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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플로어 보링 머신의 경우 램헤드의 편중된 

자중에 의한 칼럼의 처짐과 휨은 램헤드와 램의 

이송뿐만 아니라 스핀들의 가공정도에 심각한 악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칼럼의 처짐과 휨 변형을 최소화 시키

면서 경량 구조로 설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ig. 1 에 나타낸 플로어 보링 머신의 형상 치수는 

33x12.4x14.5 이다. 칼럼(column)은 케리지 베드

(carriage bed)를 따라 x-축 이송으로 되고, 램헤드

(ram head)는 칼럼을 따라 상하뱡항 즉, y-축 이송이 

되며, 램(ram)은 램헤드의 가이드 면을 따라 z-축 

이송이되며, 보링 스핀들(spindle)은 중공 램의 내

부 가이드를 따라 w-축 이송이 된다. 

2. 최적설계

2.1 유한요소모델

Fig. 1 Configuration of a floor boring machine and its part 

플로어 보링의 FE 모델을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쉘 요소(shell-element 63)와 스핀들은 빔(beam 
189)요소를 이용하여 1,289,875개의 노드와 

960,000개의 요소로 만들었다.

Fig. 2 FE Model of the floor boring machine

이송베드 바닥면의 고정부 자유도를 모두 구속

하였다. 각각의 슬라이드 부는 볼 스크류로 이송-지
지되므로 슬라이드 접촉부를 용접구조로 단순화

하여 모델링 하였다.

2.2 설계문제 정의

Fig. 3 design variables 

설계 변수는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설정하였

고, 설계 문제는 변수 1 2 20[ , , ]Tt t t=t L 에 대하여 다음

의 식(1)및 식(2)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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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objectives

To Minimize :

(1)

Subject to :  (t)≤  (=158.3 ton)  
      (t)≤    (=132  )

      (t)≤    (=374  )  (2)

      (t)≤  (=165  )

위에서,    × ,    ×    , 
(t)는 구조물 중량이며, 는 칼럼 상단의 네 모서

리(at corners of column top)의 처짐의 차이 

  max min 이다. 그리고  , 는 각각 컬럼 

상단의 x축 방향과 z축 방향의 변위이다. 가중치인 

1w , 2w , 3w 는 각 0.4, 0.3, 0.3 이고, W*, 
 , 

 는 

조절계수(scaling factor)이다.
최적해 탐색 알고리즘은 GA1)를 사용하였고, 선

택 연산 방법은 룰렛 휠을 이용하였다. 
GA에서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을 동시에 고려하

기 위해 적합도 함수와 벌점함수를 식 (3)과 (4)와 

같이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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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세대수는 300세대, 개체수(population)는 

100, 교배율(crossover)은 0.8, 돌연변이율(mutation 
rate)은 0.03으로 설정하였다.

3. 최적설계 결과

Fig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300세대 중 236 세대 

이후 최적해로 수렴하였다.

Fig. 4 history of fitness & objectives

Fig .5에 최적 설계 전후의 제한조건을 비교하였

다. 중량은 1%감소하였고, 가 17% 감소 Z축에서 

본 휨이 14% X축에서 본 휨이 28% 감소하였다.

4. 결 론

대형 플로어 보링 머신의 램헤드의 편중된 자중

에 의한 칼럼의 처짐과 휨 변형을 최소화 시키고 

경량화하기 위한 구조로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모든 설계제한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초기설계에 

비하여 중량의 증가 없이 칼럼의 휨 변형과 처짐이 

각각 14%, 17% 이상 개선된 최적설계가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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