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도입경과 및 시행 안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1.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도입 배경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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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심사·검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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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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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도입 배경
안전검사 대상 기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1. 프레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2. 전단기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4. 리프트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미만 제외)

5. 압력용기

13.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

6. 곤돌라

14. 컨베이어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15. 산업용 로봇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1.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도입 배경
 ’16.2.11. 국무회의시 국무총리 지시
- 위험장비의 안전검사를 여러 부처가 소관 업무별로 나누어서 있어 안전검사
대상에 공백이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부처는 사고 빈도가 높은 장비와
부처별 안전검사 품목을 대조해 안전검사 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지시
⇒ 15개 법령*에서 관리하는 기계·장비의 안전검사 검토, 산업재해통계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1.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도입 배경
 ’16.3.15. 국무회의실 주관 안전검사체계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고용부, 문화부, 국토부, 안전처, 안전보건공단,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은 위험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단계 안전검사 누락
⇒ 일정규모 이상 컨베이어와 사고위험성이 높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결정

* 강도 : 근로손실일수/재해자수,

빈도 : 재해자수/대수×보정값(1,000)

2.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6.10.27. 일부개정)
-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 편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6.10.28. 일부개정)
❍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시행일
- 시행규칙 공포일(2016.10.28.)후 1년 경과후 시행(2017.10.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제169호, 2016.10.28.> 제1조에 따름
❍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실시 주기
☞ 2017.10.28.까지 설치‧
‧사용중인 설비
: 20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제169호, 2016.10.28.> 제6조에 따름
☞ 2017.10.29.부터 설치‧사용중인 설비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날부터 3년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2.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행
 컨베이어·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관련 고시 개정(2017. 10. 11.)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4호) ⇒ 검사대상 범위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5호) ⇒ 검사기준
❍ 산업안전보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3호)
☞ 시행일 : 2017. 10. 29.
☞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2.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행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추진방안(고용노동부, ‘18.11.)
기존

추진방안
❍ ‘18.12.31.까지 안전검사 접수 완료

❍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 완료

* 자율검사프로그램은 ’18.12.31.까지 신청∙승인 완료
* ‘18.12.31.까지 안전검사 미접수시 해당설비 사용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안전검사 불합격시 사용중지

❍ ‘18.12.31.까지 안전검사 접수한 사업장에
한정, 불합격일 경우 1회의 시정기회 부여

❍ 접수순에 의하여 검사실시

❍ ‘18.12.31.까지 안전검사 접수한 사업장의
근로자수에따라 규모 큰 순으로 검사실시
* 50인 이상(~’19.2.28.), 49인~10인(‘~’19.5.31.), 9인 이하(~’19.8.30.)

2.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행
 안전검사 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대표전화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www.safety.or.kr

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http://www.koelsa.or.kr

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

http://www.korsta.or.kr

1577-75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miis.kosha.or.kr

1544-3089

3. 컨베이어 재해 사례
벨트컨베이어 롤러 이물질 제거 중 끼임
재해발생 원인
☞ 가동부 덮개 또는 울 등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운전정지 미실시
재해예방 대책
☞ 가동부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 비상정지장치 설치
☞ 비정형 작업시 운전정지(LOTO)

3. 컨베이어 재해 사례
컨베이어 하부에서 청소 중 말림
재해발생 원인
☞ 가동부 덮개 또는 울 등 미설치
☞ 청소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재해예방 대책
☞ 가동부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LOTO)
☞ 작업모, 작업복 착용(말림방지)

3. 컨베이어 재해 사례
폐기물 이송 벨트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임
재해발생 원인
☞ 구동부 덮개 또는 울 등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실시
☞ 운전정지 미실시
재해예방 대책
☞ 방호덮개 또는 방호울 등 설치
☞ 비상정지장치 설치
☞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LOTO)

3. 컨베이어 재해 사례
리턴롤러(테일드럼) 이물질 수공구로 제거 중 끼임
재해발생 원인
☞ 구동부 덮개 또는 울 등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실시
☞ 운전정지 미실시
재해예방 대책
☞ 방호덮개 또는 방호울 등 설치
☞ 비상정지장치 설치
☞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LOTO)

3. 컨베이어 재해 사례
롤러컨베이어 구동체인 점검 중 끼임
재해발생 원인
☞ 동력전달부 덮개 미설치
☞ 점검중 운전정지 미실시

재해예방 대책
☞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 점검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LOTO)

3. 컨베이어 재해 사례

 참고
 안전검사 주요 불합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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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접지)

기타

0
제5호(덮개 또는 울)

제30호(비상정지장치)

제13호(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제8호(통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