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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플로어 타입 보링머신(floor type boring machine, 

FTBM)은 주로 풍력발전기나 선박엔진 등의 대형

부품을 가공하는 가공기로써 Fig. 1과 같이 이송베

드(carriage bed), 칼럼(column), 램헤드(ram head), 

램, 스핀들로 이루어진 본체 구조물과 회전테이블

(rotary table, RT), 베이스(RT base), 베드(RT bed)로 

이루어진 회전테이블 유닛으로 구성이 된다. 

FTBM은 길이 25,000 mm, 높이 8,000 mm, 폭(또는 

보어 깊이) 3,400 mm 이상의 초대형 공작물을 가공

할 수 있으며, 회전테이블에는 최대 200톤의 공작

물을 적재할 수 있다.

Fig. 1 Super size floor type boring machine

회전테이블 유닛은 Fig. 2와 같이 베이스와 회전

테이블 사이의 유정압 베어링(hydrostatic bearing)

에 의해 공작물의 하중과 회전테이블의 자중을 

지지하게 되며, 작용하중과 자중에 의해 유정압 

베어링의 탄성변형과 회전테이블의 구조변형이 

구조물의 정적 처짐과 정강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전테이블의 목표정강성

과 설계된 최소 유정압 베어링 강성()을 토대로

하여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해 목

표정강성을 만족하면서 회전테이블의 처짐과 중

량을 최소화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Fig. 2 The schematic of a rotary table unit

2. 회전테이블의 최적설계

2.1 회전테이블의 유한요소모델

작용하중과 자중에 대하여 베드와 베이스의 구

조변형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전테이블과 유정압 

베어링 구조물만 최적설계 대상으로 하였다. 회전

테이블과 유정압 베어링은 각각 판요소(shell ele-

ment)와 스프링요소를 이용하여 1/4 대칭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였다.

 

Fig. 3 A quarter FE model of rotar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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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4 대칭모델은 바닥면에 9개(전체 36개)

의 유정압 베어링으로 지지되며, 각각의 강성()

은 200 MN/m로 두었다.

2.2 설계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회전테이블의 중량()과 수직방

향 최대변위(
), 중심부와 꼭짓점의 상대변위

()를 목적함수로 두었으며, 설계변수는 Fig. 4에

서와 같이 13개의 회전테이블 부재 두께()로 설정

하였다. 또한 제한조건으로 구조물의 중량은 초기

설계 모델의 중량 이하가 되도록 하고 회전테이블

의 정적 컴플라이언스()가 2.083×10-4 μm/N 이

하가 되도록 두었다. 설계문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Find:    ⋯                      (1)

minimize:  
















  (2)

subject to: ≤                   (3)

           ≤ ×
      (4)

여기서, 가중치인 , , 는 각각 0.2, 0.4, 

0.4이고 , 
 , 

는 조절계수(scaling factor)이다.
본 연구의 최적설계 문제에서 유전알고리즘의 

세대수는 300, 인구수는 60, 교배율은 0.8, 돌연변이

율은 0.03으로 설정하였다.

Fig. 4 Design variables of rotary table for sizing 
optimization

3. 최적설계 결과

회전테이블의 최적설계 결과, 전체 300세대 중

에서 119세대 이후에 수렴하였으며, 최적설계 전·

후의 설계변수의 두께와 각 목적함수의 값을 Table 

1과 Table 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회전테이블의 

최적설계를 통해 상대변위와 최대변위는 약간 증

가하였지만 구조물의 중량은 22.1% 감소하였고 

회전테이블 중심의 정적컴플라이언스도 최적화 

후에 1.92×10-4 μm/N로 줄어들었으며 모든 제한조

건은 만족하였다.

 Thickness (mm)  Thickness (mm)
Before After Before After

 25 11  50 34

 50 20  50 54

 50 58  50 20

 50 46  50 38

 50 24  100 72

 50 26  100 78

 50 32 - - -

Table 1 Comparison of design variables

Before After

Weight,  90,796 kg 70,685 kg

Relative displacement,  127.61 μm 154.41 μm

Max. displacement 
 535.89 μm 539.46 μm

Table 2 Comparison of objectives

4. 결론

본 연구에서 유정압 베어링으로 지지되는 회전
테이블의 치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초기설계 
모델에 비해 상대변형과 최대변형은 약간 증가하였
지만 중량은 22.1%  감소되었으며, 회전테이블 중심
의 정강성도 약 408 N/μm 정도 향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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