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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장비, 의료기기,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각

종 부품의 초정밀, 초소형화에 따라 ㎛ 수준의 정

밀도를 갖는 초정밀 고속프레스에 대한 수요가 제

조 현장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1990 년대부터 이 같은 초

정밀 고속프레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

해 왔다.(1,2) 그러나 국내에서는 초정밀 성형 기술

과 장비에 대한 원천기술은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3~6) 제품 양산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프레

스 장비를 대상으로 한 상용화 관점의 정밀화 기

술 연구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7) 이로 

인해 국내 프레스 제품의 수준은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외국 선진제품에 비해 낙후된 수준이며 이

에 따라 관련 프레스 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된 고속프레

스(최고속도 2500 spm)의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었

다. 이 단계에서 프레스를 구성하는 부품의 동적 

탄성 변형이 프레스의 설계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들어 동역학 해석에서 

Key Words: High Speed Press(고속프레스), Positional Accuracy(위치 정밀도), Dynamic-elastic Deformation(동적 

탄성 변형) 

초록: 제품 정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속프레스의 초고속화 및 초정밀화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속프레스는 작동 속도 증가에 따라 슬라이드의 반복 위치 정밀도가 저하되고 프레스 구

조 부품의 파손 위험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속프레스의 설계 정밀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석적으로 예측하고 설계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는 편심 질량을 갖는 프레스 구동부 부품의 회전에 따른 동적 탄성 변형을 유한요소해석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속의 작동 조건에서 프레스의 정밀도와 파손 위험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Abstract: Enhancing the working speed and positional accuracy of high-speed press machines is essential for 

improving the parts accuracy and productivity. However it is known that the positional accuracy decreases and the risk 

of parts failure increases as the working speed of press machine increases. Therefore predicting such problems during 

the stage of press structure design is necessary for precise design of high-speed press machines.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the dynamic-elastic deformation of press drive module parts with eccentric masses was examin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and experiment. Then the positional accuracy and parts failure of high-speed press machines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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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변형을 고려하는 연계 해석이 부품 설계 과정

에 점차 활용되고 있는데,(8~14) 2500 spm 까지의 작

동 속도를 목표로 하는 고속프레스의 크랭크 기구

와 너클 기구 부품의 설계 과정에 이러한 연계 해

석을 적용하였다. 해석 결과는 실제 고속프레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작동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강체 가정 기반의 기존 동역학 해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속프레스의 정밀 설계를 위

한 동역학-탄성변형 연계 해석의 필요성을 고찰하

였다. 

2. 편심 질량 회전축의  

동적 변형 거동 

Fig. 1(a)에 보인 것과 같이 프레스 주 동력을 크

랭크축(crankshaft)을 통해 전달하는 크랭크 프레스 

모델을 대상으로 고속프레스의 작동 중 편심 질량

으로 인한 동적 변형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크

랭크 기구는 기계식 프레스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

는 방식으로서 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크랭

크축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면 크랭크축의 편심 부

위와 결합되어 있는 쪽의 커넥팅 로드 구멍 중심

은 원을 그리며 운동하게 된다. 반면 커넥팅 로드

의 다른 쪽 끝은 프레스 헤드에 수직 방향으로 결

합되어 있는 Link 1, 프레스 슬라이드와 결합되어 

있는 Link 2 와 Point C 에서 각각 연결되어 있다. 

커넥팅로드의 한쪽 끝이 원 운동을 할 때 Point C

는 약간의 상하 운동과 더불어 주로 좌우 왕복 운

동을 하게 된다. Link 1과 Link 2의 연결 구조물의 

수직 방향 길이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레스 슬라이드의 상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단, 

프레스 헤드는 위치가 고정될 때) 이것이 바로 프

레스의 작동이 되는 셈이다. 실제 크랭크축은 Fig. 

