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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봇의 안전 및 성능 평가 기술

요 약 

최근 인공지능의 급부상과 함께 서비스 로봇은 물론 산업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ICT 융합을 통한 HRI(Human Robot In-

teraction)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제조, 물류, 공공장소,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과 가까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하

는 지능로봇의 안전과 성능에 기반한 신뢰성 확보는 성장하는 

로봇 시장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실내외에

서 운용되는 개인지원로봇에 대한 기본 안전 요구 표준인 ISO 

13482가 공표되고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세계시장은 국제 표준

에 기반한 서비스 로봇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

내 로봇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 안전 요구조건과 검증에 필요한 위험 평가 프로세스

를 소개하고 서비스 로봇의 안전 및 성능 평가 기술과 표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Ⅰ. 서 론 

사람과 가까이에서 작업하거나 서비스하는 로봇에 대한 사람, 

자산, 환경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면서도 어려운 도전 과제이

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공공 환경에서 개인지원로봇이 활용될 

때, 로봇은 위험 상황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없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포함하여 로보틱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게 된다. 특히 개인지원로봇이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서비스하는 경우에 있어 

안전은 더욱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로봇 제조자는 기계류의 안전 표준인 ISO 12100과 

ISO 13849-1을 참조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 평가를 수행

하였으나, 자율 이동 및 사람과 근접에서 상호작용 하는 서비스 

로봇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지원 로봇의 안전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ISO 13482를 제정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지원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 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유럽, 중국, 일본, 중동 등 해외 시

장은 국제 표준을 적용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로봇 기업

은 국제 표준에 적합한 안전 검증 프로세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그러나 로봇의 시험 인증에 있어 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험과 평가 프로세스, 측정 기술의 부족은 비용과 시간의 부가

적 투자를 초래하고 로봇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로봇 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서비스 로봇 제품의 

안전 검증 프로세스 정립과 시험 측정 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필

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지원로봇의 안전 표준인 ISO 13482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로봇 제조자가 어려워하는 안전 검증을 위한 위

험 평가 프로세스를 예제를 통해 소개하고 서비스 로봇의 요소

기술에 대한 안전 및 성능 평가 기술과 국내외 표준 추진 활동

에 대하여 정리한다. 

2장에서는 ISO 13482의 대상 범위와 안전 관련 주요 요구조

건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국내 서비스 로봇을 대상으로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4장에서는 안전 및 성능 검증을 위

한 평가 기술과 표준에 대하여 정리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

다 

Ⅱ. ISO 13482 표준의 주요 내용 

인간과 근접에서 이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로봇의 특성

으로 인해 기존의 격리된 공간에서 운용되는 산업용 로봇의 안

전 규격만으로는 충분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ISO TC 

184/SC2(2016년부터 TC 299로 분리됨)에서 ISO 13482 표준

을 제정하였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은 산업 자동화 이외의 응용

분야에서 인간을 위해 유용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으로 정의

하고[2], 비상업적 임무에 사용되는 개인 서비스 로봇과 훈련된 

오퍼레이터에 의해 상업적 임무에 사용되는 전문 서비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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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한다. 공공 장소의 청소로봇, 사무실이나 병원의 물류 

로봇, 소방로봇, 재활로봇과 수술로봇 등은 전문 서비스 로봇에 

해당한다.

1. 개인지원로봇의 유형

ISO 13482에서는 개인지원로봇(personal care robot)의 안

전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등을 다루는데, 의료 로봇을 제외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을 수

행하는 비의료(non-medical) 분야의 서비스 로봇을 개인지원

로봇으로 정의하고[1], 다음 3가지 유형의 로봇을 주요 대상으

로 한다<그림 1>.

•  이동형 도우미 로봇(mobile servant robot): 가정이나 공

공 영역에서 개인과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주는 임무를 수

행하는 이동 가능한 로봇으로 가사 도우미 로봇, 교육 로

봇, 안내로봇 등을 들 수 있다

•  신체 보조 로봇(physical assistant robot): 개인의 능력을 

보강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사용자를 신체적으로 보조하

는 로봇으로 착용형 로봇이나 로보틱 보행 보조 디바이스

와 같은 비착용형 로봇이 이에 적용된다.

