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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에너지 절약

과 효율향상이 요구되면서 주요 구성부품의 경량

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소재를 대체한 고연성, 
난성형재인 고장력판, 마그네슘 합금과 같은 소재

는 일반적인 공작기계로 제거와 성형가공이 곤란

하다.
특히, 소성가공에서 기존 프레스는 단순한 반복

행정만 가능하여 스프링 백 현상이 심한 대체소재

의 가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세계적인 프레스 전문

제조기업들도 속도, 위치 제어가 용이한 서보모터

를 적용한 프레스를 개발하고 있다.

2. 기개발된 서보프레스의 구조

일반 전동프레스의 구조는 Fig. 1의 (a)와 같이 

전동모터로 단순제어만 가능하여 슬라이드의 프

리모션 제어가 불가능하고 큰 가압력을 발휘하기 

위해 플라이휠이 필요하다. 또한, 전력소모가 많고 

생산성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a) (b)

Fig. 1 Representative models of mechanical press and 
servo press

이에 전동모터를 서보모터로 변경하여 속도 및 

위치 제어가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이 Fig. 1의 (b)인 

서보프레스이다. 선도기업에서 기개발한 서보프

레스는 기존 전동프레스와 동일한 구조에 플라이

휠을 생략하고 고용량 고토크의 대형 서보모터를 

직결하게 연계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를 다이렉

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하며, 프레임 후부에 중량이 

큰 대형 서보모터가 위치하여 집중하중이 발생하

고 단일 서보모터를 적용하므로 좌우 슬라이드에 

발생할 수 있는 편심하중의 보정이 불가능하다.

3. 고효율 증강구조형 테스트벤치의 모델링

기개발된 서보프레스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

해 고용량의 대형 싱글 서보모터를 저용량의 소형 

듀얼 서보모터로 대체하고 다단기어를 적용하여 

필요한 고토크 생성이 가능한 서보프레스를 Fig.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서보모터를 프레임 후부가 

아닌 측면에 배치하여 편심하중을 억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프레임의 안정화 및 고강성화

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듀얼 서보모터를 적용하

여 좌우 동력전달기구를 개별 제어하여 슬라이드

의 편심하중을 보정할 수 있다.

Fig. 2 3D modeling of high efficient power increment 
type servo press test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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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의 소형 듀얼 서보모터를 적용하여 전후

좌우 프레임의 하중을 균일하게 분배하였으며, 이
를 통해 프레임의 변형감소 및 강성증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저용량의 서보모터를 적용하여 소요전력 

및 제작단가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서

보모터의 국산화 대체도 가능하게 되었다.

Fig. 3 3D design of power transmission mechanism in 
servo press test bench

Fig. 3과 같이 테스트벤치의 고효율 증강구조로 

다단기어를 적용하여 저용량의 서보모터로 큰 가

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더블 편심

샤프트를 적용하여 메인 구동축에서 슬라이드로 

전달되는 하중을 분할하여 주요 동력전달부품의 

면적당 작용 하중을 감소시킴으로써 부품의 강성 

및 수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a) deformation

(b) modal

Fig. 4 Analysis result of servo press test bench

모델링한 서보프레스 테스트벤치의 구조해석

을 수행하여 Fig.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4의 (a)와 같이 볼스터에 50톤이 작용할 경우 전체 

구조의 변형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4의 (b)와 

같이 진동모드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

과에 의하면 전체 변형량이 0.044mm로 프레임의 

강성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기개발된 서보프레스 구조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고효율 증강구조형 서보프레스 테스트벤치

의 고유 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구조해석을 수행

하였다. 향후 제작조립 및 실험을 통해 기존 서보프

레스와 실제적인 성능을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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