1(b)에 보인 것처럼 180o 주기로 편심 축이 존재하

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만약 1번째와 3번째의 편

심 부위가 Link 1, Link 2와 연결될 때 축 가운데에 

있는 2 번째 편심 부위는 반대편의 Link 3, Link 4

와 연결된다(축 길이 방향에서 1 번째와 3 번째의 

2 개 편심 축은 같은 주기임). 설치된 편심 축이 

대칭인 180o 주기이므로 Link 1, Link 2 에 연결된 

프레스 슬라이드가 상승 운동을 할 때 Link 3, Link 

4 에 연결된 프레스 슬라이드도 상승 운동을 하게 

되어 결국 슬라이드는 전체적으로 평행을 유지하

면서 상승 및 하강을 할 수 있게 된다.  

Fig. 1(b)에 나타낸 것과 같은 실제의 크랭크축 

형상 설계에서는 각각의 편심 부위와 양쪽의 멤버 

구조물들을 모두 결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Fig. 1(c)에 보인 것과 같이 

하나의 편심만을 갖는 단순화된 편심 축 모델을 

가정하고 크랭크축의 변형을 고찰하였다. Fig. 1(b)

처럼 편심 부위가 양쪽에 설치된 크랭크축에서도 

양쪽에 각각 결합된 부품들 질량의 합이 서로 정

확히 같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편심 질량이 존재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크랭크축이 고속으로 회전

하는 동안 편심 질량을 상쇄할 수 있는 별도의 카

운터웨이트가 보강되지 않으면 편심 질량으로 인

한 원심력이 작용하고 이로 인해 크랭크축에는 굽

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크랭크축의 변형은 여

기에 연결된 커넥팅 로드의 기준점(Fig. 2 의 B 점) 

위치에 오차를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핀 중심

점(Fig. 2 의 C 점) 위치에 오차가 발생하면 핀에 

연결될 프레스 슬라이드의 위치에도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Fig. 1(c)와 같은 단일 편

심 회전축 모델을 통해 이와 같은 편심 질량의 효

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a) 

 

 

(b)                     (c) 

 
Fig. 1 A crank press model (a) total assembly (b) actual 

crankshaft model with multiple eccentricity (c) 
simplified crankshaft model with single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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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ssembly of crankshaft, connecting rod, and pin 

 

이러한 위치 오차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Fig. 2

에 나타낸 모델을 대상으로 프레스 슬라이드의 하

사점(Bottom dead center) 위치를 고찰하였다. 프레

스 하사점은 프레스 성형이 실제 수행되는 기준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점의 위치가 변하면 성형 제

품 치수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성형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속프레스 운전 중 하사점 위

치가 항상 일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축에서 하중을 축 길이 방향으로 가하

는 경우의 축 길이 증가량과 축 가운데에 직각 방

향으로 가하는 경우의 굽힘에 의한 축 처짐량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굽힘에 의한 처짐량이 큰 편

이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커넥팅 로

드의 길이 방향 변형은 무시하고 크랭크축의 굽힘

에 의한 처짐만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설계상의 

기준 하사점으로부터 슬라이드 중심점까지의 거리

를 Fig. 2 의 모델에서는 S 로 표시하였는데 이 값

은 프레스의 스트로크 값에 대응하게 된다. 그런

데 실제 하사점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하

려면 S 값이 아니라 슬라이드 중심점을 나타내는 

C 점의 위치를 조사해야 한다. 커넥팅 로드의 길

이 (l) 변화를 무시하고 비슷한 이유로 크랭크축의 

지름 (r) 변화도 무시한다면 점 C 의 위치는 결국 

크랭크축의 중심점 A 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값

이다. 따라서 고속프레스 작동 중에 크랭크축 중

심점 A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해 Fig. 3 에 나타낸 것과 같은 편심 

질량이 부착된 크랭크축 모델을 고려하였다. 축이 

회전하면 편심 질량으로 인해 축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처짐 전후의 축 중심선

을 Fig. 3에 개략적으로 비교해 표시하였다. 

