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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Design and Structural Analysis of a High Speed Cylinder for 

200-ton Hydraulic Serv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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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rawing of main cylinder

1. 서론

서보프레스는 속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스트로크 길이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프리모

션 프레스에 대한 시장수요에 따라 1990년대 개발

이 시도되었다. 프리모션 프레스는 1)스트로크 길

이의 가변 2)재질에 맞는 성형속도 3)하사점 정지

에 따른 고정도 가공 4)정지 중 복합가공의 실현 

5)금형 분리 시 소음 감소 및 가공물의 튀어오름 

방지 6)부품의 가장 적합한 동작을 설정함으로써 

사이클 타임의 단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창기 서보프레스 개발 당시에는 사용되고 있

던 서보모터의 출력이 10kW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

한 제약으로 인해 서보밸브를 사용한 유압 서보프

레스 개발에 착수했다. 1990년도 중반에 슬라이드 

위치를 고정도로 피드백 시킨 서보밸브를 사용한 

유압 서보프레스가 개발되었으며 그 이후 서보모

터의 출력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고출력의 대용량 

기계식 AC서보프레스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4,000톤급 기계식 서보프레스

의 제작도 가능하게 되었다.1 
한편 기계식 서보프레스와는 달리 유압식 서보

프레스는 초창기 밸브제어 방식에서 펌프제어 방

식으로 발전하여 최근까지도 유압식 서보프레스

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개발의 주된 목표와 

내용인 서보모터를 제어하여 펌프를 운전하는 서

보모터 직접구동 방식은  유압식 서보프레스에서 

가장 진전된 방식으로 개발사례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보모터가 펌프를 직접

구동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

는 고속실린더의 기능설계와 구조해석에 관해 기

술하고자 한다.

2. 실린더 기능설계

서보모터를 이용해 펌프를 정역 양방향으로 직

접 구동하는 경우 회로상의 방향전환밸브를 생략

할 수 있고 빠른 응답성을 얻을 수 있다. 유압 회로 

상에서 어큐뮬레이터나 기타 보조 실린더를 사용

하지 않고 펌프의 유량만으로 실린더의 규정 속도

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승과 하강 시 유량과 작용단

면적과의 관계 및 유로직경 등을 고려하여 일체형

으로 설계하였으며  Fig. 1에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실린더 급속하강은 아래쪽 관로를 통해 유량이 

제공되고 동시에 상부의 프리필 기능이 작동하여 

빠른 속도로 유량이 채워져 급속하강을 달성한다. 
상승 시에는 상부 관로로 유량이 공급되어 급속 

상승공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실린더의 주요 사양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main cylinder
Item Specification

Stroke 900mm
Required pressure for 200 
ton

260bar

Max. descending speed 450mm/sec
Max. ascending speed 600mm/sec
Positional accurac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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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teel
Young’s modulus 200 GPa

Poisson’s ratio 0.3
Tensile yield strength 250 MPa

3. 실린더 구조해석

실린더의 기능설계도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통한 메인 실린더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전
체 조립도의 형상은 비대칭적이지만 해석 대상을 

실린더의 구동부로 제한할 때 대칭 형상으로 가정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차
원 축대칭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S/W인 ANSYS WORKBENCH v.14
에서 수행하였다.

구조해석을 위한 2차원 축대칭 해석 개념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유압의 작용으로 피스톤이 

후퇴하여 하단 경계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유압에 

의한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과 그에 대한 안전계

수를 평가하였다.

Fig. 2 Conceptual diagram of main cylinder

구조물의 재질은 DB의 구조용강을 적용하였으

며 기계적인 물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tructural steel

2차원 축대칭 해석을 위하여 단순화된 메인 실린

더의 부품은 총 11개이며 유압에 의해 피스톤이 

후퇴하는 구동부 접촉은 무마찰 자유운동(No sepa-
ration) 조건을,  그 이외의 접촉부는 상호 완전고정

(Bonded) 조건을 적용하였다. 해석 시 강체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측벽 지지부에서 Y축 고정을, 피스

톤 바닥부를 완전고정(Fixed)하였다. 하중 경계조

건은 290bar의 유압을 실린더 내부의 경계면에 적

용하였다. 
구조해석 시 메쉬 크기에 대한 응력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4mm에서 0.5mm까지 크기를 변화시

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2mm 이하에서 응력해석

의 결과가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적의 

메쉬 크기로 2mm를 적용하여 응력해석 및 안전계

수를 평가하였다. 
Fig. 3과 Fig. 4에서 구조해석 후 유압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응력과 그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계수를 나타내었다. 일부 모서리 접촉부에서 

발생하는 점접촉에 의한 450MPa 이상의 과대응력

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20MPa 이하의 응력발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50MPa의 구조용강 항복응

력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2 이상의 안전계수가 

확보됨을 알 수 있다. 

  Fig. 3 Effective stress map of main cylinder

Fig. 4 Safety factor map of main cylinder

4. 결론

본 연구에는 200톤급 유압프레스용 고속실린더

를 개발하기 위한 실린더 기능설계를 수행하였으

며, 설계안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

해석을 통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응력해

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계수를 도출하여 설계된 

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서보모터 프레스기가 실현할 고부가가치 가

공," 프레스기술, 91-100, 2005.3.
2. 일본규격협회, "JIS 핸드북 유압․공기압", 2007
3. 이현승, “대형 디젤엔진 실린더 블록의 구조해

석 및 위상 최적설계”, 대한기계학회,  2008
4. 양태호, “작동 각도에 대한 유압실린더의 정적 

구조해석”, 대한기계학회, 2010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