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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유압 브레이커 는 과 같(hydraulic breaker) Fig. 1

이 일반적으로 건설 중장비인 굴착기 에(excavator)

장착되어 굴착기의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부

착작업기 의 일종으로 포장도로의 보수(attachment)

작업 콘크리트 건축물 해체작업 그리고 암반의,

파쇄작업 등을 위하여 토목 및 건설현장에서 주

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도 년대 초반에 수. 1980

입되어 작업능률의 향상과 경제성 측면에서 사용

성이 높아 사용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계

장치로 년대 후반부터는 유압 브레이커에 대1980

한 연구가 대학과 산업체에서 시작되었다.

고승환 임종혁,
(1)은 유압 브레이커의 모델링 및

피스톤과 치즐간의 탄성충돌을 고려한 해석을 하

였으며 최귀현 송창섭, ,
(2)은 유압 브레이커의 성

능인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성

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이영규 성원준. , ,

송창섭(3)은 유압 브레이커의 해석용 툴을 개발하

고 개발된 툴을 이용하여 성능인자들을 분석하였

고 백헌엽 장효환 이일재, , ,
(4)는 다구찌 방법

을 이용하여 유압 브레이커의 타(taguchi method)

격에너지를 최대화하여 출력을 증가시키는 설계

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유압 브레이커의 성능향상에 대한 연구

만 진행되어져 왔고 굴착기의 동력소모와 굴착,

기 암 에서의 피로하중 등에 치명적인 영향(arm)

을 미치는 유압 브레이커의 중량에 대한 연구는

응용논문< > DOI:10.3795/KSME-A.2011.35.2.207 ISSN 1226-4873

유압 브레이커의 중량 감소를 위한 하우징 최적설계

박규병 박창현 박용식 최동훈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대모엔지니어링 주, ** ( )

Optimal Design for Minimizing Weight of Housing of Hydraulic Breaker

Gyu-Byung Park
*
, Chang-Hyun Park

*
, Yong Shik Park

**
and Dong-Hoon Choi

*

*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Hanyang Univ.,

** Daemo Engineering Co., LTD.

(Received August 19, 2010 ; Revised November 15, 2010 ; Accepted November 20, 2010)

Key Words: 유압 브레이커 다항식 회귀 서Hydraulic Breaker( ), Polynomial Regression( ), Support Vector Regression(

포트 벡터 회귀 직교배열법 진화 알고리즘), Orthogonal Array( ), Evolutionary Algorithm( )

초록 유압 브레이커는 굴착기의 암 끝에 장착되어 파쇄작업을 하는 부착작업기이다 그러나 굴착기의: .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압 브레이커의 중량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유압 브레이커에서 대부분의 중량을 차지하고 있는 하우징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설계 요구사항은 정상 운전상태에서 파손없이 중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직교배열.

표를 이용하여 실험점을 선정하였고 실험점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사모델을 생성하여 최적 설계안,

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구속조건을 만족하면서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중량을. , 4.8% 감소시켰

다.

Abstract: A hydraulic breaker is an attachment installed at the end of excavator arm and is used for breaking. As

per the authors’ knowledge, there have been no research results on reducing the weight of the hydraulic breaker

even though this weight reduction is very important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excavator. In this study,

we minimize the weight of the housing of the hydraulic breaker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while the

maximum stress of the housing is lower than the allowable stress. A meta-model, which is generated by using the

CAE results for the sampling design points determined by an orthogonal array, is used to solve the minimization

problem. The weight of the housing according to the optimal design is found to be lower than the original weight

by 4.8% while satisfying the constraint on the maximum stress.

Corresponding Author, E-mail: dhchoi@hanyang.ac.kr

2011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 ·208

Fig. 1 Hydraulic breaker with excavator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압 브레이커에서 대부

분의 중량을 차지하고 있는 하우징 이 운(housing)

전환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하중을 견디는 것과

동시에 중량은 최소화하는 설계안을 도출함으로

써 굴착기의 동력소모 및 굴착기 암에서의 피로

하중뿐만 아니라 유압 브레이커의 원가도 절감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압 브레이커2.

유압 브레이커의 구성 및 작동원리2.1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유압 브레이커는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스톤 밸브(piston), (valve),

치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우징은 이(chisel) .