원심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 제곱에 비례하

므로 고속프레스의 고속 작동 조건에서는 원심력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다. Fig. 3 에 나타낸 것처럼 

질량중심 초기 편심량을 0e , 축 처짐으로 인한 편

심 증가량을 e∆ 라 하면 질량중심의 최종 편심량 

 
 

Fig. 3 Definition of dimension and force equilibrium 
condition for the crankshaft model 

 

e 는 다음과 같이 초기 편심량과 편심 증가량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0e e e= + ∆    (1) 
 

초기 편심량 0e 은 크랭크축 설계에서 이미 정

해진 값이고 고속프레스의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

는 크랭크축 처짐과는 다르다. 고속 회전 조건에

서 편심 질량의 원심력으로 인해 크랭크축에 편심 

증가량 e∆ 가 발생하고 이것이 프레스 슬라이드의 

하사점 위치 오차를 초래하는 주 요인이 된다. 따

라서 편심 증가량 e∆ 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계

산을 위해 먼저 크랭크축의 전체 질량 tm 를 편심 

질량 em 과 그 나머지 질량 lm 로 나눈다.  
 

 t l em m m= +    (2) 
 

편심 질량으로 인한 원심력에 비해 자중(self-

weight)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크랭크축 

양 끝단의 반력과 원심력 사이의 힘 평형 방정식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B e t eR R P P m g P+ = = + ≈   (3) 
 

위에서 
e
P 는 원심력이고, 

A
R 와 

B
R 는 양 끝단에

서의 반력, g 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낸다. 

크랭크축 각속도가 w 라면 질량중심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다음과 같이 근사화할 수 있다. 
 

 2

0e t
P m e w=    (4) 

 

편심 증가량 e∆ 는 원심력으로 인한 축의 처짐이

므로 모멘트-굽힘에 관한 다음 관계식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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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3 3 2 2

2 2 3

6

6

Pb L
e x a x L b x

EIL b

Pb
aL ab a

EIL

 ∆ = − − + −  

 = − − 

 (5) 

 

위에서 E 는 축 탄성계수, I 는 단면 관성모멘트

이다. 축 반지름이 r 인 원형 축의 경우 
4

4

r
I

π
=

가 된다. 

편심 질량이 축 가운데에 부착되었다면, 즉, 

a b=  라면, 식 (5)의 e∆ 는 다음과 같이 된다.  

 
3

48

PL
e

EI
∆ =    (6)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고속프레스

의 실제 모델을 고려하여 Table 1 과 같이 크랭크

축 모델 데이터를 정하였다. 이 때 식 (6)의 e∆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얻어진다. 

 

86.61e∆ ≈  mµ    (7) 

 

여기서는 간단한 크랭크축 모델을 대상으로 계산

하였고 편의상 축의 단면적이나 물성치가 축 길이

를 따라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경우라면 축의 단면적이나 단면 형상이 축 길이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단면계수 값이 일

정하지 않아서 위에서 보인 것처럼 축의 처짐을 

수식으로 간단히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

서 실제 크랭크축의 처짐을 고려한 설계를 위해서

는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아래에서는 고속프레스 부품의 동적 변형 및 

응력  예측을  위해서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Table 1 Data for the crankshaft model 

Elastic modulus, E 200GPa 

Shaft length, L 700 ㎜ 

Shaft radius, r 30 ㎜ 

Initial eccentricity, 
0
e  20 ㎜ 

Angular velocity, w 1000 spm 

Total mass of shaft, tm  19.28 kg 

Mass of basic shaft, lm  13.11 kg 

Mass of eccentricity, em  6.17 kg 

RecurDyn을 활용하였다. 원심력에 의한 축 변형을 고

려하는 유연체 모델과 축의 변형을 무시하는 강체 모

델을 적용하였을 때의 2 가지 해석 결과에서 프레스 

슬라이드 정밀도와 부품 응력 분포를 비교하였다. 