•  탑승형 로봇(person carrier robot): 의도하는 도착지로 사

람을 운송하는 목적을 가진 로봇으로 휠체어 로봇이나 자동

차 유형의 자율주행 탑승로봇을 들 수 있다, 다만 일반 도로

를 운행하는 로봇의 경우 교통 규제의 문제가 있고, 이 표준

에서는 시속 20km 이하의 로봇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개인지원로봇의 위험 요소

ISO 13482는 서비스 로봇의 기계적, 전기 전자적 결함과 움

직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hazard)를 정의하고 로봇

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본질적 안전 설계와 보호 조치, 사용상의 

주의 정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위험원

• 에너지의 저장 및 공급과 관련한 위험원

• 로봇의 초기 출발 및 재출발과 관련한 위험원

• 정전기로 인한 위험원

• 모서리나 틈새 등 로봇의 형상으로 발생하는 위험원

•  로봇에 의한 전자파 방출 또는 주변 전자파 간섭에 의한 위

험원

• 로봇 운용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위험원

•  로봇의 조작 및 이동에 따른 기계적 불안정성, 이동 중 발

생하는 불안정성, 충돌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원

•  HRI(Human-Robot Interaction) 중에 발생하는 신체 접

촉 등의 위험원

• 불충분한 내구성으로 인한 위험원

• 로봇의 부정확한 자율 판단과 행동에 의한 위험원

• 사람 또는 동물 등 이동 컴포넌트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원

• 사람이 로봇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원

• 온도/습도/먼지 등의 외부 환경적 영향에 의한 위험원

• 위치인식과 자율 주행 오류의 위험원

등에 대한 요구 조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1].

3. 안전 관련 제어시스템의 요구조건

위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제어 시

스템을 구현한 경우 ISO 13849-1 또는 IEC 62061에 따라 위

험 평가를 통해 제어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성능 수준(PL: 

Performance Level)을 결정하고 검증(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하여야 한다. ISO 13482에서는 개인지원로봇의 3

가지 유형에 대해 그 특성에 따라 서브 유형을 정의하는데, 이

동형 도우미 로봇은 크기, 무게, 속도, 머니퓰레이터의 유무

에 따라 2종류로, 탑승형 로봇은 탑승 인원, 운용 공간(실내/실

외), 운용 노면, 무게, 자율성 정도에 따라 2종의 서브 타입으

그림 1. 3가지 유형의 개인지원로봇[1]

표 1.  개인지원로봇의 성능 수준(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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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체 보조 로봇은 착용형과 비착용형에 대해 힘, 자율 모드, 

무게, 속도에 따라 각각 2종의 서브 타입으로 분류한다[1]. <표 

1>은 이동 도우미 로봇과 탑승형 로봇에 대한 각 제어 시스템의 

PL을 보인다[1].

4. 안전 검증 방법(V&V)

ISO 13482는 개인지원로봇의 각 위험 요소에 대한 다음의 검

증 방법을 제안한다[1].

•  A (검사):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지 않은 상

태에서 육안 검사

•  B (실제 시험): 정상/비정상 조건에서 시험; 기능 시험, 순

환 반복 시험, 성능 시험

• C (측정): 규정된 한계치를 갖는 특성들의 실제 값 비교

• D (운용 중 관찰): 정상/비정상 조건에서 운행 중 기능 검사

•  E (회로도 검사): 회로 설계 및 관련 사양에 대한 구조적 

검토

•  F (소프트웨어 시험): 소프트웨어 코드와 관련 사양에 대한 

구조적 검토: 코드 검증

•  G (태스크 기반 위험 평가 검토): 위험 분석 및 평가와 관

련 문서를 통한 구조적 검토

•  H (설계도면 및 관련 문서 검사): 설계도면과 관련 문서를 

통한 검토

Ⅲ. 위험 평가 프로세스

서비스 로봇 제조자는 상품화에 앞서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안

전과 성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대부분

의 제품과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문제는 어린이

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고 인간과 동일한 공간

에서 상호 작용하는 자율 이동 서비스 로봇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이슈일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제조자는 제품의 인증이나 안

