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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및 내비게이션 지원
KUKA는 이동식 로봇에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하여 작동자와 로봇 사이의 
안전한 협력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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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필드 경계가 이어져        향상되는 기계 효율성

독자 여려분,

산업 안전 기술은 원래부터 자동화 기술의 일부입니다. 안전 기술이 생산 과정을 지
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면서 최적화하기까지 한다면, 개별 솔루션이 문제든 진단 편의
성이 높은 통합 안전성 개념이 문제든 우리는 기술의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dustry 4.0 의 틀 안에서 중요한 도전은 제조 과정의 유연화입니다. 
생산 기업들은 제조 과정을 자동화 정도가 높으면서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길을 
Industry 4.0 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생산 시설에는 이미 Industry 4.0 가 가능
하며, 그 잠재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공장에서는 다
시 인간과 기계의 분리 구조가 점점 더 해체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과 로봇이 팀
을 이뤄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다양한 상황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
해야 하므로 다른 종류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70년 이상 수많은 기계와 설비를 구축해 온 경험은 SICK가 미래의 요건에도 부합하
는 맞춤형 개별 솔루션과 안전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입니다. 
SICK의 라이트 커튼으로 프레스와 자동천공기 같은 기계에서 위험한 부상을 막은 것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최초 솔루션이었으며, 이로써 고객과 기계 작동자의 생
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제거되었습니다. 

안전 센서는 현재 상태로도 이미 최신 기계 공정에 꼭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재 개발 중인 새 기술로는 앞으로 더 완벽한 조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알
고리즘으로 디지털 스위칭 방식의 안전 기술 단계에서 벗어나 작업자의 현재 위치
나 시설에 따라 기계가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
업자가 접근하면 기계를 일괄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히 작업 속도를 늦추
거나 움직임 방향을 조정하여 언제든지 대인 보호를 보장하면서도 생산은 중단할 필
요가 없게 됩니다. 

이번 호 고객 매거진에서 SICK는 고객에게 법규에 부합하면서 미래에도 확실한 생산
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구현된 솔루션과 혁신 안전 기술 컨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SICK AG 대표이사
Dr. Robert Bauer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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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면서도 안전하게
SICK는 기능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조 공정에서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최적화합니다. 

변함없는 안전 
설비 및 제품의 자율 기능을 위한 기능 안전  
Georg Plasberg 박사와 SICK R&D Industrial  
Safety Systems 의 Heike Göggel 와의 인터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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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 PLASBERG 박사와 HEIKE GÖGGEL 박사와의 대담

복잡성 제어, 안전 확보

기능 안전이 설비를 보호하고 그 생산성을 유지해 줍니다. 갈수록 자동화되는 설비와 제품의 새 기능들이 작동자와 사용자, 
설비와 제품에는 변함없이 안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능 안전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산업 안전 시스템 시
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SICK는 이 책임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SICKinsight가 
SICK AG 경영진 일원인 Georg Plasberg 박사와 SICK AG의 Industrial Safety Systems R&D 혁신 경영 책임자 Heike Göggel
에게 묻습니다.

SICKinsight: 오늘날의 기능 안전의 역
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G. Plasberg: 오늘날의 기능 안전은 원
칙적으로 사람이나 신체 일부의 유무
를 확인해서 기계를 끌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움직
이는 부품과 사람의 충돌을 막아서 종
국에는 위험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현재 적어도 유럽과 미국에서
만큼은 이미 매우 잘 정착된 안전 기술
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수가 
대거 줄었으며,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
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수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
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처럼 지난 몇 년 

동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많은 국가
에서도 현재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 Göggel: 일반적인 공장 건물 외부
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추세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
통적인 공장 자동화와 공정 자동화 이
외에 이를테면 서비스 로봇 시스템 같
은 다른 분야들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
지요. 이 분야들에서 자동화를 구현하
려면 상응하는 안전 기술의 고려가 필
수적입니다. 

SICKinsight: 기능 안전이 생산성과 관
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G. Plasberg: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보
완되어 온 안전성 개념이 도입되었으
며, 이로 인해 사고율이 현저히 줄었습
니다. 그와 동시에 설비의 생산성도 확
연히 증가했지요.. 
이는 적절한 Safety로 기계가 안전해
질 뿐만 아니다 생산적으로 가동된다
는 매우 명확한 방증입니다. 시간과 노
력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서 생
기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말입니다. 

SICKinsight: 적절한 Safety란 무엇을 
말하나요?

G. Plasberg: 안전 기술에 있어서 고객
에게 돌아가는 이점은 근본적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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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지 입니다. 즉, 커미셔닝이 빨리 진행
되어 설비 효율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는 것과 센서 신뢰성입니다. 후자는 중
단 없는 생산과 그에 따라 제고되는 설
비 경제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객
의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설비 라이프 사이클 전
체에 걸쳐서 말입니다. 이 작업은 엔지
니어링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알기 쉬
운 데이터와 설명을 제공하는 데서 시
작하며, 간편한 커미셔닝도 여기에 포
함됩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정비, 설비 
내 오류 찾기 그리고 가동 중인 설비의 
변경도 포괄합니다.  단순한 애플리케
이션이든 고도의 협력이 요구되는 작
업 분야든 SICK의 안전 시스템을 운영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덜 훈련된 작업자든 전
문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SICK 장
치의 사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매
우 중요합니다.  장치를 설비할 때 오류
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안전 기능이 효
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우리는 우리 장치의 복합 기능을 명
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능
과 설명으로 옮기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작동
자가 우리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벌써 오래 전
부터 사용성이라는 주제를 개발 프로
세스의 핵심 요소로 확립했습니다. 제

품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외부인을 대
상으로 시험을 한 결과 매우 좋은 결과
를 얻기도 했습니다. 

SICKinsight: 고객에게 데이터를 제공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Digital Engi-
neering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G. Plasberg: 저는 종국에는 또 다른 변
화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갈수록 안전 
기능이 복합적이게 되면 엔지니어링만
이 아니라 그에 이어지는 타당성 평가
도 어려워집니다. 일정 시점부터는 현
장에 있는 대상이나 기계 또는 설비에
서 더는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대부분의 
타당성 평가는 시물레이션 모델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 모델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표준 절차를 통해 안전
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
기에 이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의 개발입니다. 정말로 복잡한 안전 시
스템의 타당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
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 Göggel: 그래도 그것은 현재의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면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 프로그
램에서 안전 기술은 고려되지 않고 있
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
요. 안전 기술상의 기능의 시뮬레이션
용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최초의 프로

젝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설비
는 전적으로 해당 CAD 시스템에서 모
사되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 
제착 측, 즉 실제 설비 측과 실제 동
작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계 부품
들은 개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재
현되며, 이 부품들은 서로 사슬로 묶
입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은 시뮬레
이션되지 않습니다. 인간 모델을 만
들어 이를 모든 위치와 활동에서 시
뮬레이션하려는 고려가 있습니다. 즉, 
작업자가 무엇인가에 걸려 비틀거리거
나 신발끈을 묶는 경우까지도요. 온 세
상을 모조리 계산해서 SPS를 실제 세
계로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
부에서도 특수 동작 모드를 시뮬레이
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Plasberg 박사가 말씀
하신 타당성 평가의 복잡성이 나타납
니다. 그런데 센서를 물리적으로 장착
한다면, 장치를 사전에 그에 맞춰 설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센서 제조사로서 
SICK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말입니다. 

SICKinsight: 기계에 적절한 Safety를 
완비한다 해서 기계의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있나요?

G. Plasberg: 우리는 지금 이미 다품종 
소량 생산 셀을 촘촘히 엮는 네트워크
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으

“우리는 지금 이미 다품종 소량 생산 셀을 촘촘히 
엮는 네트워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Georg Plasberg 박사, SICK AG 경영진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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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생산 제어 회로들은 더 작아지고, 
서로 더 빠르게 상호작용합니다. 상호
작용이 훨씬 더 긴밀하거나 인간과 기
계가 협업하면 안전 프로세스는 현저
히 복잡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람
의 위치에 따라 특정 기계 움직임, 특
정 생산 과정이 가능하거나 늦춰집니
다.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제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
니 안전 기능과 기계를 전혀 다르게 구
현하는 문제를 언급하게 됐습니다. 오
늘날의 제조 시스템에서 기능 안전은 
더 큰 유연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초적 
단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연성은 
울타리로 분리된 공존 시스템이 아니
라 진정한 협력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라는 주

제 영역에 속하는 자동화 기술에서 다
뤄질 수 있습니다. 

H. Göggel: 인간과 기계 또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은 배치 사이즈에 대한 요
구와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생산 유연
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대
답입니다. Industry 4.0은 변경된 생산
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조사들은 유연하게 생산하기를 원
합니다. 다품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품 수에서도 그렇습니다. 수량을 단기
간에 수요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설비
가 확장되거나 다른 분야들이 특정 부
품의 생산까지 맡습니다. 또 로봇 작
업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좁
은 통로도 문제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는 거기에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반응

할 수 있는 안전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센서 기능들은 Flexi Soft Designer 소
프트웨어로 지능적으로 결합될 수 있
으며, 현장에서 또는 원격으로 상태가 
감시됩니다. 

SICKinsight: 그 말씀으로 주제가 네트
워킹으로 이어지네요.

H. Göggel: 우리의 안전 제어기 Flexi 
Soft를 통해서 센서들이 네트워크화되
므로 센서의 효용과 부가가치가 증대
합니다. 센서 한 대의 한 가지 기능을 
다른 센서들의 다른 기능들과 조합할 
수 있다면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것
입니다. SICK는 현재도 이미 안전을 위
해 감시되는 정지 상태뿐만 아니라 속
도 감시를 위한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G. Plasberg: 센서의 기능들과 통신할 
수 있으면 이는 유익한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제품에서만
이 아니라 시스템 수준에서도 유익한 
애플리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엔코더 
입력에 따라 자동 가이드 차량들의 보
호 필트가 모두 함께 전환됩니다. Flexi 
Loop를 이용한 캐스케이딩은 우리가 
단순한 스위치에서 도어 안전 확보를 
위한 유익한 전체 시스템을 고객에게 
소개하는 예입니다.

H. Göggel: 그건 앞으로 더 확대될 것
입니다. 현재는 Safety 분야에서는 “노
란색” 센서도 서로 지능적으로 네트워
크화됩니다. 그러나 Industry4.0 의 요
건을 따르자면 우리는 분명 안전하지 
않은 센서도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
다. 그래야 결국에는 이를 바탕으로 생
산성을 향상하는 안전한 솔루션도 개
발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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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G. Plasberg: 우리는 이미 Safeguard 
Detector 같은 안전한 하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장기에서 박스 
잔여물 스택을 감지하는 완전하고 인
증된 안전 확보 패키지이지요. 이는 우
리가 고객들을 위해 다루기 쉽게 만들
어준 복합 주제입니다.

SICKinsight: 네트워킹을 한다면 데이
터 보안이 중요하겠네요.

G. Plasberg: 데이터 보안은 중요한 부
분입니다. 그게 보장돼야 비로소 네트
위킹 확대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
건 안전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H. Göggel: 그런데 아직 다루지 않은 
주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의 위험 
요인을 외부에서 포착해서 정량화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전 기술
과 IT 보안의 상호작용에는 아직 토론
이 필요하고, 표준 작업도 많이 요구
됩니다.

G. Plasberg: 막아야 할 위험 시나리오
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되어야 합니다. 
IT 차원에서의 의도적 공격 말고도 안
전 조치를 부주의하게 수정하거나 의
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요즘에는 벌
써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직 차
원에서 안전 기능을 규칙적으로 점검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
적 차원에서는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에
서 제어 차원의 규칙적 점검을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연결된 장치들에서 
한 번 설정된 구성이 그대로인지에 대
한 CRC 체크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점검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있지요. 올바른 센서가 연결
되었는지, 구성이 동일한지가 자동으
로 점검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SICKinsight: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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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로봇의 협력의 종류에 따라
서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가 나옵니다. 
완전한 협업, 즉 인간과 로봇이 동일 작
업 공간을 나누면서 동시에 함께 작업
하는 길로 가는 과정에서는 공존이나 
협력의 의미를 지니는 솔루션도 가능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 애플
리케이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 평가의 전문 지식
과 이를 반영하는 안전 솔루션 포트폴
리오도 필요합니다.