3. 동적 변형으로 인한 설계 정밀도 오차 

3.1 프레스의 슬라이드 속도 오차 

크랭크 프레스의 고속 조건 변형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Fig. 4 에 보인 것과 같은 크랭크 기구 모듈 형

상을 설계하였다. 크랭크축은 총 길이 774 ㎜, 직경 

60 ㎜의 기본 축에 편심 질량이 추가로 부착된 형상

으로서, Fig. 4 에 보인 것처럼 편심량 15 ㎜, 편심부 

축방향 길이 65 ㎜의 편심 질량 2 개와 편심량 27.5 

㎜, 편심부 축방향 길이 100 ㎜의 편심 질량 1 개가 

부착되어 있는 셈이다. 축 재료에 강재(Steel)를 적용

하면 크랭크축의 전체 질량은 26.79 kg, 축 탄성계수

는 205000 MPa 로 가정할 수 있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크랭크축을 2067 개의 육면체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크랭크축에 대해서는 강체 및 유연체 모델

을 모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커넥팅 로

드는 Fig. 4 에 보인 것과 같은 형상으로 설계하였는

데, 총 길이 388.5 ㎜, 두께 100 ㎜로서 경량화를 위

해 알루미늄(Al) 소재로 제작될 경우 질량은 9.78 kg

이 된다.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로 길이 방향 

하중을 받는 조건에서 커넥팅 로드의 인장 변형량은 

크랭크축의 굽힘에 의한 처짐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커넥팅 로드를 강체 모델

로 가정하였다. 커넥팅 로드와 결합되는 핀은 길이 

219.5 ㎜, 직경 69 ㎜의 원통형으로 설계하였고, 크

랭크축과 동일한 강재를 사용한다면 질량은 6.38 kg

이 된다. 핀의 경우에도 커넥팅 로드와 마찬가지로 

강체 모델로 가정하였다.  

크랭크축의 회전 속도에는 500, 1000, 1500, 2000 

spm 을 적용하였고, 총 3 초 동안의 크랭크 기구 

움직임을 1500 Step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Fig. 4 Design specification of crankshaft, connecting rod, 
and pin for dynamic deform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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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ximum vertical velocities for different press 
speeds 

Speed (spm) Type Vertical velocity (㎜/s) 

500 
Rigid 1441.28 

Flexible 1442.06 

1000 
Rigid 2883.17 

Flexible 2895.53 

1500 
Rigid 4324.69 

Flexible 4396.02 

2000 
Rigid 6028.09 

Flexible 6142.26 

 
 

 
 

Fig. 5 Difference of maximum vertical velocity between 
rigid model and flexible model 

 

크랭크축 회전 속도 500~2000 spm 범위에서 커

넥팅 로드 질량중심점 기준의 수직 방향 최대 속

도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의 결

과를 토대로 크랭크축에 강체 모델을 적용한 경우

와 유연체 모델을 적용한 경우의 수직 방향 최대 

속도의 차이를 Fig. 5 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결

과를 보면 회전속도 500 spm 에서는 속도 차이가 

거의 없지만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체 모

델과 유연체 모델에 따른 속도 차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강체 모델에 비해 유연체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수직 방향 최고 속도가 1000 spm

에서 0.43%, 1500 spm 에서 1.65%, 2000 spm 에서 

1.89% 증가하였다. 커넥팅 로드의 수직 방향 속도

가 증가하면 핀을 통해 연결되는 프레스 슬라이드 

속도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2 프레스의 스트로크 오차 

크랭크축이 회전 운동을 하면 커넥팅 로드의 핀

을 통해 연결된 슬라이드는 왕복 운동을 하게 되

는데, 이 때 슬라이드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 거

리를 프레스의 전체 스트로크로 정의할 수 있다. 