전 검증을 위해 관련 표준을 우선 살펴보고 적용하여야 하므로 

표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방대한 지식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

험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서비스 로봇 제조자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기계류의 기본안전 표준인 ISO 12100과 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의 설계와 통합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을 규정하고 안

내하는 ISO 13849-1(타입 B)의 표준을 로봇의 안전 검증에 활

용하였다. 그러나 2014년 특정 제품이나 시스템에 관한 타입 C 

표준인 개인지원로봇의 안전 요구조건 규격으로 ISO 13482가 

제정되면서 유럽은 CE 인증과 부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자

체 인증을 거쳐 JIS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을 비롯

한 중동 등에서도 이러한 국제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수출 기업

에게 안전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로봇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제 

표준에 따른 인증은 개방된 세계 시장에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로봇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용어 정의 및 위험 평가 프로세스

위험 평가에 앞서 표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용어의 표

준 정의라 할 수 있다. ISO/IEC Guide 51[3]에 따라 위험 평가

와 관련한 기본 용어를 정의하자면,

• 안전(safety):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해방

•  상해(harm): 사람의 건강에 대한 부상이나 손상, 또는 자

산이나 환경에 대한 손상

• 위험원(hazard): 상해의 잠재적 요인

•  위해 상황(hazardous situation): 사람, 자산 또는 환경이 

하나 이상의 위험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위해 이벤트(hazardous event): 상황이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

•  위험(risk):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상해 심각성의 조합. 

상해 발생 가능성은 위험원에 대한 노출, 위해 이벤트의 발

생, 상해를 피하기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포함한다.

안전은 상해를 유발하기 쉬운 위험원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

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 안전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3]. 수용 

가능한 위험에 이르기 위해 위험 평가와 위험 감소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자는 

서비스 로봇의 용도와 예상되는 잘못된 사용, 그리고 제한 사항 

등을 정의하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원에 대해 위해 상

그림 2. 표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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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위해 이벤트를 고려하여 위험원을 식별한다. 파악된 위험

원에 대해 위해 상황과 위해 이벤트마다 노출 유형, 노출 빈도, 

노출시간, 인적 요인, 보호조치의 적절성과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 추정 과정을 거쳐, 위험성 감소가 필요한지를 결

정하기 위한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4]. 

2. 서비스 로봇의 위험 평가 사례

제조자와 설계자의 로봇 안전 검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

재 ISO/TC299 WG2에서는 ISO 13482 활용 안내서에 관한 표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제안한 실내에서 운

용되는 이동형 도우미 로봇의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먼저 대상 로봇의 시스템 구조, 사양, 운용 환경, 서비스 태스

크(task), 자율성 수준 등을 분석하여 ISO 13482에 따라 대상 

로봇의 유형을 선언한다. 

대상 로봇은 노인 복지 및 아동 교육 서비스를 위한 헬스케어 

로봇으로 가로×세로 480mm x 520mm, 높이 1,148mm의 크

기를 가지며, 무게는 21kg, 로봇의 최대 속도는 0.6m/sec, 최

대 소음레벨은 약 60 dB의 특성을 갖는다. 제스처 모션을 위

해 3 자유도의 양팔과 다양한 감정 표현을 위해 디스플레이 유

형의 머리, 얼굴인식 및 자율 주행을 위해 3D 카메라, CCD 카

메라, 자이로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이 장착되었으며, 충전식 리

튬-이온(lithium-ion) 배터리, 3-바퀴의 전방향 구동 베이스

와 외부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해 상호작용 및 제어 가능한 플랫

폼을 구성한다.

가정, 복지센터, 병원 및 교실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요 기

능으로 스마트 패드를 통한 치매예방 훈련 게임, 로봇의 이동 

경로 및 제스처 따라하기, 자폐아동 교육 등 모션, 자율주행, 충

돌 회피 등을 제공한다. 로봇의 서비스 및 플랫폼 특성에 따라 

“유형 1.1 저위험 이동형 도우미 로봇”(small & light weight & 

slow & no manipulator)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

한다[5].

