할 것

자동 모드에서 전환은 정지 신호를 발생할 것

자동 모드의 기동은 안전장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

5.6.4 수동모드

수동 개입 동안의 지역 제어기로 교시 상자를 사용.

제어 장치의 위치는 작업 영역에서 관측을 허용.

수동감속모드에서 TCP의 최대 속도는 250 mm/s보다 작을 것

수동감속모드에서 기능성 동작허가장치가 동작을 위해 필요

5.9 통합 제조 시스템(IMS) 인터페이스

5.9.1 IMS일반사항
위험도 평가 및 통합 시스템은 보호 영역 안의 다른 장비에 의한 위험원을 

고려할 것

5.9.2 비상정지
IMS는 시스템의 모든 관련 부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비상정지 기능을 

가질 것

5.9.4 지역제어
지역 제어는 IMS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을 것.

비상정지, 보호정지 기능은 지역제어가 운전되고 있는 동안 작동할것

5.10 안전 보호 장치

5.10.2 경계안전보호장치 방호벽 또는 감지보호장치가 경계안전보호장치로 사용될 것

5.10.4 방호벽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고정 방호벽은 도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수 있을 것

방호벽의 구멍은 위, 아래, 옆 또는 구멍 및 틈새를 통하여 사람이 위험원

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5.10.5 감지보호장치

보호정지를 기동하는 데 사용되는 감지보호장치가 제대로 배치될 것

모든 접근 방향에 대하여 감지 보호 장비의 안전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최

소 안전거리 공식을 사용할 것

감지 보호 장치에 의해 감지된 위험 기능은 감지 보호 장치가 리셋되기까

지 위험한 동작 또는 상황을 유발하지 않을 것

감지 보호 장치의 초기화는 위험한 상태를 유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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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수동적재, 이재 

또는 핸들링 스테이션

에서의 안전보호

운전자가 수동 부품 처리 스테이션의 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원에 노

출되지 않도록 수단이 제공될 것

5.10.7 부품 이동용 틈에

대한 안전보호장치

(부품이동용 틈) 부품 입구 및 출구는 필요한 최소 크기일 것 

작업자의 위험원에 대한 접근이 방지되거나 감지될 것

5.10.8 다중 인접 로봇 

셀에 대한 안전보호장치

인접한 셀 내에서 중단되어 운전자의 접근을 막거나 또는 위험원이 소멸되

도록 하는 조치가 제공될 것

5.11 협동 로봇 운전

5.11.1 개론 사용 정보에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와 모드 선택이 포함할 것.

5.11.2 일반요구사항

통합자는 전체 협동 작업 영역을 고려한 위험도평가를 할 것

협동 지역 안의 로봇은 KS B ISO 10218－1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안전보호장치는 셀 안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감지하거나 막기 위해 설계되

고 설치될 것

협동 작업 영역을 넘어서 보호 영역 안으로 침투한 경우 로봇은 정지되고,

위험원들은 중단될 것

경계 안전 보호 장치는 사람이 비협동 보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막거나 감지할 것

5.11.3 협동 영역에 대

한 요구사항

사람이 직접적으로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는 협동 작업 공간은 명확하게 정

의할 것(예 ： 바닥 표시, 신호 등)

추가 보호조치가 0.5 m여유 공간이 존재하는 영역 안에서의 위험원에 빠지

거나 밀어 넣어져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할 것

5.11.4 자율 운전과 협

동 운전사이의 변환

자율 운전에서 협동 운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직원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5.11.5.1 일반사항

선택된 안전기능의 고장이 검출되면 5.3.8.3에 따른 보호정지가 발생

감지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자동 운전은 오직 협동 공간 밖에서부터의 의

도적인 재기동 후에만 재개될 것

5.11.5.2 안전한 감시 정지

(safety-rated monitored stop) 안전 정격 감시 정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협동 공간에 들어왔을 때, 로봇의 동작은 정지하고 안전 감시 정지

가 유지될 것

5.11.5.3 핸드가이딩

로봇이 이상 위치에 도달했을 때,KS B ISO 10218－1을 따르는 안전정격 

감시 정지가 발생

핸드가이딩의 경우, 협동공간 전체에 대한 명확한 가시성 확보할 것

운전자가 핸드가이딩 장치를 놓은 경우, 안전정격 감시 정지는 KS B ISO

10218－1에 따라서 발생

5.11.5.4 속도 및 위치감시
운전자와 로봇 사이의 안전거리를 동적방법으로 유지하기 위해 KS B ISO

10218-1 5.10.4를 준수한 로봇 사용

5.11.5.5 설계 및 제어에

의한 동력 및 힘 제한

동력 및 힘 제한에 의하여 위험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 시스템

은 KS B ISO 10218-1 5.10.5를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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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S B) ISO TS 15066[16]

ISO 10218-1 및 ISO 10218-2에서 협동운전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협동에 

관하여 10218-1, 2를 보충하고 협동로봇을 위한 확인된 운전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

하는 ‘ISO TS 15066:2016 Robots and robotic device – Collaborative robots’가 제정되었다. 국

내에서도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국문으로 번역하여 ‘KS B ISO

TS 15066 로봇 및 로봇장치-협동로봇’을 제정하였다.

ISO 10218-1 및 ISO 10218-2, ISO TS 15066에서 다루고 있는 협동운전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표 2> 협동운전의 종류와 위험성 감소수단

협동운전의 종류 위험성 감소수단 필요한 센서 또는 방호장치

안전정격 감시정지

(Safety-rated monitored stop)

사람이 협동작업영역에 존재할 

경우 로봇은 정지

라이트커튼, 레이저 스캐너,

비젼센서(카메라)

핸드가이딩

(Hand guiding)

로봇은 사람으로 (접촉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입력에 따

라서만 동작

동작허가장치가 부착된 교시장치

속도 및 이격거리 감시

(Speed and seperation monitering)

로봇과 사람사이의 간격이 안전거

리 이상인 경우에만 로봇이 동

작

레이저스캐너, 근접센서, 비젼센

서(카메라)

일률 및 힘 제한

(Power and force limiting by

inherent design or control)

로봇과 사람이 접촉하는 경우, 로

봇은 사람에게 제한된 크기의 정

적, 동적 힘만을 전달

힘/토크센서, 레이저스캐너,

비젼센서(카메라)

ISO TS 15066에서는 협동로봇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장 위험한 요소를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이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협동로봇 시스템의 설계 (관련된 위험원, 위험한 상황,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방법)

․협동 작업 영역의 설계 (관련된 위험원, 위험한 상황,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방법)

․협동업무의 설계 (관련된 위험원, 위험한 상황,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방법)

․본질적 안전 설계

․협동작업 모드의 설계 (최소 안전거리, 로봇의 최대속도, 정적/동적 전달력 임계치, 안전정

격 감지 기능, 인간공학 등)

․협동작업 모드 간의 전환, 자동모드와 협동작업 모드 간의 전환

먼저, 협동로봇의 도입과 더불어 증가한 상당한 위험원은 사람과 로봇이 공유하는 작업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이 작업공간에서 로봇과 사람의 동작을 안전하게 조화시킬 것인

가’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봇의 작업영역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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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협동작업 공간의 예

․사람의 진입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비협동작업 공간(사람 진입시 로봇에 공급되는 전원 차단)

․사람의 진입이 감지되면 로봇의 운동이 정지(전원은 계속 공급)되는 협동작업 공간

․사람이 진입해도 사람과 로봇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로봇이 계속 운동하는 협동작업 공간

협동작업 공간에서는 결국 사람의 진입과 로봇과 사람사이의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를 필요

로 한다. 이러한 감지장치는 표준 내에서 ‘안전관련 제어시스템의 성능요건’에 대하여 요구사항

이 규정되고 있다.

