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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강성, 고강도, 경량화는 기계구조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성능들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성능들의 향상을 위하여 CAE 기반의 

구조최적화 기법을 적용하는 사례를 자동차 등의 

수송기계산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위

상최적화의 적용은 기존 모델과는 다른 레이아웃

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1990

년대 중반부터 부품 경량 설계에 도입이 시도되었

고 최근에도 그 쓰임새가 활발하다.(1~5) 

  형상최적화는 위상최적화를 적용하기에는 설계 

변경의 자유도가 크지 않을 경우이거나 위상최적

화를 거친 초기 설계 구조물의 상세 설계단계로서 

적용되는데 위상최적화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6~8)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탑재되는 10 톤 크레인의 

경량화를 위하여 위상 및 형상최적화법들을 적용

하고자 한다. 붐(boom)의 설계에는 팔각형의 붐의 

단면에 설계 변수를 할당하여 붐 단면의 종횡비를 

비롯한 단면 모양을 변경시키는 형상최적화를 적

용한다. 붐의 질량을 최적화의 목적함수, 정적하중

에 의한 최대 응력과 고유진동수를 최적화의 제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최적화 문제를 공식화하도록 

한다. 지지부(support)의 설계를 위해서는 위상최적

화를 도입하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 지지부를 

Key Words : Topology Optimization(위상최적화), Shape Optimization(형상최적화), Crane(크레인), Morphing(모핑) 

초록: CAE 기반 구조최적설계법인 위상최적설계와 형상최적설계를 크레인의 경량화에 적용하였다. 붐은 단면 

형상을 설계 변수로 변화시키면서 질량의 최소화를 최적설계의 목적함수로 하고 붐의 정적강도와 동적강성이 

초기 모델의 성능에 비해서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설정하였다. 구조해석 및 최적설계는 

상용소프트웨어인 Hyperwork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붐의 단면 형상의 변형에 따르는 요소망의 변동은 모핑 

기능을 사용하여 수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붐의 지지부는 초기 모델을 단순화시킨 설계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삼차원 솔리드 요소로 이산화한 후 위상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설계 결과 시스템의 전체 동적, 정적 

강성을 저하시키지 않은 채로 붐은 19%, 지지부는 17% 경량화시킬 수 있었다. 

Abstract: CAE-based structural optimization techniques are applied for the design of a lightweight crane. The boom of 

the crane is designed by shape optimization with the shape of the cross section of the boom as the design variable. The 

design objective is mass minimization, and the static strength and dynamic stiffness of the system are set as the design 

constraints. Hyperworks, a commercial analysis and optimization software, is used for shape and topology optimization. 

In order to consistently change the shape of the elements of the boom with respect to the change in the shape of its cross 

section, the morphing function in Hyperworks is used. The support of the boom of the original model is simplified to 

model the design domain for topology optimization, which is discretized by using three-dimensional solid elements. 

The final result after shape and topology optimization is 19% and 17% reduction in the masses of the boom and support, 

respectively, without a deterioration in the system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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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단순화된 설계영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위상최적설계에서는 정적 수직 하중에 의한 강성

과 지지부의 질량을 최적화할 성능으로 고려하도

록 한다.  

CAE 기반의 구조최적설계법을 자동차, 건설기

계, 항공기, 선박 등 실제 산업구조물 설계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최적설계 전문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요구된다. 특히 형상최적설계의 경우에는 형상 파

라미터의 변경에 대한 요소망의 일관성 있는 변화

가 최적화의 수치적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데 이

를 위하여 신뢰성있는 알고리듬의 구현은 필수이

다.(9) 본 연구에서 수행한 크레인의 최적설계는 상

용소프트웨어인 Hyperworks(10~12)를 이용하였다. 

  최적화된 크레인을 축소모델로 제작하여 간단한 

정적 하중에 의한 변형률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초기 모델의 성능과 비교함으로써 최적화된 크레

인의 성능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2. 붐의 형상최적설계 

크레인의 기존 모델은 Fig. 1 과 같다. 구조물은 

붐, 지지부, 유압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 

대상은 붐과 지지부이다. 붐은 박스형의 구조를 

벗어난 다른 레이아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면만을 변화시키는 형상최적설계의 대상으로 설

정하고, 지지부는 구멍의 위치, 개수 등에 자유도

를 주기 위하여 위상최적화의 설계 대상으로 정하

였다. 