가. 위험원 식별 및 위험 평가

서비스 로봇의 기능 및 운용, 태스크에 따른 위험원을 식별하

고 잠재적 발생 가능한 상해를 기술하며 ISO 14121-2의 리스

크 그래프에 따라 위험 추정과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6]. ISO 

13482는 부록을 통해 개인지원로봇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원의 목록을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1].

여기서는 대상 로봇의 대표적인 위험원을 선별하고 <그림 4>

의 리스크 그래프에 따라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간략한 예를 소

개한다. 위험원 분석과 위험도 평가에 있어 시험 엔지니어와 로

봇 개발자의 긴밀한 협조는 로봇의 안전성 평가에 필수적인 조

건이라 할 수 있다.

나. 위험 감소

위험 감소의 필요성이 권유된 위험원이나 수용 불가한 위험원

에 대한 위험 감소 대책으로 1) 근본적인 안전 설계 2) 보호 조

치를 취하고 위험 평가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그래도 잔존하

는 위험에 대해 3) 사용 정보와 함께 기술한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원에 대한 위험 감소 대책을 <표 3>에 보인다.

다.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위험 평가

안전과 관련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성능 수준(performance 

level)을 <그림 5>에 따라 결정한다[7]. <표 4>는 안전 관련 제

어 시스템의 성능 수준의 예를 보인다.

그림 3. 위험 평가 프로세스

그림 4. ISO 14121-2에 따른 Risk grap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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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비스 로봇 안전 및 성능 평가 기술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인간과 격리된 환경에 로봇이 운용되었

으나 최근에는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고, 

홈 서비스 로봇, 교육로봇, 안내로봇, 실내외 경비로봇, 휠체어 

표 2. 위험원 식별과 1차 위험 평가

위험원 잠재적 상해

위험 평가
S: 상해의 심각성
F: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
O: 위험 발생 가능성
A: 회피 가능성
R: 위험 지수

배터리	단락 화재,	위해	연기/물질	방출

S1:	배터리	고장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지	않음
F2:	로봇은	충전	시간만큼	동작함
O1:	난연성	재질과	안전	회로를	내장한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
A2:	고장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음
R1

이동/구동부의	구멍/틈새 갇힘,	끼임에	의한	부상

S1:	상해가	회복	불가능한	부상을	일으키지	않음
F1:	의도적	행동	이외에는	자주	발생하지	않음
O2:	로봇과의	상호작용은	떨어져서	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음
A1:	사용자가	피할	수	있음
R1

작업공간	내	안전	관련	물체	검출	
실패

사람에	대한	충격과	으스러짐,	가한	
힘에	의한	부상

S1:	로봇이	저속으로	주행하므로	검출	실패	시	심각한상해를	유발시키
지	않음
F2:	로봇은	충전	시간	동안	동작
O3:	로봇이	이동할	때마다	장애물은	검출될	수	있음
A2:	검출	실패	시	노약자는	민첩성이	떨어져	피할	수	없음
R2

위해	소음	발생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청각	스트레

스,	불쾌감	유발

S1:	사용자가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정서적	스트레스	유발
F2:	소음은	로봇이	동작	동안	영향을	줌
O3:	로봇이	동작하여	서비스하는	동안	소음	발생
A1	:	피할	수	있음	
R2(acceptable,	but	recommend	reduction)

사람(특히	어린이,	노약자)과	충돌 충격,	으스러짐

S1:	0.6m/s	로봇	속도는	치명적	부상을	유도하지	않음
F2:	로봇이	동작하는	동안	사용자가	노출됨
O3:	만약	센서나	충돌회피	알고리듬이	오류를	일으키면	로봇이	이상	
동작을	할	수	있음
A2:	노약자는	민첩성이	떨어져	피하기	어려움R2(acceptable,	but	
recommend	reduction)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장애
물을	피하지	못한	주행	오류

