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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제품의 원가 절감과 에너지 활용율 증대를 위하여 

고생산성 청정 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사출성형공정에 있어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전체 공
정의 50-60 % 정도를 차지하는 냉각시간의 감소가 중요한 
기술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출성형공정에서 제품의 
단위 생산시간이 감소될 경우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제
품 생산당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작 시
간당 에너지 활용율이 증가되고 환경적 영향성이 감소하게 
된다. 사출성형공정에서 냉각시간의 제어는 사출성형 금형

의 냉각채널 설계에 매우 의존적이다. 1990 년대 후반부터 
사출 성형 금형의 냉각 특성 향상을 위하여 쾌속 툴링 
(Rapid tooling: RT) 공정을 이용한 3 차원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 설계/삽입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Sachs 등은 3 차원 프린팅 공정을 이용하여 3 차원 형상 
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컵형 제품 사출성형 금형 제작하

여, 3 차원 형상 적응형 냉각채널이 금형의 온도분포와 제
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 Ahn 등은 
3 차원 형상 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청소기 커버 제작용 
사출성형 금형을 개발한 바 있다 4. 3 차원 형상 적응형 냉
각 채널을 가진 사출성형 금형 개발에 있어, 냉각 채널의 
위치와 배분에 대한 설계 방법은 금형의 냉각 성능을 결정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을 이용하

여 FAN 제품 사출성형 금형의 냉각 특성 향상 방법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작된 금형의 특성과 냉각 
시간에 따른 제품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 금형 설계 및 냉각 채널 배치  

Fig. 1 은 대상 금형인 FAN 제품 제작용 사출 성형 금
형의 코어 (Core) 부 설계이다. 냉각 채널은 Fig. 1 과 같이 
FAN 의 날개부 금형 표면 형상에 적응하도록 설계하였다. 
코어 내부에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을 삽입하기 위하여 냉
각 채널 직경의 중심부로 이어진 경계부분까지는 기계가공

으로 제작한 후, 냉각 채널을 삽입 후 그 위 영역은 DMT 
공정으로 적층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코어부를 설계하였다.  

 

Fig. 1 Design of core for target mould 

 
한 개의 날개에 대하여 2 개의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

을 배치하여 냉각수 입/출구의 온도차를 최소화 하였으며, 
냉각 채널 삽입시 곡률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에서의 냉각 
채널 굽힘에 의한 파손을 방지 하였다. 두개의 냉각 채널 
사이의 입/출구부 거리를 제어하여, 한 개의 냉각 채널과 
유사한 온도분포를 얻도록 냉각 채널의 평면내 설계를 하
였다. 또한 냉각 채널과 FAN 날개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온도 분포가 낮고 균일화 되도록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의 
수직 방향 위치를 설계하였다. 냉각 채널 평면 및 수직 방
향 위치는 MOLDFLOW 를 이용한 BEM 해석 결과 얻어진 
온도 분포와 제품 후변형 특징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BEM 
해석결과 냉각 채널과 FAN 날개 사이의 거리가 6 mm 일때 
최소의 온도 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ig. 2 는 각각 BEM 해석 결과 취득된 평면내 냉각 채
널간 거리에 대한 FAN 날개부 두께 변화를 나타낸다. Fig. 
2 에서 평면내 냉각 채널간 입/출구부 거리가 각각 11.3 
mm 와 25.4 mm 일때 가장 균일한 두께 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조건에서 평균 수축율과 FAN 날개 
최대 변위가 각각 2.50 % 와 0.41 mm 로 최소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Variation of the thickness distribution according to in-plane 
distance between two channels in a blade 

 
3. 금형 제작 및 실험  

3 차원 형상 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FAN 형 제품 제
작용 사출성형 금형 코어는 Fig. 3 과 같이 제작하였다. 코
어는 2 장의 금형 설계와 같이 기저부는 기계가공으로 제
작한 후, 동으로 제작된 냉각채널을 삽입하였다. 냉각 삽입 
상면과 기계가공부 최상면으로부터 성형부 최상면까지는 
DMT 공정으로 적층하였다. 적층시 후가공을 위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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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표면부 보다 1.0 mm 를 추가 적층 하였다. 적층하여 
제작된 1 차 금형을 고속가공/방전가공 및 사상등의 2 차 
가공을 수행하여 최종 코어를 제작하였다. 