MRK 솔루션을 위한 파트너 SICK
모든 MRK 시스템 개발은 위험 평가로 
시작됩니다. 기계류 지침의 규정을 충
족하려면 EN ISO 12100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기계마다 상세하
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봇 시
스템의 움직임 과정은 대개 매우 복잡
하므로, 로봇 안전 표준 EN ISO 10218
은 위험 요인의 고려 말고도 움직임 과
정 하나하나를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
다. MRK 애플리케이션의 환경과 주변 
조건 또한 위험 평가에서 고려하고 문

높은 수준의 자동화 VS 유연한 제조 과정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서 구현되는 기능 안전

Industry 4.0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제조 과정의 유연화입니다. 인간과 기계 사
이의 보다 강한 상호작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과 기계가 더 긴
밀하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협력해야 한다면, 최신 제조 시스템에서 기능 안전
은 더 큰 유연성으로 향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하
는 문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MRK)이라는 주제에서 설명됩니다.

MRK 다양한 작업 공간 동일한 작업 공간

순차 처리 상호작용 없음 협력

동시 처리 공존 협업

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적절
한 안전 조치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서 다양한 안전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구성품이 사용됩니다. 이 다양한 기술
과 구성품은 서로 이상적으로 작용해야 
하면서도 작업 과정에, 그리고 결국에
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
다. SICK는 이를 위해 서로 조율된 안전 
솔루션들로 구성된 폭넓은 포트폴리오
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안전 기능을, 
기존 설비에 추가하든 새 설비에 통합
하든 상관없이,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SICK는 기계 및 설비 제
조사와 시스템 통합 설계자가 혼자 고
민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서비스 프로그
램도 제공합니다. 공장 시찰을 한 뒤 개
별 MRK 솔루션의 위험 평가가 이어집
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안전
성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SICK는 필요
에 따라 기술 통합, 기계 검수 및 문서
화도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정기 점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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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자동화

공존
자동차산업 등의 용접 로봇셀에서 턴
테이블을 이용하는 삽입 스테이션 

 • 위험 평가: 로봇은 울타리를 쳐 안전
이 확보된 구역에서 작업하므로 위
험 요인은 턴테이블에서 나옵니다.

 • 가능한 안전 확보: deTec4 Prime처
럼 수직으로 설치된 안전 라이트 커
튼이 1차 안전장치로서 턴테이블 동
작을 차단합니다. 캐스케이딩 방식으
로 수평으로 설치된 라이트 커튼이 
안전 구역에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합니다(기계적 작동 지점 보호).

 • 생산성 향상: 수평 보호 필드에 작
업 중단 요인이 없어지면 턴테이블
은 자동으로 재가동됩니다.

협력
어셈블리 인도 스테이션에서 작업자는 
사전 조립된 어셈블리를 조립 로봇을 
위해 놓아 줍니다. 로봇은 매번 어셈블
리를 집어 최종 조립 공정 단계로 넘
겨 줍니다.

 • 위험 평가: 로봇과 작업자는 때때
로 이송 스테이션 구역을 공유합니
다. 작업자가 어셈블리를 투입할 때,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로봇에서 
위험 요인이 나옵니다.

 • 가능한 안전 확보: 동시 보호 필드가 
4개인 안전 레이저 스캐너 S3000이 
안전 제어기 Flexi Soft(Sim-4-Safety)
와 결합합니다. 보호 필드 1, 2 또는 
3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로봇 속도를 
줄이게 하고, 보호 필드 4를 침범하
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가동 정지를 
활성화합니다.      

 • 생산성 향상: 작업자가 접근할 때 로
봇은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일단은 
계속해서 작업합니다. 인도 스테이
션(보호 필드 4)에 근접하면 그때서
야 로봇 움직임이 확실하게 멈춥니
다. 보호 필드 4에 작업 중단 요인
이 없어지면 로봇은 즉시 작업을 재
개합니다. 

협업
전동 모터 조립 작업 등에서 휘어지기 
쉬운 부품의 장착 이동식 작업 스테이
션에서 안전하게 감시를 받는 로봇이 
벨트에서 조립 어셈블리를 집어 인체
공학적 동작으로 작업자에게 건네줍
니다.

 • 위험 평가: 로봇의 움직임은 충돌, 전
단, 압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안전 확보: 안전 레이저 스캐
너 microScan3 Core를 이용한 위험 
구역 수평 안전 확보 데카르트식 작
업 공간의 제한, 로봇의 힘과 토크의 
제한 그리고 보호 필드 침범 시 작
업 속도 감시 인체공학적으로 성형
된 하우징과 로봇 공구 피복으로 위
험 요인 감소

 • 생산성 향상: 로봇 스테이션은 이동
식이며, 필요시 언제든 별도로 마련
된 스테이션에 투입 가능합니다. 로
봇이 벨트에서 올바른 구성품을 집
은 뒤 스스로 작업대에서 다음 작업 
단계를 실행합니다.  (tm)

인간과 로봇의 협업의 종류 및 예

공존 협력 협업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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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며 
공장 안에서 제품이나 작업물을 운
반함으로써 생산 물류 과정을 현대
화합니다. KUKA의 로봇 생산 현장에
서 이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이 되었
습니다. 그곳에서 KMR iiwa는 자재 
박스를 피킹해서 수요에 맞춰 생산 
라인에 공급합니다. 이때 로봇은 터
거 트레인 및 작업자와 주행 구간과 
랙 구역을 공유합니다.  Industry 4.0 
에 부합하여 KUKA와 납품업체의 
ERP 시스템으로 새 자재를 자동으
로 주문하면 KMR iiwa가 이를 작업 
스테이션에 완전히 자율적으로 배

SICK는 KUKA사의 KMR iiwa에 맞는 안전 확보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동식 생산 로봇 – 안전 그 이상

미래의 생산 공정은 모듈식이며 다재다능한, 무엇보다도 이동 가능한 보조 수단에 의해 좌우됩니다. KUKA Roboter GmbH
는 경량 구조 로봇 LBR과 이동식 플랫폼 OmniMove를 통합한 전자동 자율 솔루션인 KMR iiwa을 선보입니다. 그러면서 
KUKA는 SICK와의 검증된 파트너십을 신뢰합니다. SICK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KMR iiwa에서 보호 기능 이외에 내비게이션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이 작업자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의 직접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리적 보호 
장치가 없으므로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생산 유연화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초점은 
KUKA의 자체 로봇 생산에만 있지 않
습니다. KUKA의 이동식 로봇 시스
템 산업개발부의 Peter Gmeiner씨는 
“KMR iiwa의 사용 가능성은 매우 다
양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용 범위
는 가져와서 갖다주는 서비스에서부
터 다수 작업 스테이션에서의 소량 
제조 공정, 자동차 및 전자 산업에서 
유연하게 설계된 복합 제조 공정에
까지 이릅니다. 품질 보증에서도 LBR 
iiwa의 민감성과 KMR iiwa의 이동성
의 결합으로 값진 서비스가 제공됩
니다.” 

내비게이션과 안전 분야의 큰 도전
KUKA는 수 년 전부터 SICK의 솔루션을 
중하중 플랫폼 OmniMove에 성공적으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최
대 90톤까지 움직이며, SICK의 안전 레
이저 스캐너 S3000과 KUKA의 내비게
이션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에 기반합
니다. 최적의 기술과 적절한 애플리케
이션 노하우, 긴밀한 의견 교환은 KMR 
iiwa의 개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
다. 여기에 보다 콤팩트한 안전 레이저 
스캐너 S300이 사용됩니다. 이 스캐너
는 스캔각이 270°라서 완전한 전방위 
감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콤팩트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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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로봇에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
는 다수의 보호 필드가 필요합니다. 자
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S300의 16개 
보호 필드로 다양한 주행 및 주변 상
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식 로봇 시스템의 또 다른 요건은 차
량이 가능한 한 콤팩트하고 안정적으
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성품의 에너지 소비도 중요합니
다. 여기에서도 S300은 사이즈가 작아
서 해당 기술 조건을 만족하므로 이 요
건을 충족하는 솔루션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율 내비게이션을 위한 스캐너 데이터
KMR iiwa는 한 위치의 움직임에 대한 
자체 제어 신호를 어떻게 얻으며, 자
율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에서 KUKA의 내비게이션 소프트
웨어는 무엇보다도 SICK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로
써 S300은 단순한 안전 확보 기능 이
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KUKA의 로
봇 시스템 OmniMove팀장인 Klaus 
 Mattuschat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의 간격 측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일종의 주
변 '지도'를 생성해서 이 좌표 내 KMR 
iiwa의 위치를 알아낸다”고 설명합니
다. “공장 내 기둥이나 고정 설비 부품
처럼 반복되는 대상물이 고정적인 기
준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움직이

거나 역동적으로 변하는 물체는 '블랭
킹'됩니다. 대개 KMR iiwa는 정해진 노
드점 경로를 따라 움직이거나 자유롭
게 주행합니다. 그러면서 주행로에 있
는 물체를 자율적으로 피합니다.” 

이동식 산업 로봇의 안전성
이동식 로봇 시스템의 큰 도전 중 하나
는 적절한 기준 위치를 고려해서 시스
템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서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해석할 때는 

표준 EN ISO 10218의 1, 2부를 준수
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협업 시스템의 
경우에는 ISO/TS 15066의 제원도 추
가됩니다. 또, KMR iiwa의 애플리케이

안전 그 이상을 제공하는 안전 레이저 스
캐너 S300

션을 위해서는 시스템 해석 이외에 EN 
ISO 12100에 따른 개별 위험 평가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체 위험 평
가 작업에서 KUKA는 고객이나 시스템 
통합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지능형 공장의 구성요소로서 이동식 
시스템
지능형 공장이라는 의미에서 개별 요
소들은 생산 공정 내에서 서로 네트워
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조
건은 센서가 수집해서 평가하고 전달
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산 및 물류 사슬
의 전 과정에 걸쳐 이 가용 데이터의 
투명성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생산에서 이 
데이터 세계의 네트워킹 이외에 또 개
별 작업 단계들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KMR iiwa 같은 이동식 시스템도 필요
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재의 안전을 확
보하는 혁신 솔루션 위에 구축되는 새
로운 형태의 이동성입니다. (tm)

고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을 참조하십시오.
www.kuka-robotics.com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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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안전 솔루션으로 자동 가이드  
차량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움직이기  

미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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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가이드 차량(AGV)은 자동으
로 제어되고 비접촉식으로 운행하는 
자체 구동장치 장착 평지 이송 차량입
니다. 이 차량은 이송 화물을 끌거나 싣
고 움직이며, 능동 또는 수동 하중 운반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가이드 
시스템(AGVS)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자
재 운반 차량이 딸려 있는 공장 내 평
지 이송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
물 내외부에서 사용됩니다. 자동 가이
드 시스템은 한 대 이상의 자동 가이드 
차량과 주간 제어기, 위치 결정 및 파
악용 장치, 데이터 전송 장치, 기반시
설 그리고 주변장치로 구성됩니다. 이
동식 자재 운반 시스템은 대개 팔레트
나 토트 운반 과제를 맡으면서 거의 모

