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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무분별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각종 폐기물과 일

상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생활폐기물들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했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우리가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특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 유지관리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술진단결과 소각능력 

감소와 효율 저하로 대기오염 물질 및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초과 

등으로 소각시설 대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고도화사회로 

나아가면서 대량의 생산과 소비 증가 한계에 따라서 재활용 및 소

각 용량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대량

생산 대량소비는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급격하게 증가하여, 폐
기물의 생산도 다양하다. 현재 대표적인 폐기물로서는 하수처리장

의 슬러지, 폐유, 폐타이어, 병원 폐기물, 분진, 여과 잔유물, 연소

가스 처리시설의 잔유물, 오염된 토양, 매립지 가스, 도금업체의 

잔유물, 산업폐기물 및 일반 도시 쓰레기 등이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활용, 매립, 소각 등의 방법이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직 까지는 매립이 소각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재활용과 함께 소각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특히 롤러체인은 소각로의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중요한 소모성 

부품으로 사용자 측에서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며, 국내의 중소기

업 기술 수준으로도 전문화 기술정착이 쉬운 부문이므로 적정재료 

개발, 설계형상개선, 현장 적용 내구성/신뢰성 평가 등을 통한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 shot link chain conveyor는 화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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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bottom ash 처리용 drag chain conveyor, 쓰레기 소각설

비의 소각로 하부배출 conveyor 등의 내열운반물을 운반할 때 적

합한 conveyor 설비다.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수직 이송하는 버

킷 엘리베이터(bucket elevator)는 소각장 운송방식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버킷 엘리베이터용 롤러체인은 폐기물을 수직으로 운반

하는 장비에 사용되는 체인으로 고강도, 내충격성 및 내피로성을 

요구하는 체인이며, 버킷 엘리베이터 내의 체인 시스템은 스프라

켓과 체인 이동 경로를 가이드하는 리테이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 스프라켓과 하부 스프라켓은 수평하게 설계되어 수평 이동

하면서 버켓에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폐기물을 

하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킷과 롤러체인은 작업시간과 

운전 숙련도에 따라 체인의 수명이 결정된다. 롤러체인은 평균 인

장강도, 충격 및 마모, 내구성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스

프라켓의 원활한 구동 및 접촉에 의한 충격 감소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2-4].
Go 등[5]은 복잡한 열 및 물질전달과 연소현상에 대한 단순화에 

기초하여 폐기물의 이송 및 연소의 전파를 해석하는 수치적인 모

델을 제시하였으며 고체 연료 층의 연소와 열 유동장을 함께 해석

할 수 있는 수치적인 기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단순한 연소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 요소들 변화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다. Ohm 등[6]

은 산업용 폐기물 소각로 시스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형 로

타리 회전로식 소각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였고 폐기물, 보
조 연료와 공기의 혼합 및 증발 등의 물리적 과정과 열분해, 착화, 
소각의 화학반응이 회전로식 소각로의 회전속도, 충진율, 버너의 

입사각 및 소각 용량 등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고도 공간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변형량을 

최소화하며, 무게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FEM (finite element method)
을 사용하여 롤러체인의 링크 플레이트의 정적 응력을 분석하여 

응력 증가를 억제하고 과다설계 최소화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정적 하중을 가하기 위해 FEM을 이용하여 변형량, 응력, 안전

율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GB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응력의 

증가 억제, 중량 절감을 고려하여 다양한 설계 변수를 변경하고 

case별 분석된 변형량, 응력, 안전율에 따른 설계변수를 최적화

한다.

2. 설계변수 영향력 분석을 위한 구조해석
2.1 롤러체인 설계변수와 목적함수 상관관계 선정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처리 구조물 관련 처리 분야에서 이용되

고 있는 버킷 엘리베이터의 롤러체인 설계 최적화를 위하여, 설

계 변수에 따른 해석 결과를 수행하였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형성되는 설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송컨베이어에 사용

되는 롤러체인의 형상들을 분석하였다. 롤러체인의 설계 변수로

는 roller diameter, pin diameter, plate thickness이며 반면에 
출력변수로는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다양한 설계 변수에 따른 해석계