4.3. 경계보호장치를 위한 표준

KS B ISO 10218-2에서는 경계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표준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효성 있는 방책을 설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표준들이다.

․KS B ISO 13857 기계안전-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 요인영역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

․KS B ISO 13854 기계안전-인체 부분의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틈새

․KS B ISO 13855 기계안전-인체부위의 접근속도와 관련한 방호설비의 위치선정

또한, 안전관련 제어시스템의 성능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준을 인용하고 있다.

․KS B ISO 13849-1 기계안전-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제1부:설계 일반원칙

4.3.1. KS B ISO 13857 기계안전-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 요인영역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17]

‘KS B ISO 13857’에서는 기계류 위험요인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거리

에 관한 값을 규정한다. 안전거리는 보호용 구조물에 적합하며 하지의 자유로운 접근을 방지하

기 위한 거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보호용 구조물에 대한 

접근시 안전거리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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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험요인영역의 높이

b 보호용 구조물의 높이

c 위험요인영역까지의 수평 안전거리

1 위험요인영역(가장 가까운 지점)

2 기준면

3 보호용 구조물

<그림 4> 보호용 구조물에 접근 [17]

<표 3> 보호용 구조물에 접근 [17]

<표 3>의 값은 위험요인영역의 높이, 보호용 구조물의 높이 및 위험요인영역까지의 수평안

전거리에 해당하는 치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 3>의 값을 보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a, b 또는 c의 알려진 값이 <표 3>의 두 값 사이에 존재할 경우, 안전거리를 더 

크게 하거나 보호용 구조물을 더 높게 하거나, 위험요인영역의 높이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개구부를 통하여 위험영역에 도달할 경우 다음의 <표 4>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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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개구부의 치수인 e는 정사각형 개구부의 측면, 원형 개구부의 지름 

및 슬롯 개구부의 가장 좁은 치수에 해당한다.

<표 4> 규칙적인 개구부를 통한 접근(14세 이상인 자) [17]

하지의 안전거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표 5>를 사용하여 안전거리를 결정할 수 있

다. 개구부의 치수인 e는 정사각형 개구부의 측면, 원형 개구부의 지름 및 슬롯 개구부의 가장 

좁은 치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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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지로 규칙적인 모양의 개구부를 통한 접근 [17]

4.3.2. KS B ISO 13854 기계안전-인체 부분의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틈새[18]

‘KS B ISO 13854’는 기계 사용자에 대해 협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제정되었으며, 이 규격은 신체에 관련된 최소 틈새에 적절한 안전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이 규격은 협착(끼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만 적용 가능하고 충

격, 전단, 말림 같은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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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체 일부분 협착을 피하기 위한 최소 틈새 [18]

4.3.3. KS B ISO 13855 기계안전-인체부위의 접근속도와 관련한 방호설비의 위치선정[19]

‘KS B ISO 13855’는 인체부위의 접근속도와 관련한 방호설비의 위치선정에 관한 표준으로 

인체부위의 접근속도 값에 기초한 설계변수를 명시하고, 방호설비의 구동장치 또는 감지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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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험요인영역까지의 최소거리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표준 내에서 산업용 로봇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시스템의 정지성능 

전체 시스템의 정지성능은 최소한 두 단계로 구성된다.

T = t1 + t2

여기에서,

T : 전체 시스템의 정지성능

t1 : 방호설비가 구동된 시간과 출력신호가 OFF상태로 전환되는 시간 사이의 최대 시간

t2 : 정지시간 즉, 방호설비의 출력신호가 OFF상태로 된 후 위험한 기계기능을 종료하는 소

요되는 최대시간. 제어시스템의 응답시간은 t2에 포함되어야 한다.

․광전자식 방호시스템을 갖춘 전자감지식 방호장치의 최소거리 계산

<그림 5> 감지영역이 접근방향에 수직한 경우의 예[19]

감지영역에서 위험요인까지의 최소거리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S = ( K × T ) + C

여기에서,

S : 최소거리(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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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인체의 전부나 일부의 접근속도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파라미터(mm/s)

T : 전체 시스템의 정지성능(s)

C : 침범거리(mm)

정지시간 즉, 방호설비의 출력신호가 OFF상태로 된 후 위험한 기계기능을 종료하는 소요되는

최대시간. 제어시스템의 응답시간은 t2에 포함되어야 한다.

․압력감지매트 또는 압력감지바닥의 위치선정을 위한 계산방법

압력감지매트/바닥의 최소폭은 장치의 구동없이 쉽게 건너뛰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

어도 750mm이어야 한다. 위험요인영역으로부터 방호장치의 감지영역 최외곽까지의 최소거리 

S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위험요인영역으로의 접근속도는 보행속도(1600mm/s)일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 것이다.

S = ( 1600 × T ) + 1200

․잠금장치가 없는 연동식 가드

위험한 기계동작이 정지하기 전에 잠금장치가 없는 연동식 가드를 열 때 위험요인영역에 접

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거리 S가 결정되어야 한다.

S = ( K × T ) + C

여기에서,

K = 1600mm/s

C : KS B ISO 13857의 표에서 구한 안전거리

4.3.4. KS B ISO 14120 기계안전-가드-고정식 및 이동식가드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일반요구

사항[21]

‘KS B ISO 14120’는 KS B ISO 10218-1 및 KS B ISO 10218-2에서 다뤄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개정을 통하여 산업용 로봇 셀의 설치시 적용할 수 있는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준은 기계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 가드의 설계, 시공 그리고 선정

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 내에서 산업용 로봇과 관련하여 적용 가

능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계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가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

․기계에 여러 가지 위험영역이 있고 작동단계 중에 하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가드

는 연동식 이동식 가드와 결합된 고정식 가드로 구성할 수 있다.

․만약 경계 울타리가 기계의 위험영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한 접근을 

위해 일반적으로 연동식 문이 필요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방호장치와 가드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에 공작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와 함께 기계식 이송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위

험영역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감지식 방호장치가 기계적 이송장치와 

고정식 가드 사이의 2차 끼임 또는 전단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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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전자식 방호장치

3 전기 캐비넷

5 재설정 장치

2 연동식 가드

4 압력감지식 가장자리를 갖는 연동식 이동식 가드

6 간격식 가드

<그림 6> 다양한 가드와 방호장치의 조합 예 [21]

4.3.5. KS B ISO 13849-1 기계안전-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제1부:설계 일반원칙[20]

‘KS B ISO 13849-1’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포함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의 설계 및 

통합 원칙에 대한 안전 요건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 표준은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

(SRP/CS)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능수준을 포한한 특성을 명시한다.

