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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녹색 
에너지를 의식한 최종 소비자와 정부방침에 
따라 가정용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기제품의 
에너지등급을 표시하는 에너지 라벨링 지침 
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중심으로 공작기계(프레스, 전단기 
포함)의 환경영향 평가, 시장에서의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환경 고려설계(에코 디자인)을 의무화 
하는 유럽위원회의 지침인 EuP 지침(Directive 
on Eco-Design of Energy-using Products)에 공작 
기계가 포함되게 되었다. EU에서는 이를 
규정화 하기 전에 업계의견에 기초한 자발적인 
규정안을 작성하여 국제표준화에 앞서 EuP 
지침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지식기반 자율제어형 초정밀 
디지털 서보프레스 시스템』의 2차년도 과제 
수행에 맞추어 유럽 주요국의 서보프레스의 
에코인증화 움직임과 국제표준화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2. 유럽의 에너지 정책 

 
EU(유럽연합)에서는 2020 년 에너지 감축 

목표를 1990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절감 하기로 하고 EU 전체 사용 에너지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유럽의 에너지 전략기술 계획(Euro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2007.11)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2050 년까지 1990 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의 60-80% 절감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강화를 통해 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으며 모든 에너지 소비 
제품의 수명주기 내 소모에너지 및 환경 부하 
감소를 목적으로 모든 제품의 에너지 등급 
표시 및 제품 설계단계 에서 효율등급 준수를 
요구 받게 되었으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600 개 제품에 대한 심층 분석결과 공작기계 
(절,연삭가공기,프레스,단조기)가 EuP 지침에 포 
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Fig. 1 Euro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2007.11 
 

3. 국제표준화 동향 
 

그 결과 2009 년에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에서는 TC39(공작기계) 기술위원회에 WG12 
(공작기계 환경평가)를 위한 새로운 작업반이 
신설되고 공작기계 환경평가 - 제 1 부 에너지 
효율 공작기계의 설계 방법론 표준인 ISO DIS 
14955-1 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되었으며, 이 
표준은 공작기계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품 설계와 개발 및 환경에 대한 학문적인 
의견을 포함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와 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설계 방법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공작 
기계의 사용단계에 있어서 공작 기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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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에너지에 제한하고 있다. 이 표준의 
부속서 B 에는 유압 프레스, 서보 및 기계식 
프레스의 설계원칙에 대한 표준이 포함되어 
있다. Fig. 2 는 공작기계에 공급된 총 에너지 
와 각 항목별 사용된 에너지를 나타낸 그림 
이다. 

 

 
Fig. 2 Example presentation of profile of energy 

supplied to the machine tool when cutting a specified 
test piece with specified machining parameters 

 
공작기계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생각할 때 
공작기계를 최첨단의 것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작기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작기계 
요소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표준은 ISO CD 14955-2 (공작기계 

– 공작기계의 환경평가 – 제 2 부: 공작기계와 
그 구성요소에 공급되는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방법) 표준이다. 이 표준은 시스템의 경계, 
운전 모드, 시프트의 운영 체제, 측정방법과 
불확도, 결과의 보고와 감시로 정의되며 이 
표준에 의해서 작업 상태를 한정하는 것 없이 
공작기계의 운전 중의 반복 가능한 측정을 
정의할 수 있다.  
공작기계상의 에너지 측정에 관한 측정 불확 
도의 기술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반복 가능한 측정을 밝힐 수 있다. 

ISO 14955 시리즈 두 가지 표준은 공작 
기계에 공급되는 에너지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환경 문제에 관계되어 있다면 
이것은 가공 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는 선택 
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것이다 

 

4. 결론 
 
본 과제를 통하여 유럽의 전시회 및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서보프레스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도에 따른 
등급별 에너지 라벨 표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SO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제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기업 
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조가 없어 표준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 중이지만 EU에서 법안을 
만들어 강제 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 만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SO 에서의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 제정 동향 및 유럽의 
에너지 등급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프레스산업에서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제조 
환경에 있어서의 프레스 제조자와 사용자를 
위한 기계에 공급되는 에너지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부품들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서보프레스의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서보프레스를 등급화하여 라벨을 부착함으로 
산업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향 후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공작기계의 수출을 위해서 
라도 서보프레스의 에코인증화 규격개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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