자동 가이드 차량(AGV)과 자동 가이드 시스템(AGVS)을 투입하면 많은 분야에서 
생산 및 물류 공정의 유연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차량과 시스템이 점점 더 다양
한 버전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자동 가이드 시스템이나 부분 자동 운반 시스템
이든 트래버스 카트리지, 유인 지게차 또는 좁은 통로용 트럭이든 상관없습니다. 
SICK는 어떤 복합성 단계에도 맞는 센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동 가이드 차
량 및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제어하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
다. SICK 센서 시스템은 이를테면 윤곽 또는 리플렉터 기반 내비게이션과 대략적
인 포지셔닝 및 정밀 포지셔닝, 측정 및 식별에도 투입되지만 광학 데이터 전송
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센서는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명 사고를 방지하고 충돌 방지에 기여하므로 결국 제
품과 장치도 보호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작동 정지 시간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든 산업 생산 환경에 투입되지만, 서비
스 로봇 시스템 분야에서도 갈수록 많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ICK는 자동 가
이드 차량 및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용
되는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자동 가이드 차량과 자
동 가이드 시스템의 내비게이션과 위
치 결정에는 레이저 스캐너가 사용되
며,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사람을 보호
하고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 제품들은 
물체의 위치 결정에도 적합하지만, 거
리 측정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
과 보관 장소는 자동 가이드 차량과 자
동 가이드 시스템에 부착된 바코드 시
스템을 통해서나 RFID 기술의 도움으
로 식별됩니다.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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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가이드 차량 및 시스템에 적합한 규격과 표준, 지침

 • 기계류 지침 2006/42/EG
 • EN/ISO 13849-1
 • EN 1525 – 자동 가이드 차량(C 규격), 앞으로는 ISO 3691-4
 • VDI 2510 – 자동 가이드 시스템(AGVS)
 • VDI FA309 – AGVS 안전 가이드라인 
 • 국제 표준: 터키 GB10827.1999, GB/T30029-2013, US ANSI B56, 
EU EN 1525

운전자 없이도 안전한 이동
일부 자동 가이드 차량은 매우 빠른 속
도로 움직입니다. 일부는 한 방향으로
만 주행하며, 일부는 전진과 후진뿐만 
아니라 커브 주행도 가능합니다. 이 차
량들에는 종종 무거운 짐이 실리는데, 
이는 추가 주행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동 가이드 차량이나 시스템에서 어
떤 위험이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으려
면 자동 가이드 차량이나 시스템 각각
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위험 평가가 필
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보호 조
치나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ISO 13849 / EN 1525(앞으로는 ISO 
3691-4)에 따른 모든 안전 요건을 충
족할 수 있습니다. SICK의 안전 기술
을 이용하면 자동 가이드 차량과 자
동 가이드 시스템의 안전을 표준에 맞
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또 국제 수
준(EU, US, CN)에도 부합합니다. 한 방
향으로만 주행하는 소형 카트 (AGC: 
 Automated Guided Carts)에서부터 역
동적 필드 전환 기능이 있는 대형 자동 
가이드 차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속
도와 방향, 과제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움직임을 위한 
안전 기술
SICK는 자동 가이드 차량 및 시스템의 
안전을 전방위적으로 빈틈없이 확보
하는 표준에 맞는 모듈식 안전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차량이나 시스템의 복
잡성 단계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안전 
레이저 스캐너와 엔코더 같은 확실하
고 강인한 구성품을 안전 제어기를 이
용하여 차량 유형과 과제 설정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전체 안전 솔루션에 통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물체

의 충돌을 막고 내비게이션과 주행로
를 최적화하고 거리를 측정하며 위치
를 결정하면서도 자동화된 팔레트 취
급에서처럼 제품과 빈 저장 공간을 식
별합니다. SICK의 안전 솔루션은 기존 
안전성 개념에 간단하게 통합되며, 언
제든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으로 작
동 정지 시간이 줄며, 원활하고 확실한 
공정을 위해 정밀성과 효율성이 향상
되어 생산성이 증대합니다. 이는 생산
과 물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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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레이저 스캐너 위험 구역 안전 확보 내비게이션/포지셔닝

S300  • 소형 자동 가이드 차량이나 시스템의 안
전 확보

 • 콤팩트한 사이즈
 • 3m 보호 필드 범위
 • 조향각에 따라 감시 공간에 맞춤
 • 여러 방향과 최대 16개 필드 세트 가능

S300/S3000 Professional CMS

 •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 주변 인식용  

스캔 거리 내 윤곽 및 리플렉터 감지

 • 팔레트 위치를 결정하는 구조와 위치  

인식을 위한 거리 데이터의 추출 및 전달

S3000  • 중대형 자동 가이드 차량의 안전 확보
 • 하중 및 속도에 따른 맞춤 및 감시
 • 비접촉식 전방위 보호
 • 냉동 구역에 사용할 수 있는 Cold-Store 버
전으로도 구입 가능

안전 제어기 안전 자동화 

Flexi Classic  • 보호 필드 전환, 주행 방향에 맞춤
 • 차량 내 통합 

Flexi Soft  •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가능
 • 모든 안전 관련 신호에서 완전한 감시 
 • 차량 내 통합
 • 최적의 자동 가이드 차량 정비 및 유지보수
 • 주행 방향 및 속도 모니터링용: 모든 일반 엔코더 인터페이
스를 지원하는 Drive Monitor FX3-MOC0 모듈에 확장 가능

+

엔코더 충돌 방지

DBS60  • 스티어링 앵글과 거리(입력 신
호)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속도 
및 위치 결정

 • 안전 레이저 스캐너에 엔코더 두 
대를 투입하여 역동적 필드 전환
을 위한 2채널 확보

+

표준에 부합하는, 자동 가이드 차량 및 시스템의 전방위 안전 확보용 모듈식 안전 솔루션

안전 엔코더 DFS60S Pro를 자동 가
이드 차량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
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1페이지
에 있습니다.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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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질문 ...

Günter Ullrich 박사, FRUM-AGVS
의 AGVS VDI 전문위원회

SICKinsight: 자동 가이드 시스템 분야
에서 어떤 추세와 향후 발전이 예상되
나요?

G. Ullrich: 전에 없던 다양성입니다! 자
동 가이드 시스템이 과거에는 생산 물
류와 조립, 병원 물류에서 제한적 과제
를 맡았던 반면, 앞으로는 이러한 기
존 영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중요하
고 자동 가이드 시스템에 문외한인 인
력이 이 시스템과 접촉하게 되는 새로
운 사용 분야도 생길 것입니다.

SICKinsight: 센서 제조사는 앞으로 무
엇을 겨냥해야 할까요?

G. Ullrich: 모든 분야가 변할 겁니다. 새 
애플리케이션도 그렇겠지만 새로운 회
사들이 나타나서 지능형 3D 솔루션을 
찾을 겁니다. 현재 자동 가이드 시스템
은 자율 주행에 대한 일반적 관심의 중
심에 있습니다. 도로 위 자율 주행과 서
비스 로봇 시스템의 경계는 희미해지

고 있습니다. 차량은 보다 지능적으로 
됩니다. 사용자들이 현재 자동 시스템
에서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센
서는 3차원으로 작동하면서 높은 데이
터 흐름을 만들어 처리해야 하며, 센
서 시스템에 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SICKinsight: 그 결과로 특히 안전 기술
에는 어떤 요건이 생기나요?

G. Ullrich: 지금처럼 자동 가이드 시스
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만 국한
된 교육은 더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환자, 어린이, 
노인)이 다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
다. 아울러 실외 영역에서의 사용 문
제도 계속해서 유효한 주제입니다. 비
가 오거나 해가 낮게 떠있다 해서 갑자
기 멈추지 않는 신뢰할 만한 안전 시스
템을 자동 가이드 시스템 분야뿐만 아
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고대하고 있
습니다.

정면 주행 방향에서 
대인 보호

안전 제어기

하중 운반 측  
대인 보호

비상 정지

측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인 보호

속도 측정

주행 방향에 따라 자동 가이드 차량에 보호 필드를 맞추는 대인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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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자동화

잠시 쉬어 갈까요? 전자 집사 CARE-O-BOT®4

슈트트가르트 소재 프라우엔호퍼 생
산기술 및 자동화 연구소 IPA에서는 
1998년부터 가정이나 호텔, 병원, 요양
원 또는 기타 사립 및 공립 시설의 공
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서비스 로봇
을 연구해 왔습니다. 4세대 편리한 보
조 수단 Care-O-bot®4가 2015년에 완
성되었습니다. 두 개의 팔과 허리에 새
로 붙은 관절, 목 그리고 다수의 센서
를 갖춘 이 로봇은 팔이 한 개였던 이전 
버전보다 운동성이 좋고 다재다능합니
다. 그래서 이를테면 음료를 잔에 따
르는 임무도 이제는 훨씬 우아하게 해
결합니다. 서비스 로봇 사용자는 정중
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행동
을 기대하기 때문에 IPA팀은 이 로봇에
게 예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Care-
O-bot®4는 고개를 끄떡이거나 가로젓
는 단순한 제스처를 터득했을 뿐만 아
니라 사용 중에는 언제나 예의를 갖춰 
거리를 유지하며 뒷전에 머물러 있으
면서 명령을 이해했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이 로봇은 

조종되는 원형 플랫폼 아래 감춰진 바
퀴 세 개로 움직입니다. 쉼 없이 움직이
면서도 가구나 벽에 부딪치지 않고, 사
람에 위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도어나 
좁은 통로에서 힘든 길도 잘 찾아내야 
합니다. SICK 센서 기술이 여기에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내비게이션
과 이동식 위험 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Care-O-bot®4는 삼각형 차체에 50개 
보호 필드가 있는 안전 레이저 스캐너 
S300 세 대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스트
리밍 카메라 3vistor-T가 목에 설치되
어 있어서 제스처 식별뿐만 아니라 충
돌 인식까지도 가능한 3D 시각화를 책
임집니다. 안전 제어기 Flexi Soft를 통
해서 안전 기술을 제어합니다. 이로써 
SICK는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안전
을 책임집니다. (ro)

상세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care-o-bot-4.de

안전 레이저 스캐너 S300 안전 제어기 Flexi Soft 스트리밍 카메라 3vistor-T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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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구동 및 움직임 감시를 통한 생산성 향상  

SAFE MOTION CONTROL: 
안전 공정 – 중단 없음

오늘날 기계 및 설비 운영자는 자동화 정도가 높은 제조 과정을 유연하게 구성하면서 동시에 사람과 기계와 설비를 보호
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SICK는 산업 안전 기술 분야에서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폭넓은 안전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안전한 움직임 감시 기능인 Safe Motion Control은 구동장치와 기계 움직임을 안전하게 
감시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혁신적 안전성 개념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 안전이 가능한 동시에 기계의 가용성과 효
율성도 향상됩니다. 

SAFE MOTION CONTROL – 외부의 통합 안전성 개념

안전 엔코더 DFS60S Pro

 • 독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IFA)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능  
안전성을 위한 엔코더

 • 고정식 및 이동식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확실하고  
안정적인 신호기

 • 단 한 대의 엔코더로 안전 무결성 수준 SIL2 및 성능 수준 
PL d에 이르는 안전한 구동 감시 

 • 전동식 및 기계식 사양으로 안전함
 • 시스템 구현이 간편함 

그때그때 맞는 안전성 또는 제어 개념
을 바탕으로 안전한 구동 및 움직임 감
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안전성 개념의 장점
 • 안전 툴과 자동화 툴의 분리  
덕분에 높은 임의 조작 방지 효과

 • 구동 시스템에 대한 독립성
 • 한 개 소프트웨어에 전체 안전  
솔루션이 있어서 시간과 비용  
절감

 • 한 개 시스템에서 다수의 구동장
치 감시 

 • SICK의 검증된, 산업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로 엔지니어링 
비용 절약

고정식 및 이동식 안전 애플리케이션
을 위한 범용 모션 컨트롤 센서 
안전 기능에 통합된 구동장치와 축에
는 DFS60S Pro 같은 검증된 안전 엔코

더를 장착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의 이
동식 및 고정식 애플리케이션의 요건
이 이를 요구하지만, 안전 기술 평가의 
복합성에서도 그 필요성이 확인됩니다.

