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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기기 입력 장치인 TSP 
(Touch Screen Panel)에 사용되고 있는 덮개 유리

(Cover Glass)는 평면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향후 

시장에서 사용될 모바일 기기의 덮개유리는 자유 

곡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1) 
본 연구는 곡면형상의 덮개유리의 제조시스템

에서 덮개유리 성형을 위한 금형 및 가열시스템의 

온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금형 내 히터로부터 

성형부까지의 열전도현상에 대해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성형시스템의 구성

곡면 형상유리 생산을 위한 성형시스템은 Fig.1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덮개유리의 성형은 하부 

금형에 유리를 장착시키고 상부 금형이 하향운동

을 하여 이루어진다. 
성형시스템은 가열 블럭(Heating Block), 방열 

블럭(Radiating Block), 냉각 블럭(Cooling Block), 
고정 블럭(Fixing Block) 4가지로  이루어지며, 가열 

블럭 상·하부에는 600W용량의 Cartridge Heater가 

각각 10개씩 장착되며, 냉각 블럭 내부에는 냉각수

가 흘러 성형시스템의 온도를 제어한다.

Fig.1 Cover glass molding system

 3. 성형시스템 열해석

    3.1 성형시스템 열적 조건 및 계산수행

Fig. 2는 성형시스템의 열적조건과 열전도현상

을 간단하게 나타내었으며, Table 1에는 성형시스

템과 금형의 열전도계수를 나타내었다. 가열 블럭

의 Cartridge Heater는 개당 88,419W/㎡의 열유속

(Heat Flux)을 발생한다. 열은 상부로 이동하여 금

형을 가열시키며, 성형시스템의 산화를 막기 위해 

챔버 내부에 공급된 질소( : 20℃,  : 80L/min)
와 대류 열전달이 발생한다.  상·하부 성형시스템 

사이 공간의 면적과 질소의 유량을 이용하여 대류 

열전달계수( = 1.87W/㎡·℃)를 구하였다. 하부

로 이동한 열은 냉각 블럭의 냉각수( : 22℃,   
: 15L/min)에 의해서 외부로 배출된다. 챔버 외부는 

공기의 자연대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W/㎡·℃) 조건을 주었다. 

Fig. 2 Boundary conditions and
Thermal resistances of  Molding system

Table 1 Thermal conductivities of each material(2)

Material K (W/m·℃)
SUS 19.8

Carbon Steel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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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sh generation

상용프로그램인 Ansys R14(CFX Code)(3)의 정상

상태해석을 사용하여, Fig. 3과 같이 충분한 양의 

요소(Element)와 열적조건을 설정 후 해석을 수행

하였다.

     3.2 성형시스템 열해석 결과

Fig. 4는 하부 성형시스템의 열해석 결과이며 

금형의 온도는 최대 950℃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는 상부 성형시스템의 열해석 결과로 

금형은 최대 970℃ 까지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금형의 온도분포를 비교해보면 Fig. 4의 하부 

금형은 Fig. 5의 상부금형에 비해서 비교적 균일 

하지 못한 온도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부 성형시스템의 금형 면적이 상부 성형시

스템에 비해 1.8배, 냉각 블럭의 면적이 1.3배 넓음

으로 인해 가열 블럭에서 발생하는 열유속이 금형

(특히 유리접촉부)으로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이

다.

4. 결론

금형의 온도는 950℃이상 가열되므로 Glass 성
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하부의 성형시스템은 상부에 비해서 금형과 냉각

블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서 덮개유리 접촉부

의 온도가 균일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금형의 온도가 더욱 균일해 질 수 있도

록 냉각수 유로 및 Cartridge Heater의 용량의 변경으

로 성형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이루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lower  mold system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upper  mold system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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