충돌,	으스러짐,	갇힘,	충격에	의한	
부상,	주변환경의	피해	발생

S1:	0.6m/s	로봇	속도는	치명적	부상을	유도하지	않음
F2:	로봇이	동작하는	동안	사용자가	노출됨
O3:	만약	센서나	충돌회피	알고리듬이	오류를	일으키면	로봇이	이상	
동작을	할	수	있음
A2:	노약자는	민첩성이	떨어져	피하기	어려움R2(acceptable,	but	rec-
ommend	reduction)

HRI	상황의	신체	접촉
팔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

로	인한	부상	또는	손상

S2:	로봇	팔의	오동작이	머리의	상해를	일으킬	수	있음
F1:	제스처와	관련한	행동을	수행할	때	사용자가	상해에	노출될	수	있
음
O2:	근접한	거리에서	제스처게임을	하는	경우	발생가능
A2:	노약자는	어떤	경우위험을	피할	수	없음
R3(recommend	reduction)

표 3. 위험 감소 대책

위험원 근본적 안전설계 보호 조치 사용 정보

위해	소

음	발생

소음을	60dB	이

하로	줄임
소음제거기술사용

로봇의	장시간	

사용	주의	요함

사람과	

충돌

로봇의	최대	주행	

속도를	0.6m/s	이

하로	설계

충돌	회피를구현하

는	신뢰성	있는	센서	

부착,	안전	관련	속

도	제어	솔루션	구현

충돌과	관련한	운

용상의	제한,	방

어	수단,	위험요

인에	대해	기술

HRI	상황

의	신체	

접촉

클러치	매커니즘

을	적용하여	접촉

에	충격	완화

로봇	동작	시	운용	

거리	제한,	안전	관

련	속도	제어	및	힘	

제어	시스템	적용

로봇의	조작	부

분과	안전거리	

확보하여	운용	

권고

표 4.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성능 수준

안전 기능 ISO 13849-1에 따른 PL

Hazardous	collision	

avoidance

(gesture	arms)

S2:	팔과의	충돌은	머리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

F1:	제스처와	연관된	게임을	수행하는	경우	발

생	가능

P1:	위험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로봇을	운용하고	사용하여야	

함.	로봇	팔에	충돌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키

기	위해	클러치	기능을	적용함

Required	PL:	c

User	interface	by	

Cableless	command	

device(loss	of	

communication)

S1:	오류에	의한	충돌	발생	가능

F2:	공공	시설에서	무선	통신	손실은	자주	발

생	가능

P1:	위험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로봇을	운용하고	사용하여야	

함.	통신이	손실된	경우	로봇을	즉시	멈추고	

더	이상	동작되지	않도록	해야		함

Required	PL:	b

그림 5. ISO 13849-1에 따른 Risk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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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물론이고 인간의 몸에 착용하는 신체 보조 로봇 등 다양

한 종류의 로봇이 사람과 근접한 공간에서 상호 작용하며 운용

되는 환경에서 안전과 성능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평가 표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객관성과 재연성을 확

보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조자, 개발자, 시험평가

자,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다양한 로봇과 다양한 운용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로봇에 적

용되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동 도

우미 로봇만 봤을 때도 가정, 교실, 사무실, 빌딩 주변, 대공간/

소공간, 실내/실외 등 운용 환경에 따라 고려해야 할 안전과 성

능의 요소가 매우 다양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재

연 가능한 평가 방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을 통해 

각 로봇을 검증하는 것으로 수용 가능한 안전을 확보했다고 보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봇

의 각 요소 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은 로봇의 종류와 운용 환경, 

그에 따른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론의 개발,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평가 환경, 측정 기술과 장비, 연계된 기존 표준의 참조, 

다수의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데이터 수집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성능평가 국제 표준 동향

ISO TC299에서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안전과 성능에 대한 

평가 표준을 논의하고 있다. WG2에서 개인지원로봇에 대한 일

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험 방법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를 기

술문서(technical report)로 작업 중에 있다. 로코모션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비롯해 최대 속도, 바닥 표면에 따른 정지, 터닝, 

경사면에서의 정지, 바닥 장애물 승월/하강, 바닥면 틈새 통과 

등의 안정성 시험<그림 7>과 장애물의 위치에 따른 회피 시험 

등을 제안했다[8]. 또한 인체 더미를 사용하여 로봇이 더미와 

충돌했을 때 받는 힘, 변위, 속도와 속력 등을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제시하는 시험 방법은 서비스 로봇의 인

