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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출성형은 플라스틱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

는 공정으로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가장 많이 적용

되고 있는 생산공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생활용품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사출성형을 통해 생산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용기 자체로 제품이 되거나, 
내용물을 담는 부품의 역할도 함에 따라 수요 및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플라

스틱 용기는 기능성, 외형의 심미적 효과 배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재료를 한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생산 시 조립

소요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이중사출성형 

공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사출성형 공정은 일반적으로 1개의 금형 

내에서 1차, 2차 사출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진행되며, 금형구조는 제품형상 및 성형순서에 따

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1차 

사출 후 수축 및 플래쉬 등이 발생되어 2차 사출공

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2차 사출 시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중사출성형 

시에는 일반적인 사출성형공정보다 해석적 기법

을 통한 성형공정 특성분석이 더욱 필요하다.1~4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생활용기 중 하나인 

화장품 용기의 이중사출성형 공정을 성형해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성형공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도출 및 성형조건 검토를 수행하였다.

2. 성형해석 조건 및 방법

Fig. 1은 화장품 용기 3D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대상제품은 용기 내용물 색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창 부분과 케이스 바디부로 구성되며, 
1차 성형 시 PETG 수지를 이용한 투명창 부분 

성형 후 2차 사출에서 ABS 수지를 이용한 케이스 

바디부를 사출성형하여 제작된다. Fig. 2는 1, 2차 

사출성형 해석모델을 도시한 것이며, Table 1은 

사출성형 해석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Fig. 1 3D model of plastic case 

 

Fig. 2 CAE analysis model (1st and 2nd injection model)

Table 1 Analysis conditions
1st shot 2nd shot

Mold surface temp. [℃] 20 20
Melt temp. [℃] 250 235
Filling control Automatic
V/P switch-over 99% 99%
Packing time [sec] 10 10
Packing pressure 80% of filling pressure
Cooling time [sec] Automatic

3. 성형해석 결과 및 고찰

Fig. 3, 4는 1, 2차 사출성형공정의 충전해석 결과

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사출성형 시 충전은 캐비티 가장자리부까지의 유

동거리 차이로 인해 충전 밸런스가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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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나, 유동선단온도 및 압력 분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성형공정 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사출성형의 

충전해석에서도 충전 밸런스 불균일 현상이 다소 

발생되었으나 1차 사출성형과 마찬가지로 성형공

정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형량 해석

결과에서도 1차 사출성형 후 발생된 수축량은 최대  

0.013mm 수준으로 2차 사출성형 과정 중 캐비티 

내부에서 위치 변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압력 조건에 따른 2차 사출성형부의 

체적 수축률 변화는 매우 미미한 것을 해석결과에

서 알 수 있었다. 

Fig. 3 Filling analysis result of 1st shot

Fig. 4 Filling analysis result of 2nd shot

X component
Max. 0.0069mm

Y component
Max. 0.0084mm

Z component
Max. 0.0133

Fig. 5 Deformation analysis result of 1st shot

80% of filling pressure
Max. 2.268%

90% of filling pressure
Max. 2.465%

100% of filling pressure
Max. 0.0133%

Fig. 6 Shrinkage analysis result of 2nd shot with packing 
pressure

4. 결론

이중사출성형의 경우 1차 성형결과가 2차 사출

성형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에 따라 금형설계 

시 CAE 해석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설계안을 수정·보완하거나 성형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의 이중사출성형공정 분석

을 위해 해석적 기법을 적용하여 1, 2차 사출성형 

시 충전해석 및 변형량 해석 결과 등을 고찰하였다. 
해석 결과 충전 밸런스는 1, 2차 사출성형 공정 

모두 다소 불균일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성형공

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변형량도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양산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 시에는 유동거리 균일화 

및 공정변수 수정을 통하여 충전 밸런스 확보와 

더불어 변형량 제어 기반을 구축할 경우 제품 품질 

향상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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