만약 프레스 작동 중 전체 스트로크 값이 변화한 

Table 3 Stroke errors for different press speeds 

Speed (spm) Type Stroke error (㎛) 

500 
Rigid 0 

Flexible 16 

1000 
Rigid 0 

Flexible 55 

1500 
Rigid 0 

Flexible 124 

2000 
Rigid 0 

Flexible 243 

 

 

 
 

Fig. 6 Stroke errors for different press speeds of flexible 
model 

 

다면 이는 곧 프레스의 정밀도에 문제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크랭크축에 강체 모델을 적용했을 때와 유연체 

모델을 적용했을 때 회전 속도에 따른 스트로크 

오차(또는 스트로크 변화량)을 Table 3 과 Fig. 6 에 

나타내었다. 이 크랭크 기구는 전체 스트로크가 

55 ㎜가 되도록 초기 설계되었는데, 결과를 보면 

강체 모델을 적용했을 때는 크랭크축의 처짐이 없

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증가해도 스트로크 값이 

증가하지 않지만, 유연체 모델을 적용했을 때는 

회전 속도 증가에 따라 스트로크 값이 점점 증가

하였다. 회전속도 500 spm에서의 스트로크 증가량 

16 ㎛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1000 spm 에서 144%, 

1500 spm에서 331%, 2000 spm에서 644%로 스트로

크 값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증가량은 대략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데, 이것은 크랭크축의 처짐량이 원심력에 비례하

고 원심력의 크기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는 사실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이 같은 스트로크 

값의 변화는 결국 프레스에 의해 성형되는 부품의 

가공 정밀도에 대부분 반영되게 된다. 

여기서 살펴본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앞의 2 절

의 수식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동일한 1000 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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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앞의 Fig. 3 모델의 스트로크 오차는 약 87

㎛ (식 (7))인데 비해 이번 Fig. 4 모델의 스트로크 

오차는 55 ㎛로서 더 작게 나타났다. 한편, 2 절 

Fig. 3 모델은 축 전체 질량 19.28 kg에서 편심 질

량이 6.17 kg 인데 비해(Table 1 참조), 이번 Fig. 4 

모델은 축 전체 질량 26.79 kg 에 비해 편심 질량

들의 합이 30.86 kg 으로 상대적인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축에 직접 부착된 편심질량 14.7 kg 에 커

넥팅 로드 질량 9.78 kg, 핀 질량 6.38 kg 을 모두 

합산) 고속 회전에 따른 스트로크 오차도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Fig. 

3 모델 계산에서는 수식 유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축 지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고, 이로 인해 축

의 굽힘 변형에 대한 강성을 나타내는 단면 관성

모멘트 
4

4

r
I

π
= 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다. 반면 

이번 Fig. 4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축의 

지름 변화가 자연스럽게 고려되었고, 계산된 축의 

처짐량은 변화된 단면 관성모멘트에 따른 것이다. 

Fig. 4 모델에서 편심량 15 ㎜의 편심 질량은 편심

부 반지름이 45 ㎜임을, 편심량 27.5 ㎜의 편심 질

량은 편심부 반지름이 57.5 ㎜임을 각각 의미하고, 

편심부에서의 단면 관성모멘트는 반지름 30 ㎜로 

계산한 단면 관성모멘트에 비해 각각 

( )445 30 5 1≈/ . 배, ( )457 5 30 13 5≈. / . 배의 비율로 크

게 증가하게 된다. 전체 축 길이에서 각 편심부가 

차지하는 길이의 비중에 따라 기여도는 달라지겠

지만 평균적으로 단면 관성모멘트가 커지고 그로 

인해 축의 처짐량이 작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

와 같이 축의 지름이나 형상 변화를 완전히 반영

한 수식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의 

축 형상을 고려한 변형 예측을 위해서는 이번 절

에서와 같이 유한요소해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이번 연구는 고속프레스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

었는데, 동역학 해석으로 예상된 스트로크 변화량

의 타당성을 미리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

해 벤치마킹용으로 삼도프레스㈜에서 보유 중인 

일본 KYORI 사의 프레스 장비인 Hyper-300 모델

(Fig. 7)을 대상으로 작동 속도 증가에 따른 슬라이

드 하사점 위치 변화를 실제로 측정하였다. 이 모

델은 편심량 8 ㎜을 갖는 질량 42.366 kg 의 크랭

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슬라이드를 포함하여 

편심 질량의 역할을 하는 부품들의 총 질량을 합

산하면 204 kg 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때 

편심  질량으로  인한  원심력 (식  ( 4 )  참조 )은  

  
 