유한요소망은 붐의 경우에는 쉘 요소 18,431 개, 

지지부는 쉘 요소 8,215개로 구성하였다. Fig. 1에 

정적해석을 위한 경계조건도 표시하였는데 붐의 

끝단의 중앙에 강체 요소들을 이용하여 10 톤의 

수직하중을 부과하였다. 이 때 지지부의 하단은 

차체에 모든 자유도에 대하여 구속되어 있다. 

Fig. 2(a)는 붐의 단면으로서 그림에는 형상최적

화를 위하여 설계변수인 핸들(handle)이 표시되어 

있다. Hypermesh(10)에서는 형상설계의 대상 영역을 

도메인으로 나누고 이 도메인의 형상을 핸들로 변

경시킨다. 즉 핸들은 도메인의 형상 변경 파라미

터이며 핸들의 공간적인 위치가 형상최적설계의 

설계변수이다. Fig. 2(b-e)는 핸들의 변화에 따른 단

면 형상의 변화의 여러가지 경우를 보여준다. 도

메인의 형상이 변할 때 요소망도 따라서 변하게 

되므로 모핑하는 요소들의 찌그러짐을 주의하고 

최적화를 수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Fig. 2(c)와 (e)의 경우에는 붐의 단면이 

변할 때 지지부의 요소망의 찌그러짐을 피하기 위하

여 지지부도 같이 모핑을 설정해 주어야만 한다. 

붐의 두께도 단면 형상과 더불어 동시에 최적화

를 수행하도록 한다. Fig. 1 에 표시하였듯이 붐은 

6 개의 판들이 결합되어 구성되는데 이 판들의 두

께는 최적화의 설계변수이며 2mm 부터 30mm 까

지 1mm 간격으로 이산화된 값을 지니도록 설정

하였다.  

 

 
Fig. 1 An original crane model and boundary condition 

for static analysis 
 

 

(a) 

 

 
    (b)        (c) 
 

 

   (d)        (e) 

Fig. 2 Morphing of the cross-section of the boom: (a) 
domain handles for morphing and (b-e) various 
morph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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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단면 형상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공

식화하였다. 

 

1Minimize mass of the boom
NR

f
∈

=
X

,    (2a) 

subject to 
max 110MPaVMσ ≤ ,         (2b) 

         17.8Hzbf ≥ ,             (2c) 

   and 

{ },=X x t ,                        (2d) 

low up≤ ≤x x x ,                     (2e) 

{ }

{ }

1 2 6, ,..., ,

2,3,...,30 [mm] ( 1,2,...,6).i

t t t

t i

=

∈ =

t
 (2f) 

 

위 식에서 X 는 설계변수 벡터로서 앞서 언급한 

핸들들의 공간적인 위치 x 와 판들의 두께 t 로 

구성된다. 식 (2b)의 max

VMσ 는 Fig. 1에 표시된 정적

하중에 의해 붐에 작용하는 최대 폰미세스 응력이

고 식 (2c)의 bf 는 크레인 시스템의 횡방향 굽힘 

고유진동수를 의미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식 

2(b)와 같이 최대 응력을 제한조건으로 사용할 경

우에는 최적화 과정 중 최대 응력의 발생 지점이 

매번 달라지면 수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문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만

약 발생한다면 영역을 몇 개로 분할하여 각 영역

마다 최대 응력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식 (2c)를 사용함으로써 크레인의 횡방향 동적 

강성을 고려한 이유는 식 (2b)로 표현되는 정적하

중에 의한 강도만을 형상최적설계에서 관심을 둘 

경우 붐 단면이 상하방향으로만 길어지는 형상으

로 최적화가 수렴되기 때문이다. 횡 방향 강성 확

보를 위하여 식 (2c) 대신에 좌굴해석을 수행하고 

연관된 성능을 제한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식 (2e)는 핸들들의 위치에 상한값 
upx 과 하한값 

lowx 를 정함으로써 붐의 단면 형상의 과도한 변형

과 이에 따른 요소들의 찌그러짐으로 인한 해석 

오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판들의 두께는 식 

(2f)와 같은 이산화된 설계변수로써 표현된다. 식 

(2b-c) 의 제한조건에서 쓰인 응력과 고유진동수의 

경계값들은 Fig. 1 의 기존모델이 지니는 성능값들

이다.  