러한 구성요소들을 감싸주면서 댐퍼 를 통(damper)

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구성요소들을 보호하

며 굴착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상단에 벌크 캡,

과 핀 이 결합되어 있다(bulk cap) (pin) .

이러한 구조의 유압 브레이커는 압축된 질소가

스의 에너지를 피스톤에 가하여 운동에너지로 변

환시키고 변환된 운동에너지는 치즐을 통하여,

타격물에 전달되어 타격물을 파쇄하게 된다.

2.2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하중 조건 및 성능

인자 해석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은 유압에 의해 왕복운동

하는 피스톤과 타격물을 파쇄하는 치즐에 의해

반복적인 하중을 받고 있다.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격흡수를 위해 상Fig. 3

부의 댐퍼를 압축시킨 상태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Fig. 2 Structure of hydraulic breaker

Fig. 3 Loading condition of hydraulic breaker in
normal operating state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은 운전 중이 아닌 상태에

서도 하중을 받고 있다 에서 또한 치즐(Fig. 3 ).①

이 타격물을 타격하게 되면 그 타격력에 대한 반

력이 상부의 압축되어 있는 댐퍼에 작용하게 되

어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에 하중을 발생시키며

에서 유압 브레이커가 지면으로부터(Fig. 3 ),②

항상 수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에 굽힘하중이 발생하게 된

다 에서 이러한 하중조건을 구현하기(Fig. 3 ).③

위하여 굴착기에 고정되는 부분을 구속하였고,

위의 하중들을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에 작용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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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절에서 정의된 정상 운전상태의 유압 브레

이커 하우징에 작용하는 하중조건들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인 를 이용하여 유압CAD SolidWorks

브레이커 하우징을 모델링 하였고 이를 통해 구,

현된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 모델에 대한 최대 응

력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적해석이 가능한 소프트

웨어인 를 이용하였다COSMOSWorks .
(5)

최적설계3.

설계문제 정의3.1

본 절에서는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최적설계

를 위한 설계 요구사항과 설계변수를 정의하고

설계문제를 정식화 한다.

설계 요구사항 및 설계변수3.1.1

정상 운전상태의 굴착기 동력소모 및 굴착기

암의 피로하중을 감소시키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안은 아래의 두 가지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유압 브레이커의 원가 절감을 위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압 브레이커 하우

징의 중량을 최소화한다 둘째 유압 브레이커 하. ,

우징이 정상 운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의

한 파손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설계변수는 에서와 같이 유압 브레이커의Fig. 4

주요 구성물을 감싸고 있는 유압 브레이커 하우

징의 각 플레이트 들의 두께 와 유(plate) ( , , )①②③

압 브레이커 하우징을 보강하기 위해 설치된 리

브 의 길이 및 두께 와 수량으로 선정하(rib) ( , )④⑤

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형상은

기존 형태로 유지하고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외형을 구성하고 있는 플레이트들의 두께만을 고

려하였다 프론트 와 리어 플레이트는. (front) (rear)

일반적으로 같은 두께의 플레이트를 사용하므로

하나의 설계변수로 설정하였고 사이드 플레, (side)

이트와 프론트 밴딩 플레이트 두께도 유(bending)

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외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 설계변수로 설정하였다 또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리브에 대해서도

두께 및 길이와 수량을 설계변수로 설정하였다.

리브 수량의 수준 값이 인데 이는 유압 브1 0 , fp

Table 1 Level and baseline of design variables

Fig. 4 Design variables

이커 하우징에서 리브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따라서 리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리브의 두께나 수량의 값은 의미가 없고 단지,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플레이트의 두께만이 설계변수로써 사용된다.

각각의 설계변수는 모두 규격화되어 있는 플레이

트와 수량을 의미하므로 이산형 변수로 처리하였으

며 그 값들은 에서와 같이 플레이트 두께의, Table 1

규격 중에 각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규격

을 선정하였다 리브의 길이 또한 수량에서 존재의.

유무가 결정되므로 이산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설계문제 정식화3.1.2

앞 절에서 정의한 설계 요구사항과 설계변수를

바탕으로 설계문제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max allow

Find , , , , ,

to minimize

subject to

x x x x x x

weight

σ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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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상 운전 상태에서 발생

하는 하중을 견디면서 중량은 최소화하는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계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설계변수.

