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Vol. 46, No. 6, pp. 700~707,  2009.

−700−

속 보DOI:10.4191/KCERS.2009.46.6.700

FEA for Fabrication Process of PZT Preform Using CIM

Ho-Yong Shin, Jong-Ho Kim, Jong-Soo Jang, Seung-Min Baek, and Jong-In Im
†

Simulation, Business Support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 Technology, Seoul 153-801, Korea

(Received September 23, 2009; Accepted October 26, 2009)

CIM을 이용한 PZT 프리폼의 제조공정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신호용·김종호·장종수·백승민·임종인
†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지원본부 시뮬레이션

(2009년 9월 23일 접수 ; 2009년 10월 26일 승인)

ABSTRACT

This paper described finite element analysis (FEA) for fabrication processes of PZT perform using ceramic injection molding (CIM).
The viscosity and the PVT characteristics of the manufactured PZT feedstock were measured. The filling patterns, pressure and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preform were analyzed with TIMON 3D packages during CIM process. The geometrical variables such
as gate type, location, and base thickness of the preform were considered. Also the fabrication conditions of the preform were
optimized during the entire CIM process. Based on the simulated results, the various good perform was easily fabricated with the CI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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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전복합체는 PZT로 대표되는 압전세라믹에 비해 낮은

음향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어 인체 혹은 물과 음향 정합

성이 우수하고, 광대역화가 가능하여 초음파를 송신 및

수신하는 초음파센서의 핵심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압전복합체는 1980년대 Newnham교수가 발표한 이후,

국내 및 국외에서 다양한 압전복합체의 설계 및 제조, 압

전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왔다. 압전복합체는

압전소자와 폴리머의 연결방식에 따라 0-3형, 1-3형, 2-2

형, 2-3형, 3-3형 등 다양한 형상으로 분류된다.
1)

 특히 1-

3형 복합체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압전세라믹 rod

와 폴리머로 구성되고, 다른 형상의 복합체에 비하여 압

전특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압전재료의 직경

및 부피 비를 변화시켜 요구되는 압전특성을 보다 쉽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여 다양한 초음파센서에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다.
2-4)

일반적으로 1-3형 압전복합체는 압전체를 압축 또는 압

출성형으로 제조한 압전소자를 정렬을 시킨 후, 폴리머를

충진시키는 배열-충진(arrange and fill)기술을 이용하거나

소결된 압전체를 부분 가공하여 제조하는 가공-충진(dice

and fill)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5)

 배열-충진기술의 경

우, 소형 압전소자의 제조가 힘들고, 압전소자의 수작업

배열을 통한 균일하고 우수한 특성을 지닌 압전복합체의

제조 및 대량생산이 어렵다. 또한 가공-충진기술의 경우,

가공기술의 정도에 따라 고성능 및 초소형의 다양한 복

합체 제조가 가능하지만 가공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대형

복합체 제조 및 양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 폴리머 제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출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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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sic structure of the 1-3 type piezoelectric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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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 molding)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형상의 세라믹

또는 금속 제조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6)

 세라믹 사출

성형(Ceramic Injection Molding: CIM)을 이용하여 압전복

합체용 프리폼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 Fig.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압전분말 및 다양한 바인더의 혼합체인 피드스

탁(feedstock)을 제조하고, 충진(filling)/보압(packing)/냉각

(cooling) 등의 사출공정을 거쳐 압전소자 프리폼을 제작

하여야 한다.
 
특히 CIM은 고밀도의 세라믹 분말과 저밀

도의 고분자 바인더(binder)의 혼합체인 피드스탁(feedstock)

을 사용하므로 고분자 사출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밀도 차로 인하여 CIM 공정을 제어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이로 인해 세라믹 사출체에 싱크마크(sinkmark),

균열, 잔류응력 등의 다양한 성형 결함이 발생하기 쉽다.
7)