획을 수립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두께, 크기, 간격의 설계 

조건으로 폐기물의 중량에 따른 구조해석을 통해 내구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구조해석 결과를 바탕

으로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를 비교 

분석하였다.
소각장용 이송컨베이어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은 외곽 플레이트

와 outer 플레이트가 핀으로 연결되어있고 구동 중 발생하는 자중, 
폐기물의 무게로 인한 롤러체인과 버킷의 연결부에 응력 집중 현

상이 발생하여 구조적 파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롤러체

인의 응력분포 및 변형의 최소화를 위한 구조 설계를 수행하였고 

설계 변수로는 롤러체인의 두께, 간격, 지름을 설정하여 케이스별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1은 3D 모델링된 이송컨베이어 롤러

체인의 주요 구성품을 나타내었다. 본 해석에서는 자중 및 하중을 

담당하는 주요 부재인 롤러체인의 구조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롤러체인은 장력에 의한 강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

요하므로 반응인자에 영향을 많이 주는 주요 인자를 식별해 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 중 일반적인 

Kn 요인배치법(factorial design)을 이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인

자는 roller diameter, pin diameter, plate thickness로 3개이며 

수준 수는 선정한 값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해석계획은 총 27개

의 case로 Table 1과 같이 수립하였다.

2.2 경계조건 및 물성치 설정
본 연구 목적인 이송컨베이어 롤러체인의 구조해석을 위한 사용 

재질은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질로 SS400으로 선정하였

다. 재료에 대한 물성치는 Table 2에 나타낸다. 구조해석은 설계

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서 재사용하고 검토하는 것

이 매우 편리해져서 추가적인 업무를 없애고 설계 협업을 향상시

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workbench static 
structural 해석 tool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
에 하중조건, 고정조건, 그리고 각 구성품에 대한 접촉조건을 포함

Fig. 1 A boundary condition for structural analysis of roller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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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입력조건을 나타낸다. 그 중 자중 및 폐기물의 하중조건은 

표면 격자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고정조건의 경우 실제 상부는 

각각의 체인의 체결을 가정하여, 상부의 핀에 3자유도를 구속하였

다. 각 구성품의 접촉조건은 격자에서 격자로 하중 및 변형 정보를 

넘겨 줄 수 있도록 bonded 조건을 이용하여 절점을 공유하게 하였

다. 자중 및 폐기물의 하중조건은 지구 중력을 기준으로 하부 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 하였다. 롤러체인 결합부의 구조해석을 위한 

격자(mesh)는 Fig. 2와 나타낸 바와 같이 hex dominant 및 

tetrahedrons method의 구조의 격자를 설정하였으며, 격자의 크기

는 2 mm로 선정하여 강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모델을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였다. 롤러 체인의 총 절점수는 4,911,724개, 요소수

는 1,111,241개로 구성되었다.

2.3 설계변수에 따른 롤러체인의 구조해석 결과
3가지의 설계 변수(pin diameter, plate thickness, roller 

diameter)를 적용하여 27개의 case를 수립하여 구조해석을 실시

하였다. 롤러체인이 폐기물을 수직 이송할 때 구동력을 받음으로

써 발생하는 롤러체인의 변형과 응력을 해석한 결과를 Fig. 3~4와 

Table 4에 나타낸다. case 2, 6, 12, 22의 경우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내부에는 힘의 크기에 상당하는 응력이 발생한다. 탄성에 해당

하는 응력성분이 제거되면서 변형량이 다소 감소하는 스프링 백

(spring back)을 나타낼 수 있음을 판단된다.  최대 응력은 case 
19에서 122.16 MPa 하단부 롤러에서 최대응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율은 case 27에서 6.819로 가장 높음을 확인하

였다.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SS400)

Material Condition Value

Tensile strength, (Ultimate) 400 MPa

Tensile strength, (Yield) 250 MPa

Elongation at Break 20%

Modulus of Elasticity 200 GPa

Bulk Modulus 160 GPa

Poissons Ratio 0.26

Shear Modulus 79.3 GPa

Table 3 Structure analysis input value of roller chain

Parameter Value

Solver Type Static Structural Analysis

Mesh 2 mm

Boundary Condition Fixed Support Top Inner Plates

Force (-X방향) 5,000 N

Table 1 Structural analysis plan for understanding tendency of 
design variables of roller chain

Case 
No.