Fig. 7 Crank type press, Hyper-300 (Japan KYORI Co., 
Stroke = 16 ㎜, Capacity = 30 ton) 

 
2mew = ( ) ( ) 2204 8kg mm w× = ( ) 21632kg mm w⋅ 으로 추

정할 수 있다. 한편, Fig. 4 모델에서 편심 질량들

의 합인 30.86 kg을 기준으로 편심량 27.5 ㎜를 적

용하면 편심 질량으로 인한 원심력을 

( ) ( ) 230 86 27 5kg mm w×. . = ( ) 2848 65kg mm w⋅. 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즉, 측정된 프레스 모델이 Fig. 4 모

델에 비해 같은 속도에서 대략 1.92 배 정도의 원

심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크랭크축의 최

소 반지름이 Fig. 4 모델에서는 30 ㎜(Fig. 4 참조)

인데 비해 이 모델은 35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축의 단면 관성모멘트는 반지름의 4 제곱에 비례

하므로, 측정된 프레스 모델의 크랭크축이 Fig. 4 

모델에 비해 대략 ( )435 30 1 85≈/ . 배의 단면 관성

모멘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축의 처짐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식 (6)에서 이와 같은 원심력과 

단면 관성모멘트의 상대 비율을 동시에 고려하면

(단, 축 길이와 탄성계수는 동일하다고 가정) 측정

된 프레스 모델과 Fig. 4 모델에서 유사한 처짐량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토

대로 실제 프레스 장비에 대해 작동 속도를 증가

시키며 하사점 위치 값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 8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8에 나타낸 결과를 보면, 300 spm에서 1500 

spm 까지 작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사점 높이

(Height)가 점점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작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편심 질량을 갖는 크랭크

축의 탄성 변형으로 인한 처짐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사점 높이의 평균 변화량은 프레스 

작동 속도가 300 spm 에서 1500 spm 으로 증가할 

때 130 µm, 1500 spm에서 2000 spm으로 증가할 때 

110 µm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프레스 작

동 속도가 300 spm 에서 2000 spm 으로 증가하게 

되면 총 240 µm 만큼 하사점 높이가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단, 프레스 작동 속

도가 일정한 조건에서도 하사점 높이 측정값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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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2~20 µm 범위에서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실험

에서 프레스 작동 속도가 1700 spm 증가(300 spm

로부터 2000 spm)하면 하사점 높이가 240 µm 변화

하였는데, Table 3의 동역학 해석 결과에서 프레스 

작동 속도가 2000 spm 증가(0 spm 로부터 2000 

spm)하면 하사점 위치가 243 µm 만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험과 해석 결과가 서로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편심 질량의 

원심력에 의한 크랭크축 변형을 고려하는 것이 프

레스 슬라이드 정밀도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발 대상 프레스는 최고속도가 2500 spm

이므로 이 속도 조건에서의 하사점 높이 또는 스

트로크 변화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비의 

문제로 인해 Fig. 7의 프레스에 대해서는 2500 spm 

에서의 하사점 높이를 실제 측정하지는 못하였으

나, Table 3에 나타낸 2000 spm까지의 해석 결과로

부터 2500 spm 에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근

사적으로 보면 스트로크 오차는 프레스 속도의 제

곱에 비례하게 나타나므로, 2000 spm 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500 spm 에서는 대략 380 µm

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프레스를 부품 성형 공정에 실제로 적용하게 되 

 

 

 
(a) 

 
(b) 

 
Fig. 8 Measurement of the bottom dead center height (a) 

300~1500 spm, (b) 1500~2000 spm 

면 프레스 구성 부품의 원심력뿐만 아니라 성형 

부품으로부터 전달되는 성형 하중도 프레스 성형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개발 대상인 고속 프레