는 앞 절에서 선정한 것들이고 목적함수는 유압 브,

레이커 하우징의 중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구속조,

건은 운전 상태에서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에 작용

하는 최대 응력이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이 견딜 수

있는 허용 응력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다.

실험계획법 및 근사모델 생성3.2

각 설계변수들의 모든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체

실험 수는 번이 된다 하지만 모든 설계변수1536 .

의 조합을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다수준

이산변수를 갖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비교적 적은 실험으로 성능인자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직교배열 법(orthogonal array; OA)

이라는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였다.(6)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사용된 직교배열표는

L602
2
4
3
6
1이며 선정된 실험점에서 중량과 최대 응,

력을 계산한 결과 와 같았다 위의 직교배Table 2 .

열표를 통해 선정된 개의 실험점에서의 결과를60

바탕으로 근사모델 을 생성하였다(meta-model) .

목적함수로 설정된 중량은 설계변수인 플레이

트의 두께나 리브의 길이 두께 수량이 증가함에, ,

따라 선형으로 증가되므로 근사모델의 기저함수

가 다항식으로 선형관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다항식 회귀법 을 이용(polynomial regression; PR)

하여 근사모델을 생성하였고,(7) 구속조건인 최대

응력은 설계변수 변화에 대한 비선형성을 묘사하

기 위해 비선형이 심한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

는 서포트 벡터 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

를 이용하여 근사모델을 생성하였다SVR) .
(8,9)

생성된 근사모델에 대한 검증결과는 와Fig. 5

같다 에서의 직선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 Fig. 5

치하는 선이며 점은 개의 실험점에서의 실제, 60

예측값과 실제값이다 점들의 분포가 직선과 거.

의 일치하므로 생성된 근사모델은 모두 실제 경

향을 잘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화 알고리즘3.3

앞 절에서 개의 실험점 결과를 통해 생성한60

목적함수와 구속조건의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최

적설계를 수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산형 변,

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L602
2
4
3
6
1

Fig. 5 Validation of meta-model

즘인 진화 알고리즘 을(evolutionary algorithm; EA)

사용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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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dure of the evolutionary algorithm

Fig. 7 Convergence history

진화 알고리즘은 생물의 진화과정을 묘사한 유전

연산자들을 가지고 있어 선택 재결합(selection),

및 돌연변이 의 과정을 거(recombination) (mutation)

쳐 전역해를 탐색하게 된다 또한 함수의 민감도.

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와 상관없

이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수계산을 비교적.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

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함수 계산시간이 매

우 짧은 근사모델을 사용하므로 진화 알고리즘을

Table 3 Optimum result

Fig. 8 Baseline design vs. optimal design

사용하는 데 수치적인 부담이 없다 이러한 진화.

알고리즘의 연산과정은 와 같다 본 연구에Fig. 6 .

서는 진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

세대 동안 적합도 함수 의 변화가(fitness function)

없으면 수렴하는 조건을 사용하였다.

최적설계 결과3.4

근사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인자들을 평가하였

고 진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에서와 같이 번의 반복계산 후에 전Fig. 7 35

역해에 수렴하여 과 과 같은 결과를Table 3 Fig. 8

얻었다.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적설계 결과 목Table 3

적함수인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중량의 경우에

는 초기값인 에서 으로 초기값 대비664kg 632kg

의 중량감소를 보였으며 구속조건인 최대32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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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은 허용응력인 4.1kg/mm
2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설계를 근사모델을 바탕으로 수행했

기 때문에 최적점에서의 실제 해석을 통하여 결

과를 검증하였고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중량,

에서 약 최대응력에서 약 의 오차가0.15%, 0.2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적설계에 사용한 근사모델이 실제의 경

향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

뢰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의 최적설계 결과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이Fig. 8

형상의 변화이다 초기에는 양쪽에 리브 개를 사용. 4

하여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을 보강했지만 최적설계

결과에서는 리브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리브가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강도향상에는 거의

효과가 없으므로 리브의 사용은 과잉설계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유압 브레이

커 하우징의 원가절감을 위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

다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점에서의 해석결과를.

사용하여 각 성능인자에 적합한 근사모델을 생성하

였다 이렇게 생성된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이산형.

변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진화 알고리즘

으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구속조건을,

만족하면서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중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통해 피로하중에 대한 고려

와 유압 브레이커 하우징의 형상에 대한 설계변

수를 추가한다면 더 좋은 설계안을 도출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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