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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200 톤급 서보모터 구동형 기계식 

프레스의 구동 토크 예측 및 구조 변형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단계에서 적합한 모터 선정 및 기계

식 프레스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기계식 프레스의 구조 해석 모델 및 조건

기계식 프레스의 구조 해석 모델은 총 234,889 
개의 절점과 1,080,646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 중 154개의 매트릭스 요소와 1,213개의 컨택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 해석 조건으로는 베이

스의 바닥면을 고정하고, 컬럼의 미끄럼 안내면의 

강성을 고려하였으며, 상/하 금형 접촉면의 가압 

하중은 200톤으로 고려하였으며, 상/하 금형 접촉

면의 마찰계수 및 자중 효과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3. 기계식 프레스의 구동 토크 예측

 200톤급 서보모터 구동형 기계식 프레스의 올

바른 서보모터 선정을 위하여 슬라이드의 위치를 

하사점 3 mm 위치에서부터 20 mm 간격으로 나누

어 120 mm 지점까지 각 위치마다 200톤을 가압하

는데 필요한 토크를 측정 하였다. 슬라이드 위치에 

따른 토크 선도는 Fig.1과 같다.

4. 기계식 프레스의 구조 변형 해석

기계식 프레스의 구조 변형 해석은 슬라이드 

위치가 하사점에서부터 3 mm 위치에서 수행되었

으며,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계식 프레스의

Fig. 1 Torqu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Slide

Fig. 2 Structural Deformation of Mechanical Press

총 변위는 메인 프레임 상단 중앙에서 362.46 um, 
좌우 방향 변위는 메인 프레임 상단 끝단에서 93.49 
um, 상하 방향 변위는 메인 프레임 상단 중앙에서 

324.54 um, 전후 방향 변위는 메인프레임 중앙 

상단에서 -175.49 um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0톤급 서보모터 구동형 기계식 

프레스의 구동 토크 예측 및 구조 변형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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