최근 이러한 제조공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한요

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이용하여 CIM 제조

공정 및 성형결함 등을 해석하고, 금형 시스템 및 다양한

공정변수의 제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CIM 시뮬레이

션기법을 활용할 경우, 런너(runner)와 게이트(gate), 냉각

장치(cooling system) 등으로 구성된 사출 금형시스템의 최

적화가 가능하고, 최종 성형체의 형상 및 발생 결함 등의

분석을 통해 사출조건을 최적화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

상 도모 및 개발 시간 단축, 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CIM 기술을 압전복합체용 압전소자 제조에 적용

할 경우, 균일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압전복합체 제

조를 위한 다양한 형상의 압전소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

조할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1-3형 압전복합체용 PZT 프리폼의 개발을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CIM 제조공정을 최적화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PZT 피드스탁의 점도 및 PVT 등

물성을 분석하고, 유한요소법으로 CIM 제조공정 중 발생하

는 충진특성 및 온도분포, 사출체 변형 등을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금형의 게이트 형상 및 베이스 두께 등이 프리폼

의 CIM 공정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CIM공정의 유한요소해석 이론

압전복합체용 프리폼의 CIM 제조공정 해석을 위해서

는 충진(filling), 보압(packing), 냉각(cooling) 공정, 런너와

게이트를 포함한 금형 system 및 사출체의 형상 등을 함

께 고려하여야 한다. 충진공정의 경우, 피드스탁의 충진

시간 및 패턴, 유동선단의 속도 및 온도 등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압공정의 경우,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보압 시간 및 균일한 수축을 위한 압력을 설정

하여야 한다. 또한 냉각공정의 경우, 적열(Hot spot)이 발

생하지 않고,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균일한 냉각조

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CIM 전체공정의

해석을 통해 사출체 내부의 힘 및 변형을 최소하고, 균일

한 온도분포를 갖도록 할 경우, 제조하고 하는 성형체를

CIM 공정을 통해 제조할 수 있다.

사출성형체의 두께 방향의 유동율 및 평면의 속도 구

배를 무시할 경우, 충진공정에 대한 2차원 유동 지배방정

식인 Hele-shaw 유동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

Shell

Beam (1)

여기서 Q는 유량이며, , 는 유동 컨덕턴스(flow

conductance)이고, H는 두께, µ는 점도, r은 beam의 반경이다.

또한 피드스탁의 온도는, 표면의 미소한 영향을 무시하

고, 수지의 유동 중 열전달, 금형 표면의 열전도 및 전단

열을 고려하여 정의하면, 다음의 식(2) 및 (3)과 같이 나

타내어 진다.

(2)

(3)

여기서 CP는 비열이며 µ는 점도이고 γ는 전단율이다.

3차원의 충진해석을 고려할 경우, 포텐셜 유동을 표시

하는 유동 컨덕턴스(Cf)는 점도(η)와 위치에 의하여 결정

되고, 유동률의 각 구성 요소는 각각의 압력기울기에 비

례한다.

(4)

만약 x, y, z 방향의 충진율이 같아 동일한 상태가 된다

면, 금형 두께 방향의 유동방정식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thin-wall 두께(H)의 유동에 대한 식(4)의 C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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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brication process of the 1-3 type piezo-composite

with the 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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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계산결과는 Hele-Shaw 유동과 같은 값이 된다. 

보압공정의 압축성을 표현하는 지배방정식은 식(5)와 같

이 정의되고,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는 온도 감소, 열 수

축과 폴리머의 유동 변화에 따라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V는 비체적이며, A1~A7, B1~B4는 상수이고, TC

는 임계온도이다.

(6)

여기서 P는 압력이며, V는 비체적, T는 온도, t는 시간이다.

수축 변형(ε)은 고화 비체적(VC)과 대기압의 이하의 실

내 온도에서의 비체적(V0) 사이 차이에 좌우되며 식(7)과

같이 산출된다.

(7)

CIM 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할 경우, 런너(runner)와 게

이트(gate), 냉각장치(cooling system) 등으로 구성된 사출

금형시스템의 최적화가 가능하고, 최종 성형체의 형상 및

발생 결함 등의 분석을 통해 사출조건을 최적화 함으로

써 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및 개발 시간 단축, 개발 비용

을 절약할 수 있다.