Roller diameter 
(mm)

Pin diameter 
(mm)

Plate thickness 
(mm)

1 19 13 7
2 19 13 8
3 19 13 9
4 19 14 7
5 19 14 8
6 19 14 9
7 19 15 7
8 19 15 8
9 19 15 9
10 21 13 7
11 21 13 8
12 21 13 9
13 21 14 7
14 21 14 8
15 21 14 9
16 21 15 7
17 21 15 8
18 21 15 9
19 23 13 7
20 23 13 8
21 23 13 9
22 23 14 7
23 23 14 8
24 23 14 9
25 23 15 7
26 23 15 8
27 23 15 9 Fig. 2 The developed FEA for model a roller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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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화기법을 이용한 설계 변수 최적화
3.1 GBO 알고리즘을 이용한 설계변수 최적화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설계 변수인 roller diameter, pin diameter, plate 
thickness의 세 가지 매개 변수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매개 

변수가 수정 매개 변수로 고려되었다. 롤러체인의 내구성 및 구조

적 안정성은 설계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롤러체인의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를 

(a) Total deformation of case 1

(b) Equivalent stress of case 1

(c) Safety factor of case 1

Fig. 3 Safety factor of the calculated results according to case 
1-27 

(a) Total deformation according to case 1-27

(b) Maximum equivalent stress according to case 1-27

(c) Safety factor according to case 1-27

Fig. 4 The calculated results according to cas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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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구조해석을 통해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과다설계

를 하지 않으며,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정성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변수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롤러 체인의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변수를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롤러체인의 경우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의하여 안전율 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율 5를 최소 제한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변형률 최소, 최대응

력 최소값을 만족하는 설계변수를 도출하였다.
소각장의 롤러 체인은 폐기물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 체인이 

끊어져 폐기물이 떨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롤러 체인은 페기

물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 하중을 고려하여 설

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장비의 변형 및 응력을 최소화 하기위해 

폐기물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체인의 구조적 수정 및 보완이 필요

하다. 하중 분산을 위해 roller diameter, pin diameter, plate 
thickness 변경을 통해 강도를 증가시키며, 취약 부위의의 최대 응

력 감소의 효과가 가능하다. 장비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작성

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당성 및 시스템의 용량을 분석하

기 위하여 statistic analysis로써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 시스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그 후 시뮬레이

션을 통한 결과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수행하여 초기 설계안으로부

터 확정적 최적설계안(deterministic optimum)을 도출 할 수 있으

며, 기술을 이용할 경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여 요구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 최적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다. 종래의 롤러 체인의 최적

화는 작업자의 직관, 경험 그리고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대상 

시스템을 기초로 시행착오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적의 롤러 

체인 형상을 최적화하기 위한 변수들은 복잡하고 상호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행착오법의 사용은 부적절한 최적값을 유발시킬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법은 매우 비경제적이고 반복적

인 과정에서 소모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

이 발생된다.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적

화 기법을 사용하는데 최적화 기법은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경험

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대신 수학적으로 표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설계 변수들을 수정함으로써, 롤러체인의 최적 설계값을 가지

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

을 최적화하는 과정은 크게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의 두 가지 요소

로서 구성이 된다.
목적함수는 시스템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것이며, 제약

조건은 시스템의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1)과 식 (2) 그리고 식 (3)은 각각 를 변수로 가지는 

임의의 시스템의 목적함수 와 이 함수를 최적화 시키

는데 필요한 제약조건 및 범위를 나타낸다. 

    (1)

     (2)

 ≤   ≤   ≤  ≤  (3)

여기서 R, P, T는 롤러체인의 설계 시 사용되는 roller diameter, 
pin diameter, plate thickness의 n개의 변수들을 나타내며, D
는 total deformation, E는 equivalent stress, S는 safety 
factor이다.    는 각각의 도출결과인 하한경

계와 상한경계를 나타낸다. 최적화 개발 단계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 활성 함수의 선택, 함수공차

(function tolerance)등을 선정하여 고효율의 분석요인을 선정

하여야 하며, 최적화 기법을 적절히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양

한 함수공차들을 무작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최

Table 4 Results of structure analysis

Case 
No.