이 표준에서 성능수준은 시간당 위험한 고장의 발행 확률로 정의되어 있다. 다섯 단계의 성

능수준(PL:Performance Level, a~e)은 시간당 위험한 고장이 발생하는 확률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표 7> 성능수준(PL) [20]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표준에서는 안전장치의 성능수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서는 이러한 성능수준을 도달한 제품에 대한 CE마킹 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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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사례 분석

1. 제조업종 산업용 로봇 재해현황[2]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에 총 89,848명의 재해

자1)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80,665명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57명에 이르며, 그중 964명이 사고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이 주로 사용되는 제조업의 현황을 보면, 2017년 제조업의 사고재해자는 21,676

명이며, 이중 20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사고재해자의 2017년 평균근로손

실일수는 약 26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 관련하여 2017년도에 사망재해 1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평균 344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종에서 발생

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를 발생형태, 발생사업장의 규모, 재해자의 근속기간, 재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1.1.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 현황 : 발생형태

재해의 발생형태는 끼임, 넘어짐, 물체에 맞음 등 재해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분이다. 재해의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재해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림 7>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의 발생형태별 분포

1) 재해자수(명)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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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의 발생형태별 재해발생 건수

구분 끼임 넘어짐
물체에 

맞음
떨어짐 부딪힘

절단·베

임·찔림

깔림·

뒤집힘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기타

제조업 

사고 재해
99,569 31,353 27,034 26,467 24,604 24,266 6,975 6,133 23,526

산업용 

로봇 재해
187 6 12 14 141 4 2 1 6

제조업 재해는 끼임(36.9%)>넘어짐(11.6%)>물체에 맞음(10.0%)>떨어짐(9.8%)>절단‧베임‧찔림

(9.0%)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는 끼임(50.1%)>부딪힘(37.8%)>떨어짐(3.8%)>물체에 맞음(3.2%) 순으

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끼임과 부딪힘 재해 두 가지 형태가 전체 산업용 로봇 재해의 약 88%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로봇의 재해가 가동중인 로봇의 매니퓰레

이터와 주변기기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가동중인 로봇의 매니퓰레이터에 부딪혀 발

생하는 것으로 가동중인 로봇과 신체의 접촉으로 인한 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 현황 : 규모별

사고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와 재해발생의 상

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8>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의 사업장 규모별 발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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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건수

구분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

15인

16인 ~

29인

30인 ~

49인

50인 ~

99인

100인 

~

199인

200인 

~

299인

300인 

~

499인

500인 

~

999인

1,000인 

~

1,999인

2,000인 

이상

제조업

사고 재해
64,346 41,855 28,996 34,884 21,607 17,522 9,718 3,708 2,293 1,643 1,611 10,060

산업용 

로봇 재해
39 36 25 44 36 54 53 13 11 14 7 40

제조업 사고재해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5인미만(27.0%)>5인~9인(17.6%)>16인~29인

(14.6%)>10인~15인(12.2%)>30인~49인(9.1%) 순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에서 전체 제조업 사고재해자의 80.5%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수록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적고,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는 근로자수 50인~99인(14.5%)>100인~199인(14.2%)>16인~29인

(11.8%)>2000인이상(10.8%)>5인미만(10.5%)>5인~9인(9.7%)=30인~49인(9.7%)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의 재해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는 사업장의 규모와 뚜렷한 상관 관계없이 전규모에 걸쳐 큰 차이 없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사업장의 규모가 다양하

며, 규모에 상관없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 현황 : 근속기간

사고재해자의 근속기간 분석을 통하여 재해자의 숙련도와 사고 발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9>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의 근속기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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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의 근속기간별 재해발생 건수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 3년 

미만

3년 ~ 4년 

미만

4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이상

제조업

사고 재해
115,339 32,159 33,665 19,075 12,048 8,517 22,536 16,647 8,237

산업용 

로봇 재해
128 43 44 28 14 14 32 33 35

제조업 사고재해자는 근속기간에 따라 6개월미만(42.7%)>1년~2년 미만(12.5%)>6개월~1년 미

만(11.9%)>5년~10년 미만(8.3%)>2년~3년 미만(7.1%)>3년~4년 미만(4.5%) 순으로 발생하는 등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재해자가 전체 제조업 사고재해자의 54.6%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해자 분포를 통하여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는 6개월미만(34.3%)>1년~2년 미만(11.8%)>6개월~1년 미만

(11.5%)>20년 이상(9.4%)>5년~10년 미만(8.6%)>2년~3년 미만(7.5%)>3년~4년 미만(3.8%)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9.4% 발생하는 것으로 

제조업 전체 재해자 중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1% 발생하는데 반하여 약 3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 재해자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자의 근속기간별 재해발생 경향을 보면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은 20

년 이상 근속하여도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조업 전체 재해 대비 약 3배 이상 높아 숙련공

에 의한 재해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 산업용 로봇 관련 재해자 현황 : 근로손실일수

지난 10년간 제조업 사고재해자의 평균근로손실일수 283일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653일로 제조업 사고재해자 대비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재해 발생시 부상의 정도가 제조업 전체 사고재해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고 발생시 매우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산업용 로봇 관련 사고재해자의 연도별 평균근로손실일수

구  분 평균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제조업 사고 재해

평균근로손실일수
283 297 243 277 300 305 304 280 280 273 260

산업용 로봇 재해

평균근로손실일수
653 454 724 829 528 995 247 697 994 683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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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년간 제조업종 산업용 로봇의 재해 분석결과 시사점

지난 10년간 제조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를 분석한 결과, 주요한 재해발

생 형태는 끼임, 부딪힘으로 운전중인 로봇과 근로자가 비정상적으로 접촉하여 신체에 물리적

인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의 재해가 사업장의 규모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 산업

용 로봇에 의한 재해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 재해자의 근속기간별 재해발생 경향을 보면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일반적으로 재

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산업용 로봇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산업용 로봇은 

20년 이상 근속하여도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조업 전체 재해 대비 약 3배 이상 높아 숙

련공에 의한 재해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종 전체 재해자의 평균근로손실일수 283일인 반면,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653일로 제조업 사고재해자 평균 대비 2.3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 발생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업용 로봇 관련 중대재해 분석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중대재해2) 분석은 2008년 이후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생한 28건에 대

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시 주요 항목은 다

음과 같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업종(중업종 구분) : 산업용 로봇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업종

(중업종)을 분석하여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업종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해자의 근속기간 : 재해자가 중대재해 발생시까지 해당사업장에서 얼마나 근속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근속기간이 중대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해발생 작업장(산업용 로봇 셀)의 방책3) 설치상태 : 재해발생 당시 해당 산업용 로봇 셀

의 방책 설치상태를 파악하여 방책의 설치상태와 재해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방책

의 설치상태는 ① 방책의 유무, ② 방책내 개구부의 유무, ③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방호조

치의 유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해발생 공정 :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정이 어떤 작업을 위한 공정인지를 파악하여 분석하

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방책 : 작업자를 위험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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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로봇의 형상에 따른 분류 : 중대재해의 기인물로 작동한 산업용 로봇을 로봇의 형상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해 로봇의 용도에 따른 분류 : 중대재해의 기인물로 작동한 산업용 로봇을 로봇산업 특수

분류4)에 따른 용도별 로봇 종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해 로봇의 제조사 : 중대재해의 기인물로 작동한 산업용 로봇을 국산/외국산 구분하고,

제조사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재해발생시 작업내용 : 중대재해 발생당시 재해자의 작업내용이 교시(티칭), 운전, 수리‧점

검 등 인지여부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재해발생 시간(주간/야간) :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간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발생빈도

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재해자의 국적 : 재해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발생빈도를 파악하여 분

석하였다.

