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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산화탄소 가스의 증가와 기후변화 그리고 에

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책과 기술개발이 나날이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

이다. 생산제조분야의 공작기계도 장비의 운전을 

위한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에너지 소비형 공작기계 개발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에너지 소비형 5축 머시닝

센터를 위해 이송계 및 주축의 모션 에너지 저감 

기법, 운동 이송계의 경량화, 유공압 장치의 고효율

화,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가공조건 결정 및 절삭유 

공급 전략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g. 1의 5축 복합가공기의 크로

스레일을 경량화시킴으로써 칼럼의 Y축 구동에 

따른 소비 에너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하며, 경량화 

구조설계를 위해서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해 크로

스레일의 치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반면 크로스

레일의 경량화 시, 자중과 새들 및 램의 중량에 

의한 정적 처짐을 줄임으로써 구조 강성도 증대시

켜야하므로 중량과 처짐을 모두 줄일 수 있도록 

구조설계를 하도록 한다.

Fig. 1 5-axis multi-task machine

 

2. 크로스레일의 경량화 설계

치수 최적화 수행에 따른 결과 도출은 상용 유한

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를 통해 구해지

며, Y-Z평면에 대하여 좌우대칭이므로 Fig. 2와 같

이 크로스레일을 판 요소(SHELL181)로 1/2 대칭유

한요소모델로 만들었다. 실제 크로스레일은 칼럼

부와 볼트로 결합되어 지지되나, 크로스레일의 특

성만 고려하기 위해 해당 절점의 자유도를 모두 

구속시켰고, 대칭면에 대하여 대칭경계조건을 주

었다. 또한, 새들과 램의 질량은 대략 1,250 kg인데 

대칭조건에 의해 크로스레일의 두 절점에 각각 

312.5 kg씩 부가질량을 달았다.

Fig. 2 Half FE model of a cross-rail

최적설계를 위해 크로스레일의 10개의 부재를 

설계변수로 잡았으며, Table 1에서와 같이 초기 

설계값과 경계값을 설정하였다. 초기모델에 대한 

해석결과, 크로스레일의 중량은 1349.9 kg이고 최

대 처짐은 9.41 μm, 응력은 5.39 MPa이다.
설계문제는 식 (1)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크로스

레일의 중량(M)과 최대 처짐(δmax)을 단일목적함

수(single objective function)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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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 

   min:  




max                   (1)

   s.t: ≤

max ≤

여기서, 는 부재의 두께이며,  와 는 조절

계수(scaling factor)이다. 유전알고리즘을 통해 도

출되는 해의 질을 판별하기 위해 식 (2)의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를 사용하였다.

    


             (2)

여기서, 는 중량과 처짐의 제한조건에 대한 

벌점함수이며, 각 제한조건에 대한 위배량의 합으

로 구해진다. 는 가중치로써 0.5로 두었다.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유전알고리즘의 연

산자들은 세대수(60), 개체수(60), 교배율(0.8), 돌
연변이율(0.01), 룰렛휠(roulette wheel) 선택연산자

를 사용하였다.

3. 경량화 설계 결과

전체 60세대 중에서 51세대(1,109 함수계산) 이
후 최적해가 도출되었으며, 최적화된 각 부재의 

두께는 Table 1과 같다. Fig. 3(a)에서 세대에 따른 

단일목적함수가 최소화되고, Fig. 3(b)에서 각각의 

목적함수인 중량과 최대 처짐도 세대에 따라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s

Bounds
(mm)

Initial values
(mm)

Optimized values
(mm)

t1 5 ≤ t1 ≤ 25 15 8

t2 5 ≤ t2 ≤ 25 15 23

t3 5 ≤ t3 ≤ 25 15 23

t4 5 ≤ t4 ≤ 25 15 9

t5 10 ≤ t5 ≤ 35 25 10

t6 5 ≤ t6 ≤ 25 15 6

t7 5 ≤ t7 ≤ 25 15 6

t8 5 ≤ t8 ≤ 25 15 8

t9 5 ≤ t9 ≤ 25 15 6

t10 5 ≤ t10 ≤ 25 15 25

(a) Objective function and fitness  vs. generation

(b) Mass and maximum deflection vs. generation
Fig. 3 The variation history of results accordance with 

generations

Mass
(kg)

Max. deflection
(μm)

Reduction
(%)

Before optimization 1349.9 9.41 15.3
After optimization 1143.5 8.29 11.9

Table 2 Comparison of results

4. 결론

크로스레일의 치수최적화를 통하여 구조물의 

중량을 15.3% 경량화 시켰고, 최대 처짐도 11.9% 
줄임으로써 5축 복합가공기의 강성이 증대되고, 
소비 에너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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