>>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전체를 설
계하는 일은 앞으로 산업에서 성능과 
생산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것입니
다. Safe Motion Control 같은 혁신적 
안전 기술 개념으로 기계 움직임을 매 
시점마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
해 기계와 작동자 사이의 안전한 상호
작용을 지원합니다. 기계 파라미터인 

속도, 거리, 가속을 안전하게 감시하면 
위험을 유발하는 기계 움직임과 무해
한 기계 움직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안전 센서 시스템에서 나오
는 모든 신호와 액추에이터 신호를 융
합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정보가 생
성되며, 이 정보로부터 기계 작동자가 
위험 구역에 들어서거나 개입할 때 실

제로 위험한지 여부를 도출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공정 진행 중에도 기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은 
중단되지 않고, 작동 정지 시간과 차단 
오류는 최소화되며, 작업 주기 시간은 
짧아지고 기계 및 설비비의 효율성과 
가용성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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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HIPERFACE®를 이용한 안전한 모터 피드백 시스템 
SRS/SRM50 및 SKS/SKM36

 • 전동 기술의 표준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센서값 전송
 • 고정밀 아날로그 사인 및 코사인 신호(프로세스 데
이터 채널)를 이용한 속도 측정 구현

 • 파라미터 채널을 이용한 디지털 절대 위치 전송

그 밖의 모션 컨트롤 센서
HIPERFACE® 기술이 적용된 모터를 사
용할 때, 전동축에 있는 안전 모듈 Drive 
Monitor FX3-MOC0이  HIPERFACE® 구
동장치(예를 들어 안전한 모터 피드
백 시스템 SRS/SRM50 및 EFS/EFM50, 
SKS/SKM36 등)의 신호를 이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원하는 차단 기능과 필요
한 성능 수준(PL r)에 도달합니다. 필요
시에는 엔코더 등의 또 다른 독립 신호
로도 가능합니다.

모션 컨트롤 안전 제어기
Flexi Soft와 Drive-Monitor-FX3-MOC0
으로는 전동 기계는 물론이고 유압식 
기계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를 들어 안전 라이트 커튼에 개입하거
나 서비스 도어를 열 때 굳이 안전 제어 
시스템 전체를 안전하게 무전원 상태
로 스위칭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지 반
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 
같은 공작기계의 구동 기술 분야에서
는 전동식 구동장치에까지, 대개는 서
보 구동장치에까지 변화가 일어날 것
입니다. 전동 구동장치에서는 해당 공
정에 더 잘 맞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
습니다. 그러면 공정을 보다 정확하게 
제어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
품 품질도 개선됩니다. 게다가 축 움직
임이 빨라져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필요한 성능 수준을 간단하고 확실하
게 충족
Drive Monitor FX3-MOC0 모듈마다 
엔코더 두 대를 연결할 수 있으며, 다
음 PL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모터 피드백(MFB)이 안전하지 않아 
추가로 외부 엔코더가 필요한 한 개 
축의 경우 PL e 

 • 사용된 모터 피드백(MFB)(안전하거
나 안전하지 않은 MFB)에 따라서는 
추가로 외부 엔코더가 없는 두 개 
축의 경우 PL d

 • 축이 한 개이고 안전 엔코더 
DFS60S Pro가 한 대인 경우 PL d

Drive Monitor FX3-MOC0: 안전 제어기 Flexi Soft의 확장 모듈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한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계 컨셉
 • 기계를 차단하는 대신 안전한 움직임 감시
 • 높은 기계 가용성
 •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 서로 매우 다른 구동 컨셉의 감시 – 전동식 및 유압식  
구동장치

 • 안전 엔코더 DFS60S Pro 같은 안전 센서는 센서에서부터 
제어기와 액추에이터까지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성 개
념의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보완입니다. 

 • 이동식 및 고정식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
 • 많은 안전 기능을 간단하게 취급 가능

Safe Motion Control을 이용한 안전한 구동 감시 – 서보 프레스에서의 토탈 솔루션

유연한 자동화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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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모션 컨트롤 전문가들이 말하는 
안전 엔코더 DFS60S Pro

SICKinsight: 안전 엔코더만으로 안전 
솔루션 개발과 구축을 단순화하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구
성품들로 달성할 수 있는 절약 효과를 
어떤 식으로든 수치화할 수 있나요?

H. Krebs: 특히 안전 분야와 기계에서
는 그때그때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매우 다릅니다. 안전이라는 주제
를 표준 엔코더로 커버하려고 한다면 
안전 엔코더 한 개보다 더 많은 센서
와 I/O가 필요합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비용이 추가된다는 의미죠. 인증 서류
에 대한 요구도 추가됩니다. 설비와 기
계를 평가하고, 그때그때 사용된 안전
성 개념에 따라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
하는 부품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
고 문서화하는 등등. SISTEMA 라이브
러리에서 식별숫자를 가져와서 간단하
게 고객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검증
된 안전 엔코더 DFS60S Pro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를 이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SICKinsight: 구동장치 자체와 별개로 
안전성 개념을 구현하는 데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H. Krebs: 그렇게 되면 기계 제작자에
게는 한 가지 안전성 개념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는 특정 기술
과 씨름해야만 그에 맞춰 자기 직원들

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운영하
는 고객마다 서로 다른 구동장치를 선
호한다 해도 말입니다. SICK 안전 엔코
더의 신호는 안전을 고려할 때만이 아
니라 구동장치를 제어할 때도 적용됩
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
해서 엔코더 이외에 폭넓은 구성품도 
제공합니다. 기계 제작자가 원한다면 
SICK에서 원스톱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SICKinsight: 그런데 설계자들이 구동
장치 차원에서 유연할 수 있는 건가요?

A. Bäurer: 물론입니다. SICK의 구성품들
은 분산형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고객은 제어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 제어기 Flexi Soft가 엔코
더 정보를 상위 데이터 구조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줍니다. PROFINET, Ethernet/
IP, EtherCAT 등 고객이 어떤 통신 표준
을 선호하든 문제없습니다. 다양한 디자
인과 연결 방법에 더해서 이 또한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지니는 유연성의 한 측
면입니다. 그러나 최대 장점은, 고객의 
시스템을 한 번만 구성하면 된다는 것
입니다. Safety Engineering을 한 번만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는 이를 다른 구
동 시스템에 옮기면 됩니다. 구동 전자 
장치 제조사가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SICKinsight: 이미 Drive Monitor FX3-
MOC0 을 안전한 구성품이라고 소개
하셨는데요. 안전 엔코더 DFS60S Pro
를 사용하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H. Krebs: 동일한 안전 수준을 만들어
내려면 Drive Monitor에 표준 엔코더 
두 대를 추가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그
래야만 2채널이 구현됩니다. 구성품 두 
개와 추가 배선은 그러나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엔지니어링과 조립, 양쪽 
모두에서요. 이렇게해 다시 이 안전 엔
코더를 돋보이게 하는 단순함이라는 
주제로 돌아오게 됐네요. Drive Mon-
itor로 안전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
했지만,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서 그 실
현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SICKinsight: 안전 엔코더 DFS60S Pro
가 소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어
떤 것인가요?

H. Krebs: 저는 산업용 차량 분야에서 
더 작고, 더 유연하고, 더 기민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에 주목합니다. 물류 분
야에서 설비 안전 관련 취급 공정도 한 
예입니다. 크레인과 호이스트 분야도 
언급해야겠네요. 여기에 비동기 모터
와 상호작용하는 사용 분야가 매우 많
습니다. 이 모터는 저렴하며, 파워는 중
요하면서도 역동적 프로세스가 덜 중
요한 많은 과제에 적합합니다. 하이랙 
창고에서 하이랙 작동자가 들어오거나 
주행으로 진입해서는 안 되는 위험 구
역의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SICKinsight: 엔코더 주변에서 안전이
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Bäurer: 전기 안전 이외에 기계 결합
과 그 안전 기술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
요합니다. 그래서 IFA에서는 새로운 검
사 방침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 방
침에는 기능 안전성을 위한 각도 및 거
리 측정 시스템의 검사와 인증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검사소
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안전 엔코더 
DFS60S Pro를 이 검사 방침에 맞게 개
발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새
로운 점은, 그럼으로써 최초로 기능 안
전성 요건을 정의하고 확정하여 통일
적인 시장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
다. 따라서 DFS60S Pro는 이 검사 방침
을 따르면서 최신의 기능 안전성 요건
에 부합하는 안전 엔코더죠.

*) www.industr.com/A-und-D-Magazin/135374Heiko Krebs, SICK AG 엔코더 사업부 매니저 Andreas Bäurer, SICK AG 엔코더 제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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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자동화

자동 가이드 차량의 안전 감시 – 효율
적 공간 이용
안전 엔코더 DFS60S Pro와 Drive 
Monitor FX3-MOC0으로 구성되는 
SICK의 Safe-Motion-Control 솔루션은 
자동 가이드 차량(AGV) 같은 이동식 
기계의 구동과 움직임을 안전하게 감
시하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조
합된 안전 솔루션으로 기계 제작자와 
시스템 통합 설계자는 안전 엔지니어
링 및 인가 절차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인증되지 않은 표준 
제품으로 구성된 솔루션을 스스로 평
가할 때 생기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위
험 요인도 최소화됩니다. 안전 제어기 
Flexi Soft의 확장 모듈로 개발된 Drive 
Monitor FX3-MOC0은 자동 가이드 차
량의 주행방향 및 속도 파라미터를 확
실하게 파악하며, 엔코더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제
공합니다. 주행방향이나 속도 또는 감
속 램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Drive Monitor FX3-MOC0에 엔코더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시 기능으로 
자동 가이드 차량에 부착된 안전 레이
저 스캐너의 보호 필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움직임이 가능
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엔코더 DFS60S Pro – 단 한 대의 
엔코더로 가능한 안전 감시 
안전 엔코더 DFS60S Pro는 자동 가이
드 차량에 부착되어, 예를 들면 SSM(안
전 속도 모니터)와 SLS(안전 제한 속도) 
같은 안전 기능을 구현하는 데 지원합
니다. 엔코더와 제어기의 상호작용으
로 제어기가 필요시 자동 가이드 차량
의 속도를 줄입니다. 구동장치 감시 기
능인 SBC(안전 브레이크 제어)와 SS1(
안전 정지 1), SS2(안전 정지 2)로 자동 
가이드 차량을 비상 정지하며, 그 상태
를 안전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
러 안전 엔코더 DFS60S Pro는 복합 내
비게이션 요건을 갖춘 자동 가이드 차
량을 위한 확실한 신호기 역할도 합니
다. 자동 가이드 차량의 전진 움직임에
서 더 많은 자유도를 요구하는 추세는 
안전한 움직임 감시 과제에 도전이 됩
니다. 디퍼렌셜 드라이브를 장착한 운
반 차량에는 서로 독립적인 구동 유닛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유닛으로 이를테
면 제자리 회전 동작 등이 가능합니다. 
안전이 인증된 엔코더 없이 이러한 복

합 과정은 제어 기술상의 비용을 많이 
들여야만 가능합니다. 인증된 DFS60S 
Pro는 이와 달리 안전한 전진 움직임을 
위한 주행방향과 속도를 간단하고 안
전하게 파악합니다. 그럼으로써 개별
적이고 서로 독립적인 주행 프로파일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 안전성 개념의 장점:
이 개념은 HIPERFACE® 모터 피드백 시스
템(SRS/SRM50 und SKS/SMK36)은 물
론이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HIPERFACE 
DSL® 장착 모터 피드백 시스템(EFS/
EFM50 및 EKS/EKM36)으로도 가능합
니다. HIPERFACE DSL®이 적용된 단일 
케이블 기술 때문에 기계 제작자에게
는 배선 비용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장점: 
 •  단지 수 커넥터와 케이블 몇 개면 
충분 

 •  구성품 개수도 적음
 •  한 제조사의 완전 구동 시스템
 • 신속한 인증
 • 오류 발생 시 짧은 반응 시간
 • 간단한 제어 파라미터 사용 

(ro)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22

safeHDDM™으로 앞선 기술   

microScan3: 
새로운 안전 플랫폼 제공

혁신적 
safeHDDM™ 
스캔 기술

직관적 
조작

고내성  
디자인

스마트  
연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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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구성 요소 및 시스템

SICK는 microScan3으로 새로운 안전의 시대로 출발합니다. 이 차세대 안전 레
이저 스캐너는 특허 받은 안전 측정 원리 safeHDDM™을 기반으로 합니다. 도전
적 조건에서 탁월한 신뢰성, 넓은 스캔 범위 – 매우 콤팩트한 하우징 무엇보다 
microScan3은 조작이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요건까지도 충족합니다.