․재해발생시의 작업형태(단수/복수) :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의 작업형태를 구분하여 발생형

태가 중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업종 현황

<표 1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업종현황

구  분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

기계기구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건  수 12건 2건 2건 2건 10건

점유율 42.9% 7.1% 7.1% 7.1% 35.7%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12건

(42.9%)이 발생하였으며, 기계기구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화학

제품제조업에서 각각 2건(7.1%) 발생하였으며, 기타 육상화물취급업, 식료품제조업, 고무제품제

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등 10개업종에서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 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과 기계기구제조업 등은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산

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자동차산업 연관분야에서 전체 중대재해의 절반가량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로봇산업 특수분류 :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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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해자의 근속기간 현황

<표 13> 중대재해 재해자의 근속기간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확인불가

건  수 10건 8건 3건 1건 5건 1건

점유율 35.7% 28.6% 10.7% 3.6% 17.9% 3.6%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 중 10건(35.7%)이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서 발생하였

으며, 8건(28.6%)가 근속년수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등 대체로 근속년

수가 적은 근로자에게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로 볼 때, 근속년수가 짧을수록 중대재해 발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

만,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숙련근로자에게서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1건은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재해발생 작업장(산업용 로봇 셀)의 방책 설치상태 

2.3.1. 방책의 설치여부

<표 14> 방책의 설치여부 

구  분 방책 설치 방책 미설치

건  수 23건 5건

점유율 82.1% 17.9%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 중 5건은 방책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용 로봇 셀

을 설치한 경우로 나타났다. 5건중 2건은 CNC가공 관련 공정이었으며, 2건은 프레스가공 공

정, 1건은 곡물가공공정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23건은 방책에 개구부가 없이 완벽하게 설치되었거나, 일부구간에 개구부가 있더라도 

방책을 설치하여 산업용 로봇 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3.2. 방책 개구부의 유무

<표 15> 방책 개구부의 유무

구  분
개구부 있음

(방책 미설치 포함)
개구부 없음 

건  수 26건 2건

점유율 9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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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 중 26건(92.9%)은 방책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방책이 

설치되었더라도 재해자가 로봇의 가동범위에 접근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는 형태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의 주요형태인 가동중인 산업용 로봇 시스템에 작업

자가 임의로 접근하여 매니퓰레이터 또는 말단장치에 맞거나 끼이는 형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위험영역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나, 일부 개구부를 방치하거나 방책을 전혀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작업자의 위험영역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초래한 것으

로 판단된다.

2.3.3.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방호조치의 유무(방호조치 유형)

<표 16> 개구부 방호조치의 유무

구  분

개구부 방호조치 개구부 

방호조치 

없음 

확인불가
안전플러그 안전매트

감응형

(비접촉식)

건  수 2건 0건 1건 21건 2건

점유율 7.7% - 3.8% 80.8% 7.7%

산업용 로봇 셀의 방책에 개구부가 존재하거나 방책이 미설치되었을 때 해당 개구부에 대하

여 방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3건(1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21건(80.8%)는 개구부에 대한 

적절한 방호조치가 없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2건은 방호조치 유무의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개구부 방호조치 중 안전플러그는 원래 방책에 출입문에 설치할 경우 방책의 연속성을 확보

하기 위한 장치이나, 상기의 개구부 방호조치 중 2건의 경우 안전플러그를 적정하게 설치하지 

못하여 출입문이 개구부와 같은 형태로 방치되게 한 경우이다.

비접촉식 감응형 방호장치는 라이트 커튼이나 레이저 스캐너와 같은 것으로 물리적 접촉이 

아닌 광전자식 감응원리에 의해 신체를 감지하는 장치이며, 안전매트는 접촉식 감응형 방호장

치로 설치된 안전매트를 작업자가 밟게 될 경우 압력감지방식으로 작업자의 존재를 감지하는 

장치이다.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는 산업용 로봇 셀에 방책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위험영역 접근을 근

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가공물의 투입, 배출 등의 목적으로 컨베

이어 등이 설치되거나 가공물의 적재장치가 설치되는 등의 이유로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이를 

통한 위험영역 접근을 차단 또는 감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개구부에 대

한 방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호조치가 없이 개구부가 방치되어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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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방책이 있는 경우 출입문 연동장치의 상태

<표 17> 출입문 연동장치의 상태

구  분 정상설치 미설치 또는 비정상설치 확인불가

건  수 12 10 1

점유율 52.2% 43.5% 4.3%

산업용 로봇 셀의 방책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인 23건 중 출입문에 설치하여야 하는 연동장

치를 정상적으로 설치한 경우 12건(52.2%)이며,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비정상상태로 설

치하여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던 경우가 10건(43.5%), 1건은 설치여부 확인이 불가하였다.

2.4. 재해발생 공정에 따른 분류

<표 18> 재해발생 공정

구  분 용접공정 CNC가공공정 프레스가공공정 포장공정 기타공정

건  수 9건 5건 5건 4건 5건

점유율 32.1% 17.9% 17.9% 14.3% 17.9%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공정은 용접공정 9건(32.1%), CNC가공공정 5건 

(17.9%), 프레스가공공정 5건(17.9%), 포장 4건(14.3%) 순이었으며, 기타 공정으로는 시험, 주형

성형, 세척, 조립, 제품제조 공정이 각각 1건씩 존재하였다.

용접공정에서 발생한 9건 중 8건은 자동차업종과 관련 있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가해 로봇의 형상에 따른 분류

<표 19> 가해로봇의 형상에 따른 분류

구  분 수직다관절로봇 직교로봇

건  수 27건 1건

점유율 96.4% 3.6%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직다관절로봇(vertical articulated robot)에 의한 재해가 27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교로봇(cartesian robot)에 의한 재해가 1건 발생하였다.