Total deformation 
(mm)

Equivalent stress 
(MPa) Safety factor

1 0.0582 106.15 4.1868
2 0.0574 114.66 4.2542
3 0.0749 109.93 4.5482
4 0.0541 109.72 4.8357
5 0.0444 96.935 4.9884
6 0.0467 74.690 5.1364
7 0.0273 66.941 5.5786
8 0.0232 57.826 6.0009
9 0.0227 54.340 6.5356
10 0.0599 103.26 4.2501
11 0.0556 99.997 4.6443
12 0.0566 88.085 4.7956
13 0.0501 85.204 4.8422
14 0.0458 75.867 5.0095
15 0.0458 71.909 5.1779
16 0.0341 63.973 5.5827
17 0.0302 55.529 5.8954
18 0.0295 53.636 6.9000
19 0.0716 122.16 4.0931
20 0.0639 114.20 4.1517
21 0.0508 93.710 4.8020
22 0.0432 90.489 4.9116
23 0.0290 72.160 5.1137
24 0.0406 66.340 5.2759
25 0.0383 63.670 5.7963
26 0.0374 57.529 6.4150
27 0.0294 50.919 6.8190



Bo-Ram Lee, Gyeong-Seop Park, Ill-Soo Kim

14

적의 설계를 도출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적화 기법

에 따라 분석되는 동안 요인들이 수렴되지 않으면 함수공차들

을 재선정해야 한다.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설계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입

력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목적함수에 입력할 주입력자료는 

위의 장에서 수행한 구조해석을 통해 작성된 입･출력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GBO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적해를 찾으

며, 주어진 시스템의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이 결정되어지고 산출절

차에 따라 최적화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알맞은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다. gradient-based 최적화 기법은 집단을 이루어 

동시에 탐색을 하므로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다양성을 

유지해가면서 병렬적으로 우수한 후보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전역 최적화(global optima)를 유도할 수 있다. GBO 수렴해석

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스키마타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적의 

스트링을 탐색하는 과정은 스키마타의 경쟁과정에서 최적의 스트

링을 인스턴스를 가지고 population size를 늘려가면서 선택과정

을 정리해간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GBO 최적화 기법의 프

로그램 모식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7]. GBO 기법도 마찬가지

로 roller diameter, pin diameter, plate thickness에 대한 범위 

값은 최소 [19 mm, 13 mm, 7 mm]에서 최대 [23 mm, 15 mm, 
9 mm]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인 반복산출을 통해 공정변수 

결과 오차를 감소시키다가 변화가 안정화되는 부분에서 산출을 정

지하도록 구성하였다. 목적함수에 사용된 변수들은 체인 설계의 주

요인으로 판단되는 roller diameter, pin diameter, plate thickness
로 선정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형성되는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는 회귀모델을 사용하였다. 제한함수

의 매개변수 상･하한 값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율

인 5이상을 만족하고, 매개변수에 따른 최소 변형률, 최소 응력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GBO 최적화 기법의 변

수들은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Table 6에 최적화 수행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제한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Fig. 6에 

나타낸다. GBO 기법을 적용하여 population size에 따른 안전율

이 5 이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한조건과 총 변형량과 최대 응력

(equivalent stress) 값이 낮은 최적의 설계변수를 선정하였다. 안
전율이 5를 만족하면서 변형량이 최소인 경우는 population size가 

8.E-06일 때이나 population size가 5.E-05 일 때 변형량이 

0.0007 mm 차이나지만 최대응력이 약 7 MPa 낮아 최적 설계변수

는 roller diameter 20.1637 mm, pin diameter 14.1469 mm, 

Fig. 5 A flow chart for GBO method to predicting welding parameters 

Fig. 6 The results of GBO method for Safety facto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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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thickness 7.5734 mm로 선정하였다.