>> 20년 이상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 환경에 적용한 경
험이 microScan3의 개발에 고스란이 
배어 있습니다. 안전, 즉 위험 구역 내 
사람의 안전한 감지와 생산성의 결합
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microS-
can3은 safeHDDM™ 덕분에 환경광과 
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도 탁
월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정지 신호
는 실제로 대인 위험이 있을 때만 발
생합니다.

safeHDDM™: 단순한 신기술 그 이상
microScan3은 스캔당 80,000개의 개
별 펄스를 송신합니다. 이는 기존 측
정 절차와 비교할 때 네 배의 정보량

이 평가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개별 펄
스양이 이렇게 많으므로 microScan3
은 700개의 확실한 측정값을 산출합니
다. 새로운 필터와 지능령 알고리즘으
로 safeHDDM™은 안전하며, microS-
can3은 검은색 양복 바지처럼 반사율
이 1.8%밖에 안 되는 물체까지도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동시
에 먼지와 환경광이 있는 주변 조건에
서도 신뢰성이 높습니다. 스캔 범위와 
사이즈의 비율은 안전 레이저 스캐너 
사용에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microS-
can3은 safeHDDM™ 덕분에 매우 콤
팩트하며, 최대 73m2 크기의 넓은 영
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 최신 
안전 레이저 스캐너는 모퉁이 마운팅

작동 중에도 중요한 진단 메시지는 버
튼으로 직접 선택하면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현되
는 안전 – microScan3으로 가능 (tm) 

이 가능해서 기계의 양측면을 감시할 
수 있어 큰 장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
서는 이론적으로 스캔각이 270°가 되
어야 하는데, microScan3은 스캔각이 
275°인 최초의 안전 레이저 스캐너입
니다. 이 여분의 5°가 없다면 레이저 스
캐너를 정확하지 않게 마운팅한 경우 
쉽게 안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microScan3으로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성능 + 안전 = 복잡한 과제라고요?
새로운 기술과 확연한 성능 향상이 가
능하다고 하면, 그런 혁신으로도 커미
셔닝과 조작을 더 간편하게 할 수는 없
을 거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SICK는 
microScan3으로 안전 분야에서도 간
단하고 직관적인 조작과 지능형 연결 
기술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
다. 그럼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유연한 
생산, 높은 시스템 처리량 요구를 충
족합니다. 새로운 Safety Designer 소
프트웨어를 이용한 구성조차도 신속하
게 진행됩니다. 작동할 때 상태 표시부
와 LED,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시각에
서, 그리고 거리가 멀어도 잘 보입니다. 

275° – 모퉁이 마운팅에서도 빈틈없는 안전: 5° 더 큰 스캔각 덕분에 마운팅이 부정확해도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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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SICK의 고객과 서비스 직원
이 deTec4 Prime의 컨셉을 납득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푸
르트방엔 대학 사용성역량센터 연구원
들은 이 문제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 먼
저 사용자가 어느 조작 단계에서 문제
에 봉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가설들을 
세웠습니다. 테스트에서 이 가설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컨셉이 이해가 된다
는 사실이 대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하지만 제품과 기술 정보를 최적
화할 수 있는 실마리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푸르트방엔 대학 경제 엔
지니어링 학부의 Gerhard Kirchner 교
수는 분석 및 테스트 결과를 정리했습
니다. 푸르트방엔 대학 사용성 엔지니
어링 및 연구 팀의 Lena Neuman 은  
“모든 피실험자는 동일한 과제를 해결
했다”면서 테스트 절차를 설명했습니
다. “테스트 가이드라인에서 표준화된 
과정을 정해서 피실험자가 어떤 작업
을 하는지를 관찰할 뿐만 아니라 구체
적인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모든 피실
험자에게 동일한 과제를 말이죠. 이 과
정 전체를 촬영했고, 관찰 결과를 기록
했으며, 문제 유형에 따른 평가를 정리
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deTec4 Prime팀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이후의 안전 라이트 커튼 최적화 작업
에 활용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
는 기발하게 단순화된 연결 플러그 컨
셉입니다. 레이저 및 정렬 디스플레이
를 통합하여 시각화를 최적화했기 때

문에 라이트 커튼의 커미셔닝도 보다 
빨라졌으며, 캐스케이딩된 시스템의 
연결 비용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맥박에 귀 기울이고
스마트폰 같은 소비자 제품의 경우 매
력적인 디자인과 조작 간편성의 결합
이야말로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
적입니다. 그사이 사용자 친화성은 제
품 비교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푸르트방엔 대학 사용성역량센터장
인 Robert Schäflein-Armbruster 교수
는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기준이 산업용 제품에는 그렇게까
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
각할지 모르지만, 산업 제품에도 사용
성 측면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우수한 인체공학과 제품에 수
반되는 수용자 중심의 정보에서 귀결
되는 안전과 작업 효율성도 중요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도 그렇다”고 말합
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 사용성 측
면은 특별히 큰 역할을 합니다. 커피
머신을 잘못 조작하면 라떼 마키아토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4 Prime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개발팀은 사용자 친화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에 대한 실제 테스
트를 실시했습니다. 개발팀은 푸르트방엔(Furtwangen) 대학 사용성역량센터(Usability Competence Center) 연구원들과 함
께 실제로 실험했으며, 고전적 방식의 사용성 연구에서 피실험자가 deTec4 Prime을 어떻게 제대로 다루는지 조사했습니다.

사용성 – 기술 활용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복잡하
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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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hs-furtwangen.de/usability

대신 에스프레소만 마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기계나 설비, 안전장치에서 그
런 일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
말 심각한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제품에서 명확한 피드백
이 나오지 않거나 사용자가 안전에 대
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될 때 설치 단
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임의 조작도 중
요한 주제입니다. 제품이 원하는 당연
한 사용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면 임의
로 조작하게 됩니다. 제품 사용자에 초
점을 맞춰야 하며, 제품과 제품 관련 정
보를 임의 조작이 흥미롭거나 필요해 
보이지 않게 구성해야 합니다.”

복합성 정도가 높을수록 사용성이 중
요하다
Kirchner 교수는 앞으로 스스로 제어하
게 될 네트워크화된 생산을 염두에 두
면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한
다고 양심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이 복합적일수록 더 높은 사용
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합니다. “다수
의 대형 기계가 상호작용하면서 임무
를 서로 떠넘기게 된다면, 작업이 제대
로 진행되는지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최신 데이터 기술 덕분에 앞으로는 설
비, 특히 복합 설비를 시각적으로 고안

해서 시뮬레이션 모델로 그 타당성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에 주안점
을 두는 사용성 측면은 이미 설계 단계
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상 엔지니어링과 사용성이 서로 결합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 목표에 맞춰 과
거 결과를 피드백하면 대안적 제품 컨
셉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올 수 있
습니다.

제삼자의 시선으로: 푸르트방엔 대학의 Robert Schäflein-Armbruster 교수와 Lena Neumann, Dr. Gerhard Kirchner 교수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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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4 Prime: 사용 효용성 점검 완료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4 Core와 de-
Tec2 Core로도 위험 지점과 접근 구역
의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간단합
니다. 최신 deTec4 Prime 버전으로 개
발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4 Prime
은 deTec4 Core의 성공 컨셉을 한 단계 
높여 완성합니다. 동시에 기존 라이트 
커튼 버전의 특징들을 한 개 장치에 통
합해서 새 기능까지 더했습니다. 그리

고 디자인은 슬림한 공간 절약형 Core 
버전 그대로입니다.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4는 성능 수
준도 EN ISO 13849에 따른 “e”와 IEC 
61508에 따른 SIL3을 충족하는 전자 감
지 보호 장치입니다. 

켜켜이 쌓인 보호 필드 높이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을 150밀리
미터 단위로 켜켜이 배열해서 300에
서 2,100mm까지의 13가지 다양한 보
호 필드 높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deTec 제품군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도 딱 들어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deTec4 Prime이 만능 탤런트
로서 진면목을 보여 줍니다. 이 라이트 
커튼은 무엇보다도 유연한 연결 컨셉
으로 거의 모든 일반적인 애플리케이
션 요구를 충족합니다. 

배선은 적으면서 지능적 표준화로 성
능 향상
기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경우에도 
DIP 스위치를 이용한 빔 코딩으로 안전 
라이트 커튼의 상호 간섭을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적 작동 지점 보
호용 시스템을 세 대까지 캐스케이딩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 부담이 주는 동
시에 제어함 내 안전 입력부 개수도 줄
일 수 있습니다. 로컬 리셋 기능으로도 
배선 비용을 줄이고 제어기 내 프로그
래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T자 연결
기가 있어서 제어함과 송신기 및 수신
기 상태 디스플레이에 연결하는 데 케
이블 한 개만으로 충분하므로 비용이 
절약되며 기계 작동 정지 상태가 최소
화됩니다. 원하는 deTec4 Prime의 기
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커넥터 
네 개가 제공됩니다. 구성에는 소프트

이렇게 간단해질 수 있는 기능성: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4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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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혁의 시기, 많은 관점에서 우리도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확실한 경험  

데이터가 황금만큼 값지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Robert Schäflein-Armbruster 교수, 푸르트방엔 대학 사용성역량센터장

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창고 보
관이 간소화되며, 비용이 절감됩니다.

통합 레이저 및 정렬 디스플레이에 의
한 시각화로 빨라진 커미셔닝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은 LED 디스
플레이가 내장되고 진단 기능이 탑재
되어 있어서 커미셔닝에서부터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됩니다. de-
Tec4은 커미셔닝에서 정확한 스캔 범
위를 맞춰 줍니다. 신제품인 deTec4 
Prime의 경우 내장 정렬 디스플레이에
는 LED가 네 개 있어서 송신기와 수신
기의 위치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추적
할 수 있으며, 해상도 30mm에서 최대 
24m까지 스캔 범위 자동 보정이 가능
합니다. 파란색 LED 네 개가 “노란색 기
술”로 “녹색 지대”를 표시합니다.