다관절로봇에 의한 재해가 대부분인 이유는 직교로봇은 매니퓰레이터가 직선운동을 하여 작



- 39 -

업영역의 식별이 명확한데 반하여, 다관절로봇의 경우 관절의 회전에 의해 구동되므로 작업영

역의 식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다관절로봇의 공구중심점(TCP, Tool Center Point)의 

속도가 정상운전중 250mm/s 이상으로 설정되어 구동되는 점,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 셀에 설

치된 로봇이 다관절로봇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6. 가해 로봇의 용도에 따른 분류

<표 20> 가해로봇의 용도에 따른 분류

구  분 이송용 용접용 적재용

건  수 19건 5건 4건

점유율 67.8% 17.9% 14.3%

중대재해를 일으킨 로봇을 작업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부품이나 물건의 이송운반을 위한 이

송용 로봇에 의한 재해 19건(67.8%), 용접용 로봇에 의한 재해 5건(17.9%), 적재용 로봇에 의한 

재해 4건(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 시스템에 설치된 말단장치(end effector)의 종류에 따라서 로봇의 작업내용이 결

정되는데, 주로 물건을 집어 다른 위치로 옮기기 위한 이송용 말단장치 및 적재용 말단장치를 

부착한 로봇에 의해서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대부분 이송도중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제대로 이송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작업자가 안전

조치 없이 개구부를 통하여 로봇에 접근하였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크용접 또는 저항용접 등 용접장치를 부착한 로봇에 의한 재해는 주로 용접 도중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로봇이 가동이 중지되었을 때 접근하여 확인 중 로봇이 불시에 기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가해 로봇의 제조사에 따른 분류

<표 21> 가해로봇의 제조사

구  분
국산 외국산 확인

불가H사 D사 F사 KA사 KU사 N사 Y사

건  수 4건 3건 2건 6건 1건 1건 10건 1건

점유율 14.3% 10.7% 7.1% 21.4% 3.6% 3.6% 35.7% 3.6%

중대재해가 발생한 산업용 로봇을 국산/외국산로 구분해 본 결과 7건(25%)가 국산 로봇에 

의한 재해였으며, 21건(75%)가 외국산 로봇에 의한 재해였다.

가해 로봇의 각 제조사별 현황을 보면 외국 Y사 10건(35.7%), 외국 KA사 6건 (21.4%), 국산 

H사 4건(14.3%), 국산 D사 3건(10.7%)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분포는 각 메이커의 시장점유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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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로봇의 제조사와 중대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2.8. 재해발생시 작업내용에 따른 분류

<표 22> 재해발생시 작업내용

구  분 교시(teaching) 운전 수리점검 청소

건  수 0건 9건 17건 2건

점유율 - 32.1% 60.7% 7.1%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재해자의 작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산업용 로

봇 셀 내에서 산업용 로봇 시스템 또는 관련 설비의 이상발생시 수리점검 도중 발생한 재해가 

17건(60.7%)이며,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정상운전중 발생한 재해가 9건(32.1%), 산업용 로봇 셀

내에서 청소작업중 발생한 재해가 2건(7.1%)를 차지하였다.

종래에는 교시5)(敎示, teaching 또는 수동감속 제어)작업시 많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최근 10년간 교시 작업중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리점검도중 발생한 재해와 청소작업중 발생한 재해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로

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금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하였을 경우 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관리‧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재해유발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9. 기타 사항

기타 재해 분석을 통하여 재해발생 시간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의 국적에 따른 중대재

해 발생현황, 작업형태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9.1. 재해발생 시간(주간/야간)

<표 23> 중대재해 발생시간

구  분 주간(6시~18시) 야간(18시~6시)

건  수 19건 9건

점유율 67.9% 32.1%

5) 교시 :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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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 중 19건(67.9%)이 주간에 발생하였고, 9건(32.1%)가 야간에 발

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말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업

무상사고 사망재해의 재해발생시기 자료에서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재해(총 969건) 중 야간(18

시부터 익일 6시)에 발생한 재해(130건)가 13.4%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산업용 로봇에 의

한 중대재해의 야간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9.2. 재해자의 국적

<표 24> 중대재해 재해자의 국적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건  수 26건 2건

점유율 92.9% 7.1%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의 재해자 국적은 내국인이 26건(92.9%), 외국인이 2건(7.1%)으

로 분석되었다.

2.9.3. 재해발생시의 작업형태(단수/복수)

<표 25> 중대재해 재해자의 작업형태

구  분 단독 복수

건  수 23건 5건

점유율 82.1% 17.9%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의 작업형태는 단독작업이 23건(82.1%), 복수작업이 5건(17.9%)

으로 분석되었다.

3. 산업용 로봇 중대재해 사례

3.1. CNC 선반에 접근하여 절삭공구 교환중 끼임

CNC자동화 공정에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가공물을 loading/unloading하는 형태로 공정을 

자동화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본 재해도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기 위하여 CNC선반과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는 공정을 설치

하였으나, 산업용 로봇 셀의 방책을 불완전하게 하여 방책에 개구부가 존재하였으며, 재해자가 

개구부를 통하여 셀 내부로 진입하여 CNC선반의 절삭공구를 교체하는 도중 로봇이 작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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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월 00일 05:35분경 경남 ○○○ ○○○ ○○○ 소재 ○○○ 베벨기어가공 CNC선반 자

동화공정에서 재해자가 로봇 작동영역 내부로 진입하여 CNC 선반의 절삭공구 인서트(Insert)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되는 로봇의 그리퍼(Gripper)와 CNC 선반 사이에 끼이는 재

해가 발생하여 2018년 0월 0일 사망한 재해

1. 사업장의 업종(대업종/중업종/소업종)
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

공업/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2. 재해자의 근속기간 1년~2년미만

3. 재해발생시간 야간(05:35경)

4. 재해자의 국적 외국인

5. 재해발생시 작업형태 단독

6. 방책의

설치상태

6-1. 방책의 유무 설치되어 있음

6-2. 방책내 개구부의 유무 방책에 개구부가 있음

6-3. 개구부 방호조치의 유무 개구부에 방호조치 없음

6-4. 출입문 연동장치 유무 연동장치 설치되었으나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 상태임

7. 재해발생 공정 CNC가공

8. 가해 로봇의 형상 분류 다관절 로봇

9. 가해 로봇의 용도 분류 이송용 로봇(가공품 loading/unloading)

10. 가해 로봇의 제조사 외국산 Y사

11. 재해발생시 작업내용 정상운전 중

12. 설비적 측면의 주요원인 방책의 불완전한 설치

13. 재해예방대책 방책의 정상설치 및 출입문 연동장치 정상설치

로봇의 말단장치인 그리퍼(Gripper)와 CNC선반 사이에 끼이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 공정에서 작업자는 소재를 수작업으로 적재부에 공급하면 로봇이 소재를 집어서 

CNC선반에 장착 후 1차가공, 에어세척, 다른 CNC선반에 장착 후 2차 가공, 취출의 과정을 거

치고 작업을 마친 소재는 수작업으로 완제품 박스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재해가 발생한 시간은 05시 35분경으로 추정되며, 작업자는 외국인이었으며, 해당공정에서 

단독 작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로봇 셀의 방책을 개구부가 없는 형태로 설치하여 

개구부를 통한 위험영역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2. 컨베이어 라인에 접근하여 점검 중 끼임

