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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봇팔에 리벳자르개(rivet buster), 파괴해머(demo 

hammer), 치핑해머, 로터리해머, 임펙트 렌치, 그라인더 등의 

기기가 부착되어 가설장비 및 비계 등의 철거작업에 활용됩니다. 

실제로 Zero-gravity 

Arm을 사용해본 목공

이 수작업 대비 작업생

산율이 최대 300%까지 

상승한 것을 체감하였음

을 밝힌 만큼, 향후 활용

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kso Bionics 社는 중

량 공구 지지 로봇 팔이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

고 생산성을 높여줄 뿐

만 아니라 작업 품질 역

시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외에도 자율주

행이 가능한 ‘이동로봇’,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협동로봇’ 

등이 개발되어 다양한 산업 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

동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공동작업(human-robot work 

collaboration)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작업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능을 더욱 강화하

고 있습니다. 작업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로

봇의 오작동이나 안전장치 손상 등의 문제가 작업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협동 로봇에 다음 네 가지 안전장치 중 하나가 탑재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Safety-rated monitored stop (안전등급에 따른 관찰 및 정지): 특정 공간 내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할 

  경우 로봇이 작업을 중지합니다. 작업자가 해당 구역을 빠져나간 후에야 로봇이 다시 작업을 재개합니다.  

(2) Hand guiding (로봇 손 제어): 작업자가 안전 구역으로 접근했을 때에만 로봇이 작동 가능하도록 제어됩니다. 

(3) Speed and separation monitoring (속도 및 거리제어): 작업자가 접근할 때 로봇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며, 접촉이 발생하면 멈

  춥니다. 또한 로봇 스스로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4) Power and force limiting (전원 및 힘 제어): 접촉사고로 인해 로봇과 근로자가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

  화하는 기능입니다. 로봇이 충돌 위험을 감지했을 때 전원의 양 및 출력되는 힘의 세기를 낮춥니다. 특히 둥근 모서리와 부드러운 

  표면으로 설계되어 사람과의 접촉이 발생할 경우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협동로봇은 인간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안전설계가 필연적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작업자들에서 여전히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미국 로봇산업협회의 디렉터인 Carole Franklin은 “로봇 팔이 아무리 부드럽거나 둥글어도, 팔에 고정된 작업물(기구 등)이 날

카롭다면 사람에게 여전히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 간과하기 쉬운 한가지가 바로 다른 장비와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입

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의 협동작업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작업단계에 한정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로봇의 설계단계까지 위험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작업자와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현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안전사

고에 대한 위험요인 발생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기술 자체에만 연구를 한정하지 않고, 건설 작

업자와 로봇이 함께 작업하는 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작동하는 로봇 바로 옆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

는 작업자들을 위해서 로봇과의 협동작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You et al., 2018)  

사례와 같이, 작업자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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