스의 경우 초소형의 정밀 부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형 하중의 크기는 1 ton(10 kN) 전후의 

비교적 작은 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Table 4 에 보인 것처럼 프레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2000 spm 에서 축 반력의 합은 76 kN), 반

면 성형 하중은 비교적 일정한 편(~10 kN)이라고 

가정하면 고속 조건으로 갈수록 프레스 부품의 원

심력으로 인한 정밀도 저하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3 크랭크축의 반력 오차 

크랭크축을 강체 모델로 가정하면 힘과 모멘트

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크랭크축과 커넥팅 로드 사

이에 작용하는 반력이 정해진다. 그런데 크랭크축

을 유연체 모델로 가정하면 크랭크축의 변형에 따

라 반력의 크기나 방향이 강체 모델의 경우와 약

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 크랭크축 내부의 응력 

분포는 변형률의 함수로 정해지게 된다. 

강체 모델과 유연체 모델을 적용한 동역학 해석

에서 얻어진 크랭크축에 작용하는 반력을 Table 4

와 Fig. 9에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유연체 모델

을 적용했을 때 반력의 크기가 다소 증가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즉, 강체 모델이 상대적으로 반

력의 크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어

링과 결합되는 축의 경우에 양 끝 단에 작용하는 

반력의 크기는 베어링과 축의 규격을 정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 따라서 반력의 크기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베어링과 축 등의 부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설계될 수 있다.  

 

Table 4 Reaction forces for different press speeds 

Speed (spm) Type Reaction force (N) 

500 
Rigid RigidR = 2133 

Flexible FlexR = 2153 

1000 
Rigid RigidR = 8536 

Flexible FlexR = 8630 

1500 
Rigid RigidR = 19206 

Flexible FlexR = 19454 

2000 
Rigid RigidR = 37315 

Flexible FlexR = 3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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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atio of reaction force difference between flexible 
model and rigid model with respect to the reaction 
force for flexible model 

 

 
 

Fig. 10 Link parts for dynamic-elastic analysis 

 

4. 동적 변형으로 인한 설계 응력 오차 

위에서는 고속프레스 작동 조건에서 부품의 탄

성 변형이 발생할 때 프레스의 설계 정밀도가 어

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부품의 탄

성 변형이 발생할 때 부품내 응력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가하였다. 

Fig. 1(a)의 프레스 구동 모듈에서 부품이 받는 

응력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부품으로 Link 3, 커넥

팅 로드, Link 4 를 선정하고(Fig. 10) 이 부품들을 

유연체 모델로 가정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편의상 크랭크축을 제외한 다른 부품들은 강체 모

델로 가정하였다. 크랭크축의 회전속도는 2500 

spm 이었으며 0.5 초 동안의 거동을 420 Step 으로 

분할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Link 3 은 길이 320 ㎜, 폭 110 ㎜, 두께 29 ㎜, 

탄성계수 71700 2/N mm , 질량 2.6 kg 으로 설계되

었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의 전체 개수는 854 개이

다. 유연체 모델을 적용한 동역학 해석을 수행했

을 때 Link 1 에 예측되는 탄성 응력 분포를 Fig. 

11(a)에 나타내었는데, 발생할 수 있는 응력의 최

대값은 49.7 MPa 로 나타났다. 반면 강체 모델을 

가정한 해석을 수행했을 때 Link 3에 예측되는 반

력의 최대값은 53272N 로 나타났고, 이 값을 Link 

3 의 최소 단면적 1334 2mm 으로 나눔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응력의 최대값을 알 수 있다. 계산 결

과 응력의 최대값이 40 MPa로 나타나는데 유연체 

모델에 의한 해석에서 얻어진 값 49.7 MPa 보다 

20% 정도 작은 값이다. 이 결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강체 모델을 가정한 해석을 수행했을 

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의 최대 응력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해석에 의해 

설계된 부품이 예상보다 빨리 정적 또는 동적 파

손을 겪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커넥팅 로드는 길이 410 ㎜, 폭 170 ㎜(두꺼운 

부분) 또는 130 ㎜(얇은 부분), 두께 35 ㎜이고 탄

성계수 71700 2/N mm , 질량 6 kg 으로 설계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의 전체 개수는 399 개이다. 유

연체 모델을 가정한 동역학 해석을 수행했을 때 

커넥팅 로드에 예측되는 탄성 응력 분포를 Fig. 