보호 등급 IP67로 안정적이고 확실하
며, 작동 시 주변 온도 최대 –30°C 
보호 등급 IP65 및 IP67 그리고 동작 온
도 범위 –30°C ~ +55°C로 까다로운 환
경 조건에서도 이 새로운 안전 라이트 
커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이 매우 혹독한 요건도 문
제없이 견딜 수 있도록 금속 및 플라스
틱 구성품들이 충격에 끄떡없는 하우
징 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트 
커튼은 충격에 끄떡없고 초고내성 전
면창을 갖추고 있어서 극한 조건에서
도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혁신적 홀더 시스템으로 마운
팅이 간단하고 불감영역 없음 
모든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을 혁신적
인 FlexFix 브래킷으로 다양한 기계 유형

에 몇 분만에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
다.  최종적으로 고정하기 전에 FlexFix 브
래킷에서 조립된 라이트 커튼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우징 끝까지 이
어지는 보호 필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산업과 포장 산업이든 기
계 및 설비 제작 분야든 기능 안전 기술
의 지속 능력은 두 가지 핵심적인 점에
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속한 커미셔
닝과 그에 따라 빨라지는 설비 효율성
이며, 다른 하나는 중단 없는 생산과 그
에 따라 증대하는 설비 경제성입니다. 
구성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안전 라이
트 커튼 deTec4 Prime의 컨셉의 전망
은 밝습니다. deTec4 Prime은 안전 라
이트 커튼 부문의 성공 컨셉을 한 단계 
높여 완성합니다. (as)

안전 구성 요소 및 시스템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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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중점을 둔 모듈식 기계 컨셉 실현

순차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

회전이 빠른 일용 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제조사들은 현대식 생산 라인의 유연성과 모듈화에 승부
를 겁니다. 특히 복합적인 생산 및 포장 공정에서 모듈식 기계 제작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기계 컨셉
은 다양한 기계 모듈로 구성되며,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모듈도 사용됩니다. FMCG 제조사는 이 모듈들을 유연
한 생산이라는 의미에서 수요에 따라 서로 교환하고 새롭게 조합해야 합니다. 이는 기계 안전 규정을 구현하는 데에는 특
별한 도전입니다.

>> 유연성이 커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소비 
습관과 배치 사이즈 1에 대한 요구는 
제조 공정 전체에서도 더 큰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효율성과 가용
성, 이와 함께 설비 종합 효율(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OEE)에 대한 
요구는 이와 대립됩니다. 개별 기계 모
듈을 교체하고, 새 모듈을 전체 설비
에 통합하며, 모듈들을 새롭게 짜맞추
는 이 모든 것은 기계 요소들을 안전
하게 네트워크화하려는 설비 운영자에

게 고비용의 배선 및 프로그래밍을 의
미합니다.

상위의 안전 제어기로만 안전한 네트
워크화가 가능한가?
한 기계 모듈의 안전 기능을 다른 기
계 모듈들도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개별 기계 모듈을 전체 설비 결합체에 
짜맞추는 단계에서는 이 “포괄적” 안
전 기능을 공정 논리로 네트워크화해
야 합니다. 발생하는 고장의 종류와 장
소에 따라서는 개별 기계 한 대만 차

단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지속적 자재 공급 공정에서와 같
이 손상이나 제품 손실을 막기 위해 앞
쪽에 설치된 모든 기계 모듈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위
의 안전 제어기가 필요했습니다. 제어
기가 이 신호를 해당 기계 모듈에 전달
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제조사의 기계
를 사용하는 경우 상위 제어기의 수동 
프로그래밍 비용은 큽니다. 이는 초기 
비용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변경 시 
비용에도 해당되며, 시간과 돈만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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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 복잡도도 높아집니다. 그 결
과 작동 중지 시간이 길어지며 OEE도 
감소합니다.

이제는 유연성과 생산성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Flexi Line으로 Flexi Soft 스테이션을 
32개까지 안전하게 네트워크화해서 여
러 기계에 걸쳐 안전 기능을 사슬처럼 
연결할 수 있습니다. Flexi Line은 Flexi 
Soft 주 모듈에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
므로 별도 모듈이 필요 없습니다. 게다

가 상위 설비 제어 시스템에서 해당 프
로그래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
른 장점은, 설비 운영자가 필요한 프로
세스 이미지를 한 번만 지정해서 이를 
기계 제작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
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설비 전
체에 대한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해결
합니다. 그 결과 개별 기계 모듈들이 
순차적으로 동작할 수 있거나, 개별 기
계 요소들이 추가로 전체 설비에 통합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소 지정 없
이 가능합니다. Flexi Soft 스테이션 순

서의 제거나 추가 및 변경은 간단한 티
치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로써 프로그
래맹 비용이 확실히 절감됩니다. 

따라서 Flexi Line은 특히 모듈식 기
계 제작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덜 복잡하면서도 낮은 고장율로 안전
한 네트워크화 구현이 가능하고, “Fast 
Moving Consumer Goods”의 의미에
서 제품 회전이 빨라지며, 순차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tm)  

SICK의 Flexi Line이 여러 대의 기계의 안전 기능을 결합합니다.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30

자동화가 발전할수록 기계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는 더더욱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업 공정의 안전 확보가 오히려 방
해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혁신 기술로 보호 장치를 작업 공정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작동자에게 더는 방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종종 생산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신뢰성 있고 작업 공정에 통합되는 보호 장치는 포기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으며, 중단 없는 생산이라는 목표를 지원하므
로 설비 경제성도 제고됩니다.

>> SICK는 박스 재단 포맷을 변경할 
때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 
기술상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인증
된 안전 시스템 Safeguard Detector
를 개발했습니다. 이 새로운 포장 기
계 안전 시스템은 개입 방지가 필요
한 박스 매거진에 사용됩니다. 포장

기의 경우 특히 자재 공급부(납작하
게 재단된 박스 등을 위한)에서 작동
자가 매거진이 비었을 때 작동 중인 
기계에 손을 대서 부상을 입을 위험
이 있습니다. Safeguard Detector를 
이용하면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
습니다.

자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확실한 보호
포장기의 박스 매거진 내 포장 재료는 
기계 동작 중에 일종의 물리적 보호 장
치의 역할을 합니다. 매거진에 재료가 
충분히 장전되어 있으면, 이것이 가동 
중인 기계의 시스템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매거진에 재료가 너무 적

Safeguard Detector를 이용한 잔여 더미 감시

박스 매거진: 고정 인클로저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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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그 즉시 이 보호 기능은 없어집
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포장기 시스템
은 안전하지 않으며, 중상 위험의 잠재
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지금까지는 비실용적인 솔루션
만 있었습니다. 박스 매거진을 손이 닿
을 수 없는 높이에 배치해야 했던 것이
지요.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보호 인클
로저로 일종의 기계식 터널을 부착했
는데, 이것은 자리를 많이 차지할 뿐
만 아니라 포맷 변경을 거의 불가능하
게 했습니다.

기능 안전 시스템
Safeguard Detector는 안전 제어기 
Flexi Soft와 두 대의 광전 근접 센서 
MultiPulse로 구성됩니다. 이 두 대의 
광전 근접 센서가 포장기 매거진의 충
전 레벨을 감시합니다. 측면에 설치된 
센서가 박스 더미를 감시합니다. 레벨
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경고
를 발동하여 제때 보총해서 기계가 정
지하지 않도록 해 줍니다. 모듈식 안전 
제어기 Flexi Soft는 센서 신호를 평가
합니다. Flexi Soft에는 두 대의 Multi-
Pulse 센서를 신속하게 커미셔닝할 수 
있는 인증 기능 블럭이 있습니다. 아울
러 Flexi Soft 게이트웨이를 통해 다단
계 진단 조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로 매거진을 조속히 보충하지 않
으면 이를테면 앞으로 30분 후 매거진
이 비게 된다는 사실을 작동자에게 알
려줄 수 있습니다. 

공간 절약형 매거진 감시
센서 하우징이 작아서 거의 자리를 차
지하지 않으므로 박스 매거진에 접근하
기가 아주 좋습니다. 작동자는 포장기가 

동작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매거진을 채
울 수 있습니다. 콤팩트한 광전 근접 센
서 MultiPulse를 매거진 측면에 설치할 
수 있어서 기계 설계를 위한 새로운 여
유 공간이 생깁니다. 박스 공급부의 포
맷 조정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훨씬 간
단합니다.  기계식 터널은 없어집니다. 
포맷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안전 기술
상의 배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박스 
매거진의 사이드 가이드는 포맷 재단
의 윤곽과 항상 같은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내 기능 안전
기능 안전 요건에 따른 자가 테스트는 
모든 구성품의 시스템에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광전 근접 센서 두 대는 
안전 제어기 Flexi Soft가 평가하는 데 
필요한 펄스 신호를 제공합니다. 작동
자가 빈 박스 매거진에 개입해서 생길 
수 있는 부상을 안전 시스템 Safeguard 
Detector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지능형 안전 솔루션
SICK는  Safeguard Detector로 펄스 신
호 센서 이외에 Flexi Soft를 이용한 지
능형 신호 평가 기능도 원스톱으로 제
공합니다. SICK는 Flexi Soft를 간단하
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Safeguard 
Detector 버전 각각에 맞는 특수 기
능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Drag-and-drop 기능으로 안전 기능을 
간단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확장 기능을 편입할 수 있는 예시 프로
그램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기계 개발
자와 설비 운영자는 확실하고 검증된 
구성품 이외에 안전 시스템의 안전 고
려사항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EN ISO 13849에 따른 성능 
수준 d와 TÜV Süd의 EN 62061에 따
른 SILCL2 인증을 받았습니다.

Autopilot으로 전환하기
광전 근접 센서 MultiPulse 센서는 단
순한 존재 유무 신호 이외에도 애플리
케이션의 상태와 무결함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어기는 센
서가 물체를 확실히 감지하고, 단선이
나 센서 오작동 같은 결함이 없다는 사
실을 알려 줍니다. 물체와 광학 시스템
과 센서 전자 기기로 간단히 공진 회로
가 구축되어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
째 스위칭 지점이 있어서 센서 임의 조
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컨트롤러가 
2Hz 또는 10Hz로 진동하는 공진 회로
를 감시합니다.

모듈식으로 아주 쉽게 구성 가능: SICK
의 안전 제어기 Flexi Soft
주 모듈과 확장 모듈, 모션 컨트롤 모
듈, 게이트웨이의 수가 많아서 해당 안
전 애플리케이션에 맞춘 솔루션이 가
능합니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문이
나 개폐식 뚜껑이 많은 기계를 사용하
는 포장 산업에 적용하면 효율적입니
다. 여기에서 Flexi Soft로 배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Flexi Soft로 모
듈식 기계의 포괄적 안전 기능들을 네
트워크로 묶어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설비 제어 시스템에 이 기계
들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
료로 제공되는 구성 소프트웨어 Flexi 
Soft Designer로는 직관적 프로그래밍
과 신속한 커미셔닝, 전 과정 제어도 가
능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구성 전체가 
다국어로 기록됩니다. (as)

광전 근접 센서 MultiPulse의 소형 하우징은 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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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제어기의 PSDI(Presence Sensing Device Initiation) 모드 기능 덕분에 안전 
라이트 커튼의 사이클 모드로 수동 프레스의 프레스 사이클을 제어합니다. 작업
자가 위험 지점에서 손을 빼자마자 프레스는 자동으로 재가동됩니다. 이는 양손 
스위칭을 불필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체공학과 작업자 안전의 측면에서 분
명한 장점과 현저히 높은 기계 작업량을 가져다 줍니다.  