 

 
Fig. 3 Manufacturing procedure of target mould 

 
몰드베이스에 최종 코어를 조립한 후, 누수 실험을 수

행하여 기계가공부와 적층부의 경계면의 기밀 상태를 검증

하였다. 제작된 금형의 제품 제작 특성 및 냉각 시간에 따
른 제품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출성형실험을 수
행하였다. 사출성형 실험은 250 tons 급 사출 성형기 
(SELEX E250) 를 사용하였으며, 유리 섬유가 20 % 함유된 
ABS 수지를 사용하였다. 냉각시간은 9~16 초 범위에서 변
화 시켰다. 
 

4. 결과 및 고찰  
Fig. 4 는 최종적으로 제작된 금형 코어이다. 1 차 코어의 

제작시간과 후가공 시간은 각각 96 시간과 75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금형면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약 42 HRC 정도

로 나타났다. 적층부의 원소재인 순수 P21 의 경도가 약 
39HRC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레이저 클레딩 과
정의 급속 냉각과정에 의하여 적층 조직이 미세화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4 Finally fabricated core and the assembled mould 

 
코어의 기계가공부와 적층부의 경계면을 광학현미경과 

SEM 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경계면에 결함이 층간 분
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누수 실험 
결과 냉각수가 부가되는 압력 범위내에서 경계면 사이로 
누수현상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Fig. 5 는 냉각 시간에 따른 제품 형상 변화를 나타낸다. 
Fig. 5 에서 제작된 금형으로 사출성형된 FAN 제품의 경우 
냉각 시간이 13 초까지 감소하여도 거의 유사한 형상의 제
품을 성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냉각 시간이 
13 초까지 감소되어도 FAN 날개별 두께가 거의 유사한 분
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냉각 시간이 13 초일 때 
FAN 의 날개 편심량이 0.06g⋅cm 매우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냉각 시간 13 초와 16 초의 제품이 
형상 측면에서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

터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설계로 FAN 형 금형을 제작할 경
우 균일 냉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냉각 시간을 13 초까지 
감소 시킬 수 있음 알 수 있었다. 

Table 1 은 직선형 냉각 채널을 가진 대상 금형과 본 연
구에서 제안한 형상 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FAN 성형용 

금형의 냉각 시간과 생산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Table 1 
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금형으로 제품을 성형할 경우 냉
각시간과 생산 시간이 각각 35.0 % 와 25.7 % 정도 감소됨

을 알 수 있었다. 
 

 
Fig. 5 Variation of shape of the molded part according to cooling 

time 
 

Table 1 Comparison of cooling and cycle times of the previously 
developed mould and those of the designed mould 

 

Type of mould Cooling time 
(seconds) 

Cycle time 
(seconds) 

Previously developed mould  
(Linear cooling channels) 13 26 

Designed mould        
(Conformal cooling channels) 20 33 

 
 

5. 결론  
3 차원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을 이용하여 FAN 제품 

사출성형 금형의 냉각 특성 향상 방법에 대한 해석/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차원 사출성형 해석을 통하여 냉각 
시간이 최소화되며 CAD 데이터와 두께차가 최소화 되는 
냉각 채널 설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DMT 공정과 후
가공 공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쾌속툴링을 이용하여 FAN 
제품 제작용 사출성형 금형을 제작하였다. 총 금형 제작 
시간은 171 시간 정도이었다. 제작된 금형을 이용하여 FAN 
제품의 사출성형 실험을 수행한 결과 냉각 시간을 13 초까

지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이때 FAN 의 날개 편심량을 최
소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사출성형 금형으로 FAN 제품의 사출시간을 33 초에서 
26 초로 감소시킬 수 있음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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