11(b)에 나타내었는데, 응력의 최대값은 21 MPa로 

나타났다. 반면 강체 모델을 가정한 해석을 수행

했을 때 커넥팅 로드 반력의 최대값은 44329.8N

로 나타났고, 이 값을 Link 2 의 최소 단면적 

2450 2mm 으로 나누면 응력 최대값이 18 MPa 로 

나타나는데 유연체 모델 해석에서 얻어진 값 21 

MPa 보다 14% 정도 작은 값이다. 이 결과에서도 

강체 모델을 가정한 해석을 수행했을 때 실제 발

생할 수 있는 부품의 최대 응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Link 4는 길이 320 ㎜, 폭 110 ㎜, 두께 29 ㎜이

고 탄성계수 71700 2/N mm , 질량 2.6 kg 으로 설계

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의 전체 개수는 854 개

이다. 유연체 모델을 가정한 동역학 해석을 수행

했을 때 Link 4에 예측되는 탄성 응력 분포를 Fig. 

11(c)에 나타내었는데, 응력의 최대값은 48 MPa 로 

나타났다. 반면 강체 모델을 가정한 해석을 수행

했을 때 Link 4 반력의 최대값은 42550.5N로 나타

났고, 이 값을 Link 4 의 최소 단면적 1334 2mm 으

로 나누면 응력 최대값이 32 MPa 로 나타나는데 

유연체 모델 해석에서 얻어진 값 48 MPa 보다 

33% 정도 작은 값이다. 이 결과에서도 강체 모델

을 가정한 해석을 수행했을 때 부품의 최대 응력

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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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1 Dynamic-elastic stress at (a) Link 3, (b) 

Connecting Rod, and (c) Link 4 

 

3. 결 론 

프레스가 고속화됨에 따라 프레스 슬라이드 하

사점의 반복위치 정밀도는 감소하고 부품 파손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고속 회전에서 크랭크축을 비롯한 주요 부품에 탄

성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용 프레

스 개발을 위한 대부분의 설계 과정에서는 이러한 

동적 탄성 변형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속프레스로 개발 중인 크랭

크 프레스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축을 유연체 모델

로 가정하고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프레스 작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프레스 슬라이드

의 수직방향 최고 속도는 점점 증가하였고, 스트

로크 오차 역시 점점 증가하여 2000 spm 에서는 

그 값이 243 ㎛로 나타났다. 스트로크 오차는 프레

스 속도의 제곱에 근사적으로 비례하게 나타나므

로 해석 결과로부터 설계상 최고 속도인 2500 spm

에서는 스트로크 오차가 약 380 ㎛까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것은 고속프레스의 작

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형 부품 정밀도가 감

소하고 프레스의 소음 및 진동 문제가 나타나는 

실험적 사실과 연관되는 결과이다. 또한 파손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 주요 부품을 유연체 모델로 

가정하고 2500 spm 에서 동역학 해석을 수행한 결

과 부품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강체 모델에 비

해 최대 33%까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로부터 동역학과 탄성변형의 연계 해

석을 통해 고속 작동 조건에서 부품에 발생하는 

변형과 응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속프레스의 설계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심력 효과에 의

해 프레스 부품에 발생하는 변형이나 응력은 프레

스 작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프레스의 설계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속도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향후에 특정 공정을 목표로 고속프레

스를 개발하게 되면 프레스 부품의 원심력뿐만 아

니라 대상 공정의 성형 하중 영향까지 고려한 해

석을 수행함으로써 프레스 설계 정밀도를 더욱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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