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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200 톤급 서보모터 구동형 유압식 

프레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 변형 및 진동 

해석을 수행하여 유압식 프레스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유압식 프레스의 구조 해석 모델 및 조건

유압식 프레스의 구조 해석 모델은 총 76,457개
의 절점과 257,612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64개의 매트릭스 요소와 1,964개의 컨택 요소

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 해석 조건으로는 베이스의 

바닥면을 고정하고, 컬럼의 미끄럼 안내면의 강성

을 고려하였으며, 메인/쿠션 실린더의 가압 하중

은 200/70톤으로 고려하였으며, 상/하 금형 접촉

면의 마찰계수 및 자중 효과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3. 유압식 프레스의 구조 변형 및 진동 해석

유압식 프레스의 구조 변형 해석 결과는 Fig. 
1 에 나타내었으며, 구조 변형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변위는 메인 피스톤 상단에서 374.513 
um, 좌우 방향 변위는 리어 컬럼 상단에서 47.17 
um, 상하 방향 변위는 메인 실린더 상단에서 

-371.14 um, 전후 방향 변위는 리어 컬럼 상단에서 

-96.71 um로 나타났다.  
유압식 프레스의 구조 진동 해석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구조 진동 해석 결과는 다음과 

Fig. 1 Structural Deformation of Hydraulic Press

Fig. 2 Structural Modal of Hydraulic Press

같다. 1차 진동 모드는 20.22Hz로 프레임의 전후 방

향 굽힘 진동(피치 진동), 2차 진동 모드는 26.56 
Hz로 프레임의 좌우 방향 굽힘 진동 (롤 진동), 

3차 진동 모드는 41.20 Hz로 프레임의 비틀림 진동 

(요우 진동), 4차 진동 모드는 74.00 Hz로 프레임 

상판의 상하 방향 진동 (피치 진동), 5차 진동 

모드는 114..53 Hz로 프레임 상판의 좌우 방향 진동 

(롤 진동)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0톤급 서보모터 구동형 유압식 

프레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 변형 및 진동 

해석을 수행하여 유압식 프레스의 구조 변형 및 

진동을 사전에 예측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기반 자율제어형 초정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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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프레스 시스템”과제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

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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