제품의 포장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산업용 로봇이 제품박스를 차례로 적재하면 자동래핑기

에 의해서 래핑 후 출고하는 공정에서 작업자가 해당 로봇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수리를 위하

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로봇 가동범위내롤 접근하여 점검중 로봇이 불시에 

기동하여 말단장치에 의해 목과 어깨가 끼이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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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5 21시 21분경 충북 ○○군 소재의 (주)○○○○○○ 내에서 포장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주)

○○○의 산업용 로봇 운전자가 컨베이어라인의 로봇에서 경보음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 들어가 에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로봇의 손 부분(Attachment)에 목과 어깨부

분이 끼어 재해를 입은 사고로 119구출 후 이송 중 사망한 재해

1. 사업장의 업종(대업종/중업종/소업종) 제조업(도료제품또는유지가공제품제조업)

2. 재해자의 근속기간 4년

3. 재해발생시간 야간(21:21경)

4. 재해자의 국적 내국인

5. 재해발생시 작업형태 단독

6. 방책의

설치상태

6-1. 방책의 유무 설치되어 있음

6-2. 방책내 개구부의 유무 방책에 개구부가 있음

6-3. 개구부 방호조치의 유무 개구부에 방호조치 없음

6-4. 출입문 연동장치 유무 확인불가

7. 재해발생 공정 포장공정

8. 가해 로봇의 형상 분류 다관절 로봇

9. 가해 로봇의 용도 분류 이송용 로봇(제품 이송적재)

10. 가해 로봇의 제조사 외국산 KA사

11. 재해발생시 작업내용 수리점검 중

12. 설비적 측면의 주요원인 방책 내 개구부 존재

13. 재해예방대책 위험영역과 격리되도록 방책에 개구부 없이 설치

2014년 2월 14일(금) 20시19분경 ○○○○시 ○○군 소재 (주)○○○○○○○ 생산동 ○○○○ 차체

조립 라인에서 재해자가 당해 작업라인(7공정∼8공정 라인)이 아닌 무인공정(11공정 15호)에서 로봇

과 지그사이에 재해자의 머리 부위가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

재해가 발생한 포장공정은 방책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아 개구부가 존재하며, 보호영역내 

근로자의 접근을 감지하여 로봇의 작동을 차단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

로 조사되었다.

3.3. 차체 용접라인에 접근하여 끼임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SPOT용접용 로봇이 다수 설치된 셀 내부로 작업자가 

진입하여 로봇에 머리부위가 협착된 재해이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 재해자가 접근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재해자가 로봇의 가동영역내로 

들어갈 수 있는 개구부가 존재하였고, 출입문에 설치된 연동장치(안전플러그)는 정상적으로 설

치되어 있지 않아 문이 열려도 로봇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형태로 설치되어 로봇의 정상

운전중에 작업자가 셀 내부의 보호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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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업종(대업종/중업종/소업종) 제조업/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부분품제조업

2. 재해자의 근속기간 2년2개월

3. 재해발생시간 야간(20:19경)

4. 재해자의 국적 내국인

5. 재해발생시 작업형태 단독

6. 방책의

설치상태

6-1. 방책의 유무 설치되어 있음

6-2. 방책내 개구부의 유무 방책에 개구부가 있음

6-3. 개구부 방호조치의 유무 개구부에 방호조치 없음

6-4. 출입문 연동장치 유무 연동장치 있으나 설치상태 불량하여 기능 무효화

7. 재해발생 공정 용접공정

8. 가해 로봇의 형상 분류 다관절 로봇

9. 가해 로봇의 용도 분류 용접용 로봇(SPOT용접)

10. 가해 로봇의 제조사 외국산 Y사

11. 재해발생시 작업내용 미상

12. 설비적 측면의 주요원인 방책 내 개구부 존재 및 출입문연동장치 설치상태 불량

13. 재해예방대책 방책 개구부 없이 설치하고 출입문 연동장치 정상설치

2010. 7.30 23:00 경 ○○시 ○○면 ○○○ 소재 (주)○○○○에서 400톤 프레스 가공라인에서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기동 스위치를 누른 순간 라인 중의 4호 프레스에서 점검중인 재해자가 이송용 로봇

의 수평이동으로 로봇의 팔(arm)과 프레스 하금형 사이에 가슴과 안면부가 협착되어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2010. 7.31일 사망한 재해임

1. 사업장의 업종(대업종/중업종/소업종) 제조업/전자제품제조업/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

2. 재해자의 근속기간 17년 10개월

3. 재해발생시간 야간(23:00경)

4. 재해자의 국적 내국인

5. 재해발생시 작업형태 복수

3.4. 프레스 가공라인에 접근하여 끼임

프레스를 이용한 연속가공 공정에서 각 프레스 간 가공물을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사용된 경우이다.

재해발생 공정에는 총 6대의 프레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공정간 이송을 위하여 흡착용 

말단장치를 부착한 이송용 직교좌표로봇이 설치되어 작업 중이었으며, 프레스의 금형을 수리‧

조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작업자가 기동스위치를 가동함

으로써 이송용 로봇에 협착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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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책의

설치상태

6-1. 방책의 유무 방책 미설치

6-2. 방책내 개구부의 유무 방책 미설치

6-3. 개구부 방호조치의 유무 방책 미설치

6-4. 출입문 연동장치 유무 방책 미설치

7. 재해발생 공정 프레스가공공정

8. 가해 로봇의 형상 분류 직교좌표로봇

9. 가해 로봇의 용도 분류 이송용로봇

10. 가해 로봇의 제조사 미상

11. 재해발생시 작업내용 수리점검(프레스 금형 수리‧점검)

12. 설비적 측면의 주요원인 방책 미설치

13. 재해예방대책 방책 및 출입문(연동장치 포함) 설치

2014년 7월 1일(화) 13:30경 ○○시 ○○면 ○○○○ 소재한 ㈜○○○의 곡물 박스포장 공정 내에서,

피재자가 롤러 컨베이어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산업용 로봇의 아래로 들어가 롤러를 끼우는 수

리작업을 하려던 중, 롤러 컨베이어에 설치되어 있던 접근 감지센서와 연동되어 불시에 작동한 로봇

의 매뉴퓰레이터 끝단과 롤러 컨베이어의 프레임 사이에 상체를 눌리게 되고, 119를 통해 병원에 후

송된 후 사망한 재해임

1. 사업장의 업종(대업종/중업종/소업종) 제조업/식료품제조업/기타식료품제조업

2. 재해자의 근속기간 8년

3. 재해발생시간 주간(13:30경)

4. 재해자의 국적 내국인

5. 재해발생시 작업형태 단독

6. 방책의

설치상태
6-1. 방책의 유무 방책 미설치

3.5. 곡물 포장공정에서 수리중 끼임

곡물도정공장에서 포장된 곡물박스를 파렛트에 적재하는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여 

작업중이었으나, 로봇의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운전중 로봇과 연동된 컨베이어 점검중 

불시에 기동된 로봇에 협착된 재해이다.