프레스에 적용된 PSDI 기능

간단하고 안전한 생산성 향상 

>> 위험 구역이나 위험 지점 또는 접
근 구역 등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곳이
라면 어디에서든 SICK는 방대한 전문 
지식과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
탕으로 보호 과제에 대해 맞춤형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안전이 생산성 향상
으로도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
은 예는 안전 라이트 커튼과 결합된 안
전 제어기 Flexi Soft의 PSDI 모드 기능
입니다. 유형 4에 속하는 안전 라이트 
커튼은 안전 제어기와 함께 작업자가 
프레스의 위험 지점에 개입할 때 손과 
손가락을 보호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과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가능
고전적인 양손 스위칭 방식에서 작업
자는 프레스 작업 행정 같은 위험 유
발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 항상 양손
으로 두 개의 조작 요소를 작동해야 합
니다. 프레스 사이클이 종료됨과 동시
에 위험 유발 움직임이 종료될 때까지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는 그런 다음에야 다음 작업물
을 집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공간
의 인체공학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

다. 고장률이 높아 생산성 저하를 초래
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스위치를 건드
리는 경우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떻
게 PSDI 모드 기능이 간단하게 지속적
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는 공압
식 프레스의 예에서 잘 드러납니다. 양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작업자는 첫 번
째 작업물을 프레스에 놓은 즉시 다음 
작업물을 집을 수 있습니다. 프레스 사
이클과 동시에 위험 유발 움직임은 완
전히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PSDI 모드 기능으로 간단하게 의미 있
는 기계 작업량 상승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안전 그 이상
오늘날 기계와 설비를 위한 안전 솔
루션은 “단지”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
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자
동화 기술 관련 부가 가치가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애플
리케이션 노하우와 폭넓은 제품 포
트폴리오, 맞춤형 안전 제어기 그리
고 처음부터 정확한 컨설팅은 결정
적입니다. 이는 프레스에 PSDI 모드
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
다. (tm) PSDI 모드 기능: 안전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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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장치에 적용되는 새 표준 EN ISO 14119 

STR1 – 안전 잠금 상태로 전환

전 세계에 적용되는 새 표준 EN ISO 14119 “기계류 안전  – 물리적 보호 장치와 결합된 기계 잠금 장치 –  설계 및 선정 원
칙”이 2013년말부터 18개월의 과도기를 두고 기존 유럽 표준 EN 1088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EN ISO 14119의 적용 분야
는 잠기는 물리적 보호 장치(안전 도어 등)가 사용되는 모든 기계로까지 확대됩니다. 이 새 표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잠금 
기능이 정의됩니다. 또 물리적 작용 원리와 구동 원리를 구분하고, 액추에이터 코드의 정성 평가를 도입합니다. 기계 및 잠
금 장치 제조사들에는 잠금 장치의 설계 및 임의 조작을 방지하는 설치에 관한 값진 정보가 제공됩니다. SICK는 이 새로운 
EN ISO 14119 도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새 표준 EN ISO 14119에서는 임의 조
작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전면에 내세
웁니다. 이 표준은 회피 자극을 평가
하는 방법과 방지에 필요한 조치 선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치는 일반 조치
(잠금 장치에 해당)와 부가 설계 조치
(기계에 해당)로 나뉩니다. 작동 방식
(기계식 또는 접촉식)에 따라 네 가지 
잠금 장치 디자인이 정의되고 서로 구
별됩니다.  이 네 가지 잠금 장치 디자
인과 액추에이터 각각의 코드 단계로
부터 마운팅이나 테스트에 필요하거나 
권장되는 조치가 도출됩니다. 각 기술
의 장단점 설명이 잠금 장치 설계와 선
정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표준에 맞고 유연하게:  
STR1 및 TR10 Lock
SICK는 안전 스위치 제품 포트폴리오
를 구성할 때 이 새로운 EN ISO 14119 
도입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SICK는 
트랜스폰더 안전 스위치 STR1과 트
랜스폰더로 감시되는 안전 잠금 장치 
TR10 Lock를 편입하면서 잠금 장치를 
EN ISO 14119에 따라 네 가지 디자인
으로 시장에 내놓았으며, 이 장치는 요
구되는 코드 단계에 맞춰 구입할 수 있
습니다. 이 새로운 STR1과 TR10 Lock

안정적이고 유연하며 간단하게 통합 가능: 
트랜스폰더 안전 스위치 STR1

을 이용하면 기계 제조사는 이제 코드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은폐식 마운팅, 
스캔 범위 밖 마운팅 또는 타당성 검사
용 추가 잠금 등의 추가 설치 조치를 취
하지 않아도 됩니다. 

STR1는 높은 기계적 강도를 보장하는 
콤팩트한 VISTAL® 하우징을 갖추고 있
습니다. 탁월한 전자기 적합성(EMC)이 
이 안전 스위치에 고내성을 더해 주며, 
높은 기계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액추에이터 세 개, 활성 센
서 표면 세 곳,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있
는 최대 네 개의 설치 장치로 설치 방법
에 거의 제한이 없으므로 STR1은 유연
하고 간단하게 통합됩니다. 

STR1과 TR10 Lock에는 셀프 모니터
링 기능이 있는 반도체 출력부(OSSD)
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와 잠금 장치는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며, 성능 
수준 PL e(EN ISO 13849)로 높은 안
전 수준을 구현해 줍니다. 안전 스위치
는 개별로나 직렬 연결로, 즉 T 분배기
에 직접 또는 혁신적 안전 센서 캐스
케이드 Flexi Loop로 접속할 수 있습
니다. STR1과 TR10 Lock은 제공되는 
코드 종류(다중, 단일, 영구)로 높은 수

준의 임의 조작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
다. 발생하는 고장을 출력부가 감지하
므로, SICK의 STR1과 TR10 Lock은 안
전하면서도 유연합니다. (ro)

SICK에서 새 표준 EN ISO 14119에 
부합하는 잠금 장치 설계와 선정
을 위한 백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www.sick.com/whitepaper_ve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34

안전과 생산성의 조화

미래지향적 전문 서비스

기계 안전 분야에서 SICK는 위험 평가에서부터 제품 중립적 안전 개념 정립과 구체적인 구성품 선정 및 이 구성품의 설비 
내 통합과 프로그래밍 또는 구성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140
명의 SICK 안전 전문가들이 보호 기능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이들은 전 세계에서 기계와 설비의 CE 적합성 확인을 
지원하여 지역마다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검증 작업을 실시합니다. 기계와 설비를 구축하든지 개장하든지 
서로 연결하든지 어떤 과제에서도 SICK의 안전 서비스는 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SICK 전문가의 노하
우와 경험으로 최신의 안전성 개념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SICK 전문가들은 앞으로 새로운 작업 공정
에서 나오게 될 안전 기술상의 도전에도 벌써부터 대비하고 있습니다.

>> 고전적인 의미에서 기계 안전은 사
람이나 다른 기계에 위험 요인이 되는 
작업 영역의 모든 움직임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기계의 위
험 구역에 사람이 들어서면 구동장치
와 에너지 공급부를 분리해서 기계를 
안전한 상태로 만는 것입니다. 공정이 
다시 원활하게 진행될 때까지 시간 손
실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작업물이 
손상되거나 쓸모없게 될 수 있기 때문
에 공정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과 생산성 사이
에 긴장 관계가 생깁니다. 이 경우 작
동자는 작업 공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동자가 적재장에서 이따
금 적재용 로봇의 작업 범위 안에 있게 
되는 오늘날의 작업장에서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기계와 작동자 사이의 공존 
이상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직
접적인 협업이 필요하게 되면 이 상호
작용은 심지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
다. 보다 복합적이고 유연한 안전 기능
을 가능하게 하는 새 기술이 나올수록 
이 긴장관계는 점차 해체될 것입니다. 

스마트 액션은 전원을 끄는 데 지나
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도 기계를 안전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정 과정을 안전 기
술로 처리하면 공정을 정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를 늦췄다가 자동
으로 다시 재개하거나 가속할 수 있습
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조립 과제에 로
봇을 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뜻하지 않게 로봇의 
위험 구역에 접근했을 때 반드시 로봇 
동작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
다. 우선은 속도를 확실하게 줄이고 접
근하는 사람에게 신호음이나 광신호로 
경고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가까이 접근하면 그때 로봇
을 정지해도 됩니다. 최신 시스템은 사
람이 위험 구역을 다시 벗어나는 것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독
자적으로 다시 정상 모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수동으로 초기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능형 접근 안전 

확보 장치는 기계적 작동 지점 보호 기
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은 별도로 마
련된 안전 장치가 자극될 때만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보호 범위에 있는 생산 
폐기물로 원치 않는 차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창출: 공정 분석용 데이터
안전 기술 센서는 기계를 안전한 상태
로 만드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공정상의 
변경이나 작업 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시간 동
안 안전 기술상의 전원 차단 횟수가 늘
어나는 등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정보
는 문제를 미리 확인해서 이를테면 작
동자에게 추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공
정 과정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수정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기계 운영자에게는 부가가치가 됩니
다. 오랜 고장 시간이나 더 큰 손상이 
방지됩니다. 게다가 품질 보증을 위해 
안전 요건과 제품의 연관관계를 기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
제가 있는 제품을 다음 공정 단계에서 
추려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SICK의 전문 지
식
SICK의 안전 전문가들은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한 안전 기술을 선택하
여 이를 구현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검
사해서 기계와 설비의 복합적인 공정 
과정을 분석합니다. 대인 안전을 보장
하려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그
것이 구현되기 전에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나 위험 요인 평가의 
틀에서 예상 가능한 오용 같은 모든 애
플리케이션 사례를 감안해야 합니다. 
SICK의 안전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항상 최
신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계 및 
설비 안전 관련 현행 법규 요건을 고려
해서 규격을 벗어나지 않는 최적의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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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을 개발합니다. SICK 전문가의 자
격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SICK 내부
의 역량 관리 시스템 VERIFIED SAFE-
TY(안전 검증)으로 규칙적으로 검증되
고 기록됩니다.

VERIFIED SAFETY(안전 검증) – 품질 제
고를 위한 안전 공정 
VERIFIED SAFETY(안전 검증)의 틀 안
에서 공정 정의와 역량 관리로 위험 감
소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동시에 지역마다 
유효한 법적 요건을 통합해서 확실하
게 충족하여 법규에 맞는 안전을 제
공합니다.  전 세계에서 통일된 절차
가 표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이탈리아 또는 다른 국가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결과 기록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특히 글
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에서 비
교 가능한 결과와 통일적 개요가 만들
어집니다. SICK의 포괄적인 고객 프로
젝트 관리 프로세스 (CPM: Customer 
Project Manangement)의 요소로서 역
량 관리 시스템 VERIFIED SAFETY(안전 
검증)은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

어 14개국의 16개 생산 공장에서 보호 
조치를 추가하려는 프로젝트는 단 한 
국가의 한 개 생산 라인에서와 같은 품
질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동작 안전성: 위험 평가에 대한 새 요건

2015년 6월 1일부터 새 사업장안전시행령(BetrSiV)은 위험 평가의 실시 및 
기록과 관련해서 독일 내 기계 운영자에게 보다 정확한 요건의 이행을 정하
고 있습니다. 

 • 방폭 구역에서 위험 물질 규정과 중첩되는 부분은 피할 것 
 • 최초 사용 전 위험 평가를 제공할 것
 • 작업 장비 사용 시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생기는 위험 요인을 열거할 것
 • CE 표시가 있다고 해서 사용 현장에서 운영자에게 위험 평가가 면제되지 
않음

 •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면 유지보수와 실제 사고 
발생의 고려가 강화됨

 • 사업장 안전 위원회와 상해보험사 전문위원회가 공동으로 정하는 기술 현황
 • 기술 현황 변동 시 기존 보호 조치의 조정 필요 
 • 특히 진입 및 출발 단계와 시험 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작 상태 방지
 • 서비스 외주 시 외주사가 적정 전문 지식을 보유한다는 데 대한 책임은 외
주 위탁자에게 있음

SICK의 품질 보증 시스템인 VERIFIED SAFETY(안전 검증)는 기계류 지침의 부록 X에 따라 
독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IFA)에서 검사와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SICK는 
사전 제작된 안전 시스템의 CE 적합성 확인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안전 서비스 제공에게 닥칠 미래의 도
전?
새로운 작업 공정은 새로운 위험 상황
을 만들며, 부분적으로는 사람과 기계
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과 규정, 
안전 기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새 작
업 공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고
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새 표준을 정
하는 일은 안전 전문가와 서비스 제공
자의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인
간과 기계 사이의 안전한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기계는 갈수록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동시에 인간과 협력합니다. 
기계는 바로 옆, 즉 자동차 조립 공정
의 로봇처럼 직접적인 위험 구역에 있
습니다. 안전 기능이 점점 복잡해질수
록 엔지니어링 설계가 힘들 뿐만 아니
라 그에 이어지는 타당성 평가도 힘들
어집니다. SICK가 이 도전에 맞섭니다. 
제품 개발에서도 그렇지만 개발 파트
너이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SICK는 미
래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ro)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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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SAFETY ENGINEER(TÜV RHEINLAND)

SICK의 기능 안전 교육: 기능 안전 트레이닝

기계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기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흔히 사고는 사전에 
위험 평가를 불충분하게 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구현하고 커미셔닝하는 동안에 추가적인 안전 기술을 구축하면 
잔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계 안전은 안전 시스템의 정확한 기능과 그 밖의 위험 감소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기능 안전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SICK는 Functional Safety Engineer(TÜV Rheinland)를 위한 교육을 제공
합니다. 이 교육에서 개발자와 설계자, 운영자는 기능 안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기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을 익힐 수 있습니다. 