4. 결 론
소각장의 이송 컨베이어에 적용되는 롤러체인을 설계변수를 최

적화하기 위하여 설계변수에 따른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을 계산하였으며, 목적함수인 구조적인 안

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또한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여 적중률이 높은 목적함수와 제한함수를 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각각의 함수들을 기반으로 GBO 최적

화기법을 적용하여 요구하는 구조적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선정하고 이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송컨베이어에 적용되는 체인 롤러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요

구하는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에 대

한 설계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수학적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에 대

해 각각 89.4%, 92.2%, 96.5%의 예측률을 확인하였다. 회귀모델

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interaction)를 동시에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각

장의 이송컨베이어에 적용되는 롤러의 3가지의 설계 변수를 적용

하여 27개의 해석조건을 수행한 결과 롤러 체인의 최대 변형량은 

case 22에서 0.11005 mm, 최소 변형량은 case 9에서 0.2227 
mm로 확인하였다. 최대 응력은 case 19에서 122.16 MPa로 하단

부 롤러에서 최대응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율은 

case 27에서 6.819로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송컨베이어에 적용되는 체인 롤러를 전반적으로 분석하

고 요구하는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
에 대한 설계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수학적 예측모델을 개발하였

다. 그 결과 total deformation, equivalent stress, safety factor
에 대해 각각 89.4%, 92.2%, 96.5%의 예측률을 확인하였다. 회
귀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들의 독립적 영향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Interaction)를 동시에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gradient-based opt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여 설계변수들

을 목적함수 및 제한함수를 설정함으로써, 롤러체인의 최적 설계값

을 선정하였다. 안전율 5와 변형량이 최소값을 만족하는 최적 설계

변수는 population size가 5.E-05일 때 roller diameter 20.1637 
mm, pin diameter 14.1469 mm, plate thickness 7.5734 mm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기물 처리과정에 이송컨베이어의 수직 이동을 

위한 롤러체인의 기계적인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다설계를 방지할 수 있다. 하중에 의한 구조적 파단을 

방지하고 롤러체인의 수명 향상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적정한 안

전율의 확보가 필수이므로 이를 위해 설계 변수를 통한 구조 해석

Table 5 GBO method parameters and their values

Optimal method GBO (Gradient-Based Optimization)
Function tolerance
(Population size)

1E-6, 2E-6, 3E-6, 4E-6, 5E-6, 6E-6, 7E-6, 
8E-6, 9E-6, 1E-5

Range of 
parameter

Min. Value
Roller diameter 19 mm

Pin diameter 13 mm
Plate thickness 7 mm

Max. Value
Roller diameter 23 mm

Pin diameter 15 mm
 Plate thickness 9 mm

Range of 
Constraint value Safety factor 5

Solver Constrained nonlinear minimization
Algorithm Active set
Derivatives Gradient supplied

Table 6 The results of various population size using GBO method 

Population size Roller diameter 
(mm)

Pin diameter
(mm)

Plate thickness
(mm)

Results of 
objective D (mm)

Results of 
objective E (MPa)

Results of 
constraint S

1.E-06 19.3020 14.0490 8.0490 0.04336 85.8090 5.0000
2.E-06 20.2644 14.3107 7.0000 0.04805 69.1305 5.0000
3.E-06 20.5361 13.9830 7.9830 0.04422 80.2461 5.0000
4.E-06 19.2600 13.8192 8.6384 0.05127 94.5174 5.0000
5.E-06 20.1637 14.1469 7.5734 0.04342 76.0162 5.0000
6.E-06 20.7155 14.2902 7.0000 0.05096 68.4292 5.0000
7.E-06 21.2501 14.2288 7.1536 0.05236 69.9869 5.0000
8.E-06 19.6996 14.0240 8.0240 0.04335 83.4777 5.0000
9.E-06 21.1374 13.9000 8.1250 0.04550 81.3765 5.0000
1.E-05 21.5004 13.9216 8.0368 0.04639 80.3542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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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또한 최적화 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종래의 롤러 체인

은 쓰레기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다 생산성, 작업성, 안전

성의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폐기물 처리과정의 중요한 

처리수단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소각장의 이송컨베이어의 롤러체인 제작을 위해 적용시 

사양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되며, 향후 다양한 소각자 방식인 화격자식, 유동로식 등 

폐기물 처리 환경에서의 온도 예측, 열탄소성 해석 및 구동방식의 

조건에 따른 최적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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