종래에는 기계관련 산업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 이와 같이 식료품제조업 등 

다양한 현장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의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방책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로봇만 설치하여 운용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본 재해는 근로자수가 6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였다는 

점과 산업용 로봇에 방책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6 -

6-2. 방책내 개구부의 유무 방책 미설치

6-3. 개구부 방호조치의 유무 방책 미설치

6-4. 출입문 연동장치 유무 방책 미설치

7. 재해발생 공정 포장공정

8. 가해 로봇의 형상 분류 다관절 로봇

9. 가해 로봇의 용도 분류 이송적재용 로봇

10. 가해 로봇의 제조사 외국산 N사

11. 재해발생시 작업내용 수리점검

12. 설비적 측면의 주요원인 방책 미설치

13. 재해예방대책 방책 및 출입문(연동장치 포함) 설치

4. 시사점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중대재해 28건의 분석결과, 27건은 산업용 로봇 셀을 설치할 때 방책

이 작업자가 로봇 셀의 보호영역내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적정하게 설치된 상태였다면 예

방이 가능한 재해로 추정된다.

즉, 방책 설치시 개구부가 없도록 설치하고, 가공물의 출입을 위하여 개구부가 존재할 수밖

에 없는 경우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또는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는 등 방책 성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셀 내부 출입을 위한 출입문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셀 내부로 진입할 경

우 보호정지가 유발되어 가동중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정지되도록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면 예

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1건은 개구부에 광선식 안전장치인 포토센서를 설치하였으나 재해자가 개구부를 통

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가동이 정지되지 않아 발생한 재해로 이 경우는 안전장치의 성

능수준이 국제규격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자동차관련업종이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으로 28건의 재해는 대

부분 이 자동차관련업종 등에서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 산업용 로봇이 많이 사용되는 전기전자

관련업종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사례는 패널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재해 1건이 

있었다. 또한, 식료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도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종래에 

산업용 로봇을 주로 사용하였던 기계관련 업종에서 다양한 분야로 산업용 로봇의 활용이 확대

되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용 로봇의 중대재해 분석을 통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 체계강화 및 교육 실시 등 관리‧교육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설비적인 측면

에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안전설비의 설치상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방책의 설치, 개구부의 안전조치, 출입문 관련 안전조치, 기타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배치설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책의 경우 재해사례에서 보듯이 전 구간에 대하여 완벽하게 위험원과 격리되도록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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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이 방책설치가 누락되어 개구부가 존재하는 등 설치

상태가 사업장마다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물의 출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방책에 개구부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

요하나 대부분 재해에서 개구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방책에 설치된 출입문의 경우, 방책 기능의 연속성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연동장치(인터록 장

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에서 연동장치가 무력화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1건에 불과하였지만 개구부에 설치된 감응형 방호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아서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와 같이 신뢰성이 확보된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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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제도 분석 및 재해분석을 통한 결론

제조업의 고도화,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는 급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의 고효율화와 위험작업의 대체를 위하여 산업용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는 그에 걸맞는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재해를 분석한 결과, 재해의 96.4%가 방책의 미설치 또는 설

치 불량 등 산업용 로봇 셀의 설치상태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용 로

봇의 재해발생 현황 분석과 국내‧외 산업용 로봇 관련한 안전기준, 현행 국내 제도 등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난 10년간 제조업 사고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약 283일인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약 653일로 제조업 사고재해자 대

비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방책 미설치 등 산업용 로봇 셀의 불완전한 설치에서 기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 셀을 사업장에 설치하는 단

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용 로봇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산

업용 로봇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산업용 로봇 셀에 필요한 방호장치

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방호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산업용 로봇 셀의 설치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

증에 대한 기준은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적

극 활용하되, 중대재해의 발생원인 및 산업현황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용 로봇 및 방호장치에 대한 제조단계 안전인증 제도 도입, 산업용 로봇 설치단계에서

산업용 로봇 셀에 대한 안전인증 실시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안전한 산업용 로봇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산업용 로봇의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호장치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산업용 로봇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

업장에서 재해발생 위험성에 대한 부담 없이 산업용 로봇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것이며, 이를 

통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 향상 방안 및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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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용 로봇 관련 안전성 향상 방안

2.1. 방책 관련 안전성 향상 방안

산업용 로봇 관련한 재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재해가 산업용 로봇 셀의 경계보호장치인 

방책의 미설치 또는 불완전한 설치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책의 설치와 관련되어 국내법에서는 높이를 1.8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 외

에 세부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표준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 사업장이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서 이러한 표준을 인용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또는, 국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인식수준이나 안전문화 수준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준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 실제 적용에 필요한 사항만을 발췌 또는 부분

적으로 인용하여 각 규정에 명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협동로봇을 제외한 일반 산업용 로봇의 방책 설치시 고려할 사안은 경계보호장치로서 방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호벽, 터널 설치 또는 개구

부의 최소화 등 물리적인 접근 차단조치를 하거나 개구부에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작업자가 보호영역 내부로 접근시 로봇 가동을 정지함으로써 로봇과 작업자의 접촉을 방지하

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안전거리를 고려한 방책의 설치 높이, 안전거리를 고려한 방책 재료의 틈새 크기 기

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책 하부를 통한 하지접근 등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인터록장치(연동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세

부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2.2. 감응형 방호장치 관련 안전성 향상 방안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 셀 설치시 사용되는 안전장치 중 안전매트 만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안전매트 외에 라이트커튼, 레이져스캐너, 인터록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에서는 이들 장치에 대한 CE인증이 필수이며, 관련 기준에서 성능수준을 준수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셀을 구성할 경우 사용되는 안전장치에 대하여 국제표준에

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국내의 관련산업이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하기 못하였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러한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설치통합자의 수준 향상 방안

산업용 로봇 셀을 설치하는 통합자에 대한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용 로봇 설치관련 

자격 또는 면허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SI업계 관

련 종사자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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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용 로봇 관련제도 개선 방안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제도는 산업용 로봇의 제조‧수입단

계에서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검사 제도가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자가 산업용 로봇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에 관한 성능을 준수하여 제조하고 이를 신고하는 제도로 산업용 로봇 자체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 안전성능 확보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은 공장에서 제조되어 출고된 다음, 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로봇에 필요한 말단장치를 부착하는 등 작업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시스템 

형태로 설치하고, 안전을 위한 방책 등을 추가 설치하여 산업용 로봇 셀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산업용 로봇 셀의 방책이나 감응형 방호장치 

등의 설치상태에 따라 재해발생이 가능성이 있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즉,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용 로봇 자체의 안전도 중요하나,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구성 및 

산업용 로봇 셀의 설치 상태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

는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여 근원

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산업용 로봇 셀에 사용되는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 즉, 라이

트커튼, 레이져스캐너, 인터록장치,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절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용 안전매트만 유일하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종래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서 안전매트만 안전장치로 언급되어 실

시된 조치로 추정된다.