>> SICK는 TÜV Rheinland의  Functional 
Safety Training Program 교육의 공
인 제공자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TÜV 
Rheinland에 등록된 SICK 트레이너는 
필요한 이론 지식과 실제 현장에 적용
되는 요건을 연결할 줄 아는 전문가입
니다. 나아가 이들은 기능 안전 분야
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검증된 경험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ICK 트레이닝
에서는 엔지니어와 설계자, 기능 안전 
분야 관계자와 기업이 이 분야에서 국
제적으로 인정되는 FS Engineer가 되
기 위한 교육을 받고 해당 전문 지식
의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
이닝은 SICK 지사 또는 고객 측 현장에
서 실시됩니다. 앞으로 세미나는 영어
와 스페인어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도 이렇
게 해서 유럽연합의 안전 관련 요건과 
지침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제
품이나 상품의 수출이 수월해질 수 있
을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어젠더대로
SICK 트레이닝에서는 위험 평가 및 감
소와 기계 안전, 기계의 기능 안전이라
는 복합 주제를 다룹니다. 위험 감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호 그리드
와 전자감응식 보호 장치 같은 보호 장
치의 선택 방법이 소개되며,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도 소개됩니다. 보호 장치
의 포지셔닝 방법은 또 다른 주제입니
다. 안전 기능의 검증 및 타당성 평가의 
기초를 비롯하여 안전 관련 제어 시스

템 개발 요건이 다음 표준을 바탕으로 
교육됩니다. EN ISO 12100(기계 안전 
– 일반 설계 원칙 – 위험 평가 및 위험 
감소), EN ISO 13849(기계 안전 – 안전 
관련 제어기 부품) 및 EN/IEC 62061(기
계 안전 – 안전 관련 전기 제어 시스템, 
전자 제어 시스템 및 프로그래밍이 가
능한 전자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SICK의 트레이너는 무엇보다도 문서화 
및 기능 안전 관리(Functional Safety 
Management) 주제에 관하여 자세한 
실제 예와 검증된 전문가 팁을 제공합
니다. 아울러 제조사를 위하여 작업 장
비 지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
다. 트레이닝에서 다루는 그 밖의 주제
는 표준 EN/IEC 61508(기계 안전 – 안
전 관련 전기 제어 시스템, 전자 제어 
시스템 및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전자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과 기계류 지
침에 맞춰 정해집니다. 

FS Engineer(TÜV Rheinland) 인증서가 
부여하는 최고의 자격
세미나 참가자 전원에게 세분된 트레
이닝 자료가 제공됩니다. 참가자는 원
하면 트레이닝 종료 시 기능 안전을 주
제로 하는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교
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자자에게는 
TÜV Rheinland에서 FS Engineer(TÜV 
Rheinland)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ro)

상세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ww.sick.com/ 
functional-safety-engineer

기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기능 안전은 주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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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이 한 개라도 튀는 곳, 사람과 기계와 환경의 안전이 중심이 되는 곳, 폭발 방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 여기에 SICK
의 안전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방폭 구역의 최대 안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보호 조치의 상호작용이 기본입니다. 또
한 특수 지침들은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고, 규정은 측정 장치의 제품 시험을 정하며, 표준이 국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SICK
의 측정 장치는 방폭 구역에 대한 규정에 맞춰져 있으며, 산업 공정에서 안전한 측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폭발 방지 – 대인 보호 – 안전 측정

생산 산업의 폭발 방지

>> 가스 및 먼지 폭발의 삼각형, 즉 산
소, 인화성 물질, 점화원을 모르는 사
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화성 가스, 액
체, 증기 및 먼지가 있는 산업 공정에
서는 언제든지 폭발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성 환
경을 정확히 예방하려면, 특히 점화원
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산소 농도나 인화성 구성품을 지속적
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잠재적 
점화원이 있는 기기들에는 폭발 위험
이 있는 구역에서 사용하기에 알맞게 
방폭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설비 운영자는 인증된 장비 기술
만 사용하여 법규를 준수합니다. 그리
고 SICK는 바로 이러한 폭발 위험이 있
는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을 
개발해서 해당 인증을 받습니다. 

방폭 기술의 시작, 1815년
그런데 방폭은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

닙니다. 시작은 이미 200년 전 탄광이
었습니다. 영국 화학자 Humphry Davy
경이 1815년 폭발 방지용 갱내 안전등
을 개발해서 갱내 메탄 같은 폭발성 가
스의 폭발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습니
다. 특수 철망이 노출 불꽃을 차단했습
니다. 이 안전등의 구조는 내압성 캡슐
형 하우징 원리와 비슷합니다. 점화원
이 주변 폭발성 환경으로부터 분리되
어 점화 요인이 외부로 나올 수 없습니
다. 내압성 캡슐 방식은 오늘날까지 폭
발 방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가
스 방폭 구역 옆에 동시에 분진 방폭 구
역도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인증된 측정 장치
기계화와 자동화, 생산 속도가 가속화
할수록 폭발 방지 기능을 조정할 필요
성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내에
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화로 인
해 전 세계에 유효한 표준에도 맞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발 위험을 최소
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유효합
니다.  그래서 인증된 측정 장치의 사
용도 정해진 방폭 구역에 맞는 방폭 유
형에 해당하는 제품 시험으로 규제되
고 있는 것입니다.

방폭 구역용 센서 시스템
SICK는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미국 
표준(NEC)이나 유럽 표준(ATEX) 또는 

서비스 안전 규정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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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안전 규정

과제 구역 범주 SICK의 솔루션 방폭 유형

감지

1, 2 2G 광전 센서 W24-2 Ex 본질안전
2, 22 3G, 3D 광전 센서 W18-4 Ex 및 W27-3 Ex 하우징을 통한 보호
1, 2 2G 광섬유 센서 WLL24 Ex 본질안전, 광학 빔

2, 22 3G, 3D 자기감응형 원통형 센서 MZT8 ATEX 불꽃이 튀지 않는 작업 장비

0, 1, 2 1G, 2G 유도감응형 근접 센서 IM Namur 본질안전
1, 2 2G 유도감응형 근접 센서 MM Namur 본질안전
1, 2 2G 레지스트레이션 센서 RS25 본질안전

 안전 확보
1, 2, 21, 22 2G, 2D 안전 라이트 커튼 deTec4 Core Ex 하우징을 통한 보호, 내압성 캡슐형
1, 2, 21, 22 2G, 2D 안전 라이트 커튼 C4000 Advanced Ex 하우징을 통한 보호, 내압성 캡슐형
2, 22 3G, 3D 안전 라이트 커튼 C4000 ATEX II 3G/3D 불꽃이 튀지 않는 작업 장비, 광학 빔

감시 및 제어

1
총 탄화수소 분석기  
EuroFID3010(EN 50271:2010에 따라  
가스 경보기로 승인됨)

산업용 하우징 장착: 구역 1용 여압

2 3G 모듈식 가스 분석기 S715 Ex 가스나 증기에 안전한 하우징
1, 2 3G, 2G 모듈식 가스 분석기 GMS815P 여압, 가스나 증기에 안전한 하우징

1 2G
모듈식 가스 분석기 S720/S721 Ex,  
GMS820P

내압성 캡슐형

1, 2 3G, 2G 프로세스 가스 분석기 MCS300P Ex 여압, 향상된 안전
1, 2 3G, 2G in-situ UV 가스 분석기 GM32 Ex 여압, 본질안전

0, 1, 2, 21 1/2G, 2D
레이저 산소 트랜스미터 TRANSIC151LP 및 
TRANSIC121LP(FM 버전)

본질안전, 향상된 안전, 하우징을 통한 
보호, 비인화성

1 또는 22 2G, 3G 먼지 측정 장치 FW101 Ex 및 FW300 Ex
내압성 캡슐형 또는 하우징을 통한 
보호

측정 
(유량)

1 2G 가스 유량계 FLOWSIC500 본질안전

1, 2 2/3G
질량 유량 측정 장치 FLOWSIC100 Flare,  
가스 유량계 FLOWSIC300 및 FLOWSIC600

본질안전, 향상된 안전, 내압성 캡슐형

2 3G 질량 유량 측정 장치 FLOWSIC100 Process 방폭 유형 “n”
0 Ga, Ma 유속 측정 장치 FLOWSIC60 본질안전

부속품 본질안전 NAMUR 증폭기 EN2-2 Ex

국제 표준(IEC)에 따라 위험 평가를 실
시한 설비에 적합한 방폭 구역용 센서
를 일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SICK의 방대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솔
루션 역량, 즉 안전 기능이 통합된 기
능적 장치 설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SICK는 고객 측의 기획 단계에
서부터 SICK의 경험을 동원하여 경제
적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
다. 모든 과제에는 각각 특별한 도전이 
있습니다. 최적의 측정 원리와 정확한 
측정 범위의 선택, 그리고 그 밖에 애
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설치 장치 특성
의 선택은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고객
의 요구에 맞춰 결정됩니다. 터키의 자
동차 부품회사 Assan Hanil의 도장 설
비에서 구축된 접근 안전 확보가 그 한 
예입니다.

ATEX 표시 부착 안전 라이트 커튼
로봇 네 대가 다양한 크기의 범퍼 바를 
폭발성 도장 환경의 출입 구역으로 운
반합니다. 사람이 이 위험 구역에 들어
오면 로봇들은 즉시 안전하게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솔루션은 
ATEX 표시 II 3G/3D가 부착된 광전자 
보호 장치인 안전 라이트 커튼 C4000 
Fusion입니다. 사람과 자재의 구분도 
이 안전 솔루션의 요건입니다. 범퍼 바
의 자동 운반은 마땅한 이유 없이 정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
서 사람을 보호하는 동시에 설비 성능
과 공정 효율성도 확보됩니다. 

감지 및 안전 확보, 측정, 감시 및 제어: 
SICK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든 제공합
니다. (sh)

폭발 방지: 자동차 부품회사 Assan 
Hanil의 도장 설비 내 접근 안전 확
보 보고서 전문은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www.sickinsight.com/ 
access_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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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SICK의 기술력을 세계로

센서에서부터 센서 인텔리전스로: 독창적 아이디어와 개척자 정신이 세계를 변화시킨 자동화  
기술이 되었습니다. Erwin Sick 박사가 7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오늘 전 세계에서 7400명이 넘는  
임직원을 Industry 4.0의 새 미래로 이끌어 갑니다. SICK는 아이디어로 인간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SICK는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화하고 자원을 아끼는 데 이바지합니다. SICK가 축하할 이유입니다.  
www.sick.com

: 포커스 The FuTure oF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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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SICK 방문하기: 
www.sickinsight.com

SICK Co., Ltd. 
Room 530, Gukjegeumyung-ro 106 
Yeongdeungpo-gu | Seoul | Korea 
Phone +82 2 786 6321 | Fax +82 2 786 6325 
info@sickkorea.net | www.sickkorea.net 

씨크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530호. 07343 (여의도동,행진빌딩) 
Tel.: +82 2 786 6321 | Fax: +82 2 786 6325 

SICK AG 
Erwin-Sick-Str. 1 | 79183 Waldkirch | Germany 
Phone +49 7681 202-0 | Fax +49 7681 202-3863 
www.s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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