증에 필요한 검증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O WG2에서는 다양한 로봇, 다양한 운용 환경에 따른 

표준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차기 표준 프로젝트로 이동도

우미 로봇, 신체보조 로봇, 탑승형 로봇 각각에 대한 안전 평가 

표준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의 성능 분과인 WG4에서는 비퀴형이동 로봇의 

로코모션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이 최종 승인을 진행 중

에 있으며, 로봇의 정격 속도, 이동 로봇이 주행 가능한 경사면

의 최대 각도, 경사면에서의 최대 속도, 단차의 승월 능력, 터닝 

너비 등의 측정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신규 승인된 프로젝트로 

주행과 관련한 성능 시험방법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위치 정

확도와 정밀도, 경로 정확도와 정밀도, 장애물 검출과 회피 성

능의 측정 방법을 시험을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차기 신규 프로젝트로 한국에서 조작 성능 시험 방법에 대

그림 6. 로봇의 요소 기술과 평가 항목 예제

그림 7. 계단에서의 이동 안정성 시험 예제

그림 8. 장애물 회피 성능 시험방법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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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안을 준비 중에 있다.

ASTM에서는 사회안전 로봇(US&R robot: Urban Security 

& Rescue Robot)에 대한 시험 표준을 제정하여 미국 내 사회

안전 로봇의 인증에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지형에서의 이동 성

능, 경사면에서의 이동 성능, LOS/NLOS 통신 성능 등에 대한 

시험 환경과 측정방법을 기술하였다.

2. 안전 및 성능평가 국내 표준 동향

국내 로봇 표준 개발은 TTA와 KOROS 단체표준과 KS 표준

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KOROS는 용어 분과, 

시스템 성능 및 안전 분과, 서비스 콘텐츠 분과, 소프트웨어 프

레임워크 분과, 하드웨어 분과, 주행 분과, 산업용로봇 분과, 의

료로봇 분과, 비행로봇 분과 등 10개 분야의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11]. 현재, 자율 주행 로봇의 안전 및 성능 평가, 음성인식 

및 얼굴인식 성능 평가, 실내 이동 로봇의 통신 안정성 평가 등

의 시험 방법 표준이 국내 서비스 로봇의 성능 평가에 활용되고 

있으며 KS 표준과 ISO 표준과 연계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그

림 10>[12][13][14].

V. 결론 

유럽, 일본, 미국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표준을 주도하고 신뢰

성 측정 기술에 강한 선진국은 물론이고 최근 비약적 산업 발전

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신산업의 하나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험 인증 

시장에서, 산업용 로봇에 비해 서비스 로봇의 국제 표준은 초기 

단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분

야이며, 그 바탕이 되는 평가, 측정, 안전 검증 프로세스의 개발

은 연구 개발과 함께 추진해야 할 원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식, 자율 주행, 조작, 통신 기술에 최근 지능까지 더하여 

ICT 융합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안전 및 성

능 확보를 위한 시험 평가 기술은 로봇의 종류와 운용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론, 객관

적이고 재연 가능한 평가 환경, 측정 기술과 장비, 연계된 기존 

표준의 분석과 응용, 다수의 로봇을 대상으로 한 시험 데이터 

수집 등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함께 고민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사회안전, 노인복지, 교육, 엔터테인먼트, 농업,건설, 물류 등 

전 산업에 걸쳐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로봇의 안전과 신뢰성 확

보를 위한 체계적 평가는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산업의 활성화

를 유도한다.

그림 9. 다양한 지형에서의 이동성 시험[9]

그림 10. 주행/얼굴인식/통신성능 평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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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서비스 로봇의 인증을 실시

하고 있으며, 유럽은 CE 인증과 부합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KS 부합화를 승인하였나, 서비스 로봇의 인

증에 적용 가능한 안전 검증 평가 방법과 시험시설, 측정 장비

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적기 수출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ICT융합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는 로

봇 지능과 자율성, 로봇 모럴에 대한 평가 모델과 방법론의 개

발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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