아울러, 현재 산업용 로봇의 사용단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 제도가 마련되어 시

행중이다. 그러나, 설치단계에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중 검사가 

도입되어 기존 사용중인 설비를 안전검사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

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업용 로봇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3.1. 산업용 로봇의 제조단계 안전성확보 방안

산업용 로봇의 제조단계에서 현재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산업용 로봇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강화하여 인증기관이 직접 안전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용 로봇 셀에 사용되는 안전장치인 라이트커튼, 레이져스캐너, 안전매트, 인터록장

치, 비상정지장치 등도 방호장치로서 제조단계에서 안전성 확인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 산업용 로봇의 설치단계 안전성 확보방안

현재 산업용 로봇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는 법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셀 형태로 설치하여 가동하기 전 단계에서 설치된 셀이 안

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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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셀을 설치할 경우 제조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로봇 및 방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되고, 셀의 중요한 안전요소인 방책(울타리)의 설치상태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주요 재해요인인 불완전한 방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설치단계 산업용 로봇 셀에 대한 인증은 개별제품심사를 통하여 모든 셀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후단 단서에 따라 

협동로봇의 설치단계에서 법적 안전인증이 아닌 형태로 실시되는 협동로봇의 설치상태에 대한 

인증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럴 경우 협동로봇의 수요기업에

서도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의 적용과 법적 안전인증을 통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협동로봇 시

스템에 대한 인증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산업용 로봇 셀의 설치단계에서 방책

과 방호장치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재해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0> 산업용 로봇관련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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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robots are taking up more and more in domestic industries due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y,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safety standards and legal systems for safe use

of industrial robots, and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industrial robots are continuously

occurr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industrial robots by analyzing the accident cases by industrial robots and presenting

measures for improving safety of industrial robot systems and related systems by reviewing

domestic and overseas industrial robot safety management systems.

The analysis of industrial robot-related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2008-2017) showed that the average number of days lost to industrial robot accident

victims was 653 days compared to 283 day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about

2.3 times higher.

In addition, 28 fatal accidents have been caused by industrial robots since 2008. Among

them, 9 were found to have been in operation and 19 were under repair, inspection and

cleaning. The main cause of such fatal accident was 27 cases (96.4 percent) due to unsafe

installation of the measures installed to keep the robot inaccessible to workers.

Incomplete installation of the fence,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fatal accident, is

judged to be due to lack of standard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the fence, and lack of

safety verification procedures when installing the industrial robot system.

As a countermeasu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safety standards to be

followed during the installation phase of industrial robots and to verify compliance with

the safety standards as an institutional device. In addition, it is deemed urgent to introduce

a legal safety verification system for safety devices related to industrial robots to ensur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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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년도

지역 중업종 근속기간
발생시간
(주간/야간)

국적
작업
형태

방책
유무

방책
개구부
유무

개구부 
방호조치

유무

방책
출입문
연동장치

재해
발생
공정

로봇
용도

제조사
작업
내용

2008 강원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1년 ~
2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미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방책 없음
CNC
가공

이송
국산
D사

운전

2009 인천 고무제품제조업
6개월 ~
1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미설치 세척 이송
외국산
F사

운전

2009 전북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4개월 ~
5개월 
미만

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조립 이송
국산
D사

수리
점검

2010 경기 전자제품제조업
10년 ~
20년 미만

야간 내국인 복수 미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방책 없음
프레스
가공

이송 미상
수리
점검

2010 대전

전기기계기구ㆍ
전자제품ㆍ계량
기ㆍ광학기계ㆍ
기타정밀기구제

조업

10년 ~
20년 미만

주간 내국인 복수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상태 
불량

제품
제조

이송
적재

국산
D사

수리
점검

2010 전남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1년 ~
2년 미만

주간 내국인 복수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용접 용접
국산H
사

청소

2010 광주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6개월 ~
1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용접 용접
외국사
KA사

수리
점검

2010 경북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4년 ~
5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없음 해당없음
설치상태 
불량

CNC
가공

이송
외국산
KA사

수리
점검

2010 대구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2년 ~
3년 미만

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용접 이송
외국산
Y사

수리
점검

2011 충남
금속재료품제조

업
10년 ~
20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시험 이송
외국산
K사

수리
점검

2012 충남

비금속광물제품
및금속제품제조
업또는금속가공

업

6개월 ~
1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용접 용접
외국산
KA사

수리
점검

부 록

<산업용 로봇 중대재해 목록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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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년도

지역 중업종 근속기간
발생시간
(주간/야간)

국적
작업
형태

방책
유무

방책
개구부
유무

개구부 
방호조치

유무

방책
출입문
연동장치

재해
발생
공정

로봇
용도

제조사
작업
내용

2012 충남 화학제품제조업
2개월 ~
3개월 
미만

야간 내국인 복수 설치 확인불가 확인불가
설치상태 
불량

포장 이송
외국산
KA사

수리
점검

2012 광주

비금속광물제품
및금속제품제조
업또는금속가공

업

1개월 ~
2개월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미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방책 없음
프레스
가공

이송
외국산
F사

수리
점검

2012 울산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20년 이상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용접 이송
국산H
사

수리
점검

2012 대구 기계기구제조업
2년 ~
3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상태 
불량

프레스
가공

이송
외국산
Y사

수리
점검

2013 충남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0년 ~
20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주형
성형

이송
국산H
사

수리
점검

2014 전북 기타제조업
1개월 
미만

주간 내국인 복수 미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방책 없음
CNC
가공

이송
외국산
Y사

운전

2014 전북 식료품제조업
2년 ~
3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미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방책 없음 포장
이송
적재

외국산
N사

수리

2014 울산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2년 ~
3년 미만

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상태 
불량

용접 용접
외국산
Y사

미상

2015 광주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5년 ~
10년 미만

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광선자식
방호장치

설치 용접 이송
외국산
KA사

수리
점검

2015 경남
전기기계기구제

조업
3년 ~
4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없음 해당없음
설치상태 
불량

프레스
가공

이송
외국산
Y사

수리

2015 대구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4년 ~
5년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연동장치
설치상태 
불량

프레스
가공

이송
외국산
Y사

수리

2015 경북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6개월 ~
1년 미만

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용접 이송
외국산
Y사

운전

2016 충북 화학제품제조업
1년 ~
2년 미만

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포장
이송
적재

외국산
KA사

수리
점검

2016 경남 기계기구제조업
4개월 ~
5개월 
미만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연동장치
설치상태 
불량

CNC가
공

이송
국산H
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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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년도

지역 중업종 근속기간
발생시간
(주간/야간)

국적
작업
형태

방책
유무

방책
개구부
유무

개구부 
방호조치

유무

방책
출입문
연동장치

재해
발생
공정

로봇
용도

제조사
작업
내용

2017 경북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ㆍ자동차
및모터사이클수

리업

1개월 
미만

주간 외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용접 용접
외국산
Y사

운전

2018 전남 육상화물취급업 확인불가 주간 내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연동장치
설치상태 
불량

포장
이송
적재

외국산
Y사

청소

2018 경남

비금속광물제품
및금속제품제조
업또는금속가공

업

1년 ~
2년 미만

야간 외국인 단독 설치
개구부 
존재

없음 설치
CNC가

공
이송

외국산
Y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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