식 (2)로 정의된 형상최적화의 수행 결과 붐의 

단면의 변화를 Fig. 3(a)에 나타내었다. 상하방향 

굽힘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면의 상하방향 길

이가 길어졌으며 판들의 두께는 얇아 졌다. 횡방

향 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좌우방향 폭은 큰 변 

Table 1 Optimized plate thicknesses for the boom (unit: 
mm) 

 Original boom Optimized boom 

1t  18.5 12.0 

2t  10.5 7.0 

3t  6.0 3.0 

4t  23.0 15.0 

5t  15.0 9.0 

6t  10.5 5.0 

 

      

(a) 

 

 

(b)  

 
Fig. 3 Results for the shape optimization: (a) shape 

change of the cross-section and (b) convergence 
history of the objective function 

 

 

 

 
 

Fig. 4 Simplified design domain for topology optimization of 
th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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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었다. 식 (2c)의 제한조건으로 사용된 1 차 

모드인 굽힘 모드 보다 2 차 모드인 비틀림 모드의 진

동수가 20% 가량 높아 최적화 도중 모드가 바뀔 위험

은 없었다. 모드 전환 가능성이 있을 경우 Optistruct 의 

모드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두께최적화에 의

해서 변화된 판들의 두께는 Table 1에 나열하였다. 

초기 모델에 비해서 최적화된 붐의 전체질량은 

446.0 kg 으로서 19% 감소하였고 최대응력은 108 

MPa 로 2% 감소, 쳐짐은 14.73 mm 로 3% 감소, 

횡방향 굽힘 고유진동수는 17.92 Hz 로 0.7% 증가

된 성능을 보였다.  

 

 

 
Iteration 1             Iteration 3 

 
      Iteration 5             Iteration 8 

           

(a) 

 

 
 

(b) 

 
Fig. 5 Results for the topology optimization: (a) topology 

change of the support and (b) convergence history 
of the objective function 

Fig. 3(b)는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의 목적함수의 

감소양상을 보여준다. 최적화에는 총 5 번의 해석

이 수행되었으며 2.67 GHz I5 (quad-core) CPU PC에

서 약 15 분이 소요되었다.  

3. 지지부의 위상최적설계 

Fig. 4 는 위상최적설계를 위해서 기존 모델의 

구멍 등을 메워 단순화시킨 붐의 지지부이다. 이 

단순화된 모델을 설계영역으로 설정하고 솔리드요

소 114,547 개로 이산화한 후 각 요소마다 설계 변

수를 할당하여 위상최적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위상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2Minimize strain energy of the support
MR

f
∈

=
Y

, (3a) 

subject to Mass fraction 0.5≤ ,         (3b) 

 

식 (3a)의 2f 는 Fig. 1 의 정적하중에 의한 지지부

의 변형에너지로써 지지부의 정적 강성을 최대화

하는 것을 최적화의 목표로 삼았다. 식 (3b)는 Fig. 

4 에 그려진 단순화된 지지부의 질량을 100%라 

한다면 50% 이하만의 질량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는 제한조건이다. 위의 문제 정의에서 지

지부의 질량을 목적함수로 정하고 변형에너지를 

기존 지지부 모델의 변형에너지 이하로 설정하는 

제한조건을 사용하여 위상최적화를 수행하여도 무

방하다. 

최적화가 진행되는 동안의 지지부 위상의 수렴 

과정을 Fig. 5(a)에 표시하였다. Fig. 5(b)는 목적함수

인 지지부 변형에너지가 최적화를 통하여 효과적

으로 감소되어감을 보여준다. 총 8회의 해석이 수

행되었다. 

Fig. 5 에 보여지는 수렴된 지지부의 형상을 곧

바로 제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제작에 용이

하도록 위상최적화된 결과를 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지지부를 판재로 제작할 

수 있도록 Fig. 6과 같이 모델 변경을 수행하였다. 

