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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프레스 장치는 금형을 이용하여 판

재의 형상을 의도하는 모양과 치수로 변형시키는 

장비로서,크게 유압식과 기계식으로 나뉜다.유압

식 프레스는 유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파스

칼의 원리(Pascal’s Principle)“밀폐한 용기속의 유

체의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동시에 유체의 각부에 

같은 세기를 가지고 전달된다”를 응용하여 유압펌

프에서 토출한 압력을 유압실린더까지 전달하여 

프레스의 힘을 성형하고자 하는 소재에 가하여 

소성변형 시켜 가공하는 기계장치이다.본 논문에

서는 서보모터로 구성되는 2개의 유압펌프를 이용

하여 유압장치를 작동시킴으로써,적은 유량으로

도 정밀제어가 가능하며 프레스 의 유압장치 및 

실린더 장치에 적용 하며 압력,속도 및 다양한 구성

을 다룬다.
 

2. 유압장치의 구성

서보 모터를 이용한 유압장치는 프레스를 상하

로 상승하강시켜 주기 위한 유압장치,일정량의 작

동유를 저장하기 위한 유압탱크,유압장치가 동작

할 수 있도록 유압유를 충전하였다가 제공하는 

어큐뮬레이터로 유압탱크로부터 어큐물레이터로 

작동유압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보 모터로 구동되

는 정용량형 의 제1유압펌프 및 제2유압펌프로 

구성된다.제2유압펌프에는 어큐물레이터와 소형 

액츄에이터로 선택적으로 유압공급이 가능 하도

록 방향전환밸브를 설치하였고 이 방향전환밸브

와 어큐물레이터 사이에 한번더 방향전환밸브와 

개폐밸브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방향전환밸브에는 그 압력공급측에 압력제어밸브

가 구성되어있다.또한,방향전환밸브와 액츄에이

터 사이에는 이 액츄에이터의 작동압력을 유지시

켜 주기 위한 릴리프 밸브가 구성되어 있다.또한 

액츄에이터에는 이 액츄에이터의 작동 위치를 검

출하기 위하여 리니어 스케일이 설치되어 있다.그
리고 제1유압펌프에는 액츄에이터가 급속전진 행

정에서 탱크로부터 액츄에이터로 많은 유량을 공

급하고 가압 공정에서는 유압 탱크로의 역류를 

방지하며,귀환행정에서는 자유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린더 프리필 회로가 더 구성되어 있다.

2-1. 유압회로도

                  Fig. 1 Hydraulic Circuit Drawing

3. 실린더 장치

내용2(유압장치)에서 구성된 유압시스템에 발

생된 압력 및 유량을 최종적으로 실린더에 공급하

여  실린더의 출력제어,방향제어, 속도제어를 할 

수 있다.여기에 전기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압

장치를 제어하며 실린더 동작을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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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린더 장치의 구성품

                          Fig. 2 Main Cylinder

                          Fig. 3 Cushion Cylinder

4. 결론

일반적으로 유압 프레스는 유압장치를 이용해

서 유압펌프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유압 중에서 

일부는 프레스 작업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유압 

탱크로 리턴된다. 2) 필요 이상의 유압이 지속적으

로 생성된다. 3) 유압펌프에서 많은 열이 발생한다. 
4) 밸브만으로는 정밀제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작업 대기시 에는 전동기가 가동 

되지 않고 필요시에만 가동 되므로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며2)서보모터와 

유압펌프를 제어하여 요구되는 유량과 압력을 조

절할 수 있으므로3)일정용량의 유압펌프에 회로와 

유압장치의 유압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작은힘이 필요한 경우와 큰힘이 필요한 경우를 

분리할 수 있다.4)필요시에만 사용함으로써 작동

유의 열 발생이 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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