후처리 작업은 설계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만큼 변

경된 모델에 대한 재해석 등으로 성능 검증이 반

드시 필요하다. 

형상최적화된 붐과 위상최적화된 지지부를 결합

한 최종형상을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의 최종

모델은 Fig. 1의 기존 모델에 비해 Table 2에 나타

내었듯이 136kg (6.8%) 경량이며 정적 강성, 강도 

및 동적 강성도 원 모델에 비해 향상되거나 동등

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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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ystem performances between 
the initial crane and the optimized crane 

 

 Initial crane  

in Fig. 1 

Optimized crane 

in Fig. 7 

Mass [kg] 2016 1880 

Tip deflection 

[mm] 
15.19 14.73 

Maximum 

stress [MPa] 
110.6 109.3 

Horizontal 

bending 

frequency 

[Hz] 

17.79 17.92 

 

 

 

 
Fig. 6 Post-process for the optimized topology of the 

support 

 
Fig. 7 Final design of the crane 

 

4. 축소 모형 제작을 통한 검증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조 최적설계에 대한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축소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실험하였다. Fig. 8(a)는 Fig. 1의 기존 모델과 Fig. 7

의 최적설계된 모델을 1/5  크기로 축소하여 제작

한 모델들이다. 단 Table 1에 나열된 판 두께의 경

우에는 1/5 로 축소한 판들을 기성 제품에서 구하

기가 어려우므로 판 두께는 1.6mm, 2mm, 4.5mm 

등 3 가지 종류만으로 축소모델들을 제작하였다.  

 
(a) 

 

(b) 
Fig. 8 (a) Scale-down cranes for experiment (left: original 

crane, right: optimized crane) and (b) comparison of 
strains by the static experiment 

 

따라서 축소된 최적화된 모델은 축소된 기존 모델

에 비해 Table 2 에 상응하는 질량감소효과를 보이

지 못하고 1kg 의 질량만이 감소되었다. 축소모델

의 붐은 하나의 판을 굽혀 용접하여 제작함으로써 

붐 전체가 하나의 판 두께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적화된 모델의 붐의 단면이 더 커지고 

전체적인 두께가 얇아진 것을 고려하여 축소모델

의 붐 두께를 더 얇게 사용함으로써(기존 모델의 

축소 모델의 경우 붐의 두께를 2mm, 최적화된 모

델은 1.6mm) 제안한 최적화의 결과에 가까운 축

소 모델을 구성하려 하였다. 지지부의 경우는 붐

의 경우보다 단순하여 모두 4.5mm 판으로만 제작

하였다. 

Fig. 8(b)는 축소된 두 모델의 끝 단에 20 kg 의 

하중을 가했을 때 Fig. 8(a)에서 표시한 위치에서 

얻어지는 변형률 값들을 나타낸다. 최적화된 축소 

크레인의 변형률이 축소된 기존 모델에 비해 50%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Table 2 에서 최대 응력

이 보인 차이보다 더 크다. 따라서 Table 1에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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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판 두께들을 축소비율에 맞게 반영하여 축소 

모델을 제작하였다면 Table 2 에 상응하는 경량화 

효과 및 성능 차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5. 결 론 

형상 및 위상최적설계기법을 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구

조최적설계기법의 적용으로 효율적인 경량화 효과

를 가져올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붐의 형상최적화를 먼저 수행하고 

지지부의 위상최적화를 나중에 수행하였다. 이는 

붐의 형상 변경에 의한 지지부의 경계조건 변화량

이 지지부의 형상 변경에 의한 붐의 경계조건의 

변화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대의 

순서로 최적화를 진행하는 경우도 시도해 보았으

나 현재의 결과와 성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레인의 1 단 붐만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였으나 보다 더 실용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서는 다단 붐의 겹침 부위에서 작용하는 응력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되는 연

구에서는 다단 붐 전체를 설계 영역으로 설정하고 

붐의 단면, 두께 뿐만 아니라 다단 붐의 겹침량과 

지지부의 형상까지 설계 변수로 고려하여 최적화

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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