3. 실험방법

3.1. 압전체 피드스탁 제조 및 물성측정

CIM에 사용되는 피드스탁은 제품의 물리, 화학적 특성

을 결정하는 세라믹 분말과 분말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바

인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압전체 피드스탁은

PZT5 압전 분말과 폴리에틸렌(polyethylene), EVA(ethylene-

vinyl-acetate), 파라핀왁스(paraffin wax) 등으로 구성된 바

인더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이들 재료를 가열된 이축 교

반기(double planetary mixer)를 이용하여 세라믹 분말과

저온에서 용융되는 바인더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이축 스

크류 압출기(twin screw extruder)를 이용하여 가열 및 압

출하여 Fig. 3에 나타낸 형태와 같은 압전체 피드스탁을

제조하였다.

압전체 프리폼의 CIM 제조공정 해석을 위해서는 피드

스탁의 온도에 따른 점도, 압력 및 온도에 따른 부피(PVT

data), 비열(specific heat, CP), 열전도도, 전이온도(transition

temperature), 유동정지 온도(no-flow temperature), 열팽창

계수, 밀도 등 다양한 물성이 필요하다.

피드스탁의 온도에 따른 점도는 모세관점도계(Yasuda社,

모델 No.140-SAS-2005)를 이용하여 측정 온도까지 가열

시키고, ASTM 3835의 규정에 모세관(직경: 1 mm, 길이:

30 mm)으로 일정한 유량을 흘러나오게 하며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모세관 출구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하고, 수지

의 압력을 측정하여 전단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후단

손실을 보정하여 측정하였다.

CIM 성형체의 최종 형상 및 유동 변화를 예측하기 위

하여 압력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특성인 PVT 데이터

가 필요하다. PVT 측정은 수은이 포함된 셀 속에 피드스

탁을 넣고, 간접적인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미국 Gnomix

社의 PVT측정기를 이용하여 10~200 MPa 구간의 압력 및

온도를 변화시켜 피드스탁의 부피변화를 측정하였다.

3.2. CIM공정의 유한요소해석

압전체 프리폼 및 사출 금형의 형상, 해석을 위한 유한

요소 모델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에서 알 수 있

듯이, 압전프리폼은 제거가 가능한 베이스 및 PZT rod로

구성되고, 금형시스템은 피드스탁의 공급통로인 게이트

및 런너, 프리폼의 형상인 cavity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

러므로 프리폼의 CIM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V
A2

P A1+
--------------T

A4

P A3+
-------------- A5 A6T A7P–( )exp+ += T TC<( )

V
B2

P B1+
--------------T

B4

P B3+
--------------+= T TC>( )

Te C1P C2+=

∂P

∂t
------

∂P

∂V
------

∂V

∂t
------

∂P

∂T
------

∂T

∂t
------+=

ε
VC V0–

3VC

----------------=

Fig. 3. Photographs of the manufactured PZT feedstocks.

Fig. 4. (a) Configuration, (b) tool set and (c) finite element

model of the PZT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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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형시스템을 포함하여 Fig. 4(c)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PZT 프리폼의 해석 모델은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gate의 형상 및 위치, 베이스의 두께를

고려하여 총 4모델로 구성하였다. PZT 프리폼의 형상은

30 vol%인 압전복합체를 고려하여 PZT rod의 직경 및 높

이, rod간 간격은 각각 1.3 mm, 13 mm, 0.8 mm로 설정하

였다. 또한 사출 용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베이스 두께

를 각각 3 mm와 6 mm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팬 게이트

및 다이렉트 게이트를 각각 베이스의 측면 및 아래 중심

에 설치하고, 이들에 의한 사출의 용이성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다. 

PZT 프리폼의 유한요소 모델은 Pro/Engineer S/W를 이

용하여 사면체 요소(tetra element)로 3차원 모델을 구성하

였고, 베이스의 두께가 6mm인 경우, 유한요소 모델은 약

25만개 node 및 약 18만개 element를 사용하였다. 또한

CIM공정의 충진, 보압, 냉각공정의 해석은 3D TIMON 프

로그램(일본, Toray사)을 이용하여 충진패턴, 온도 및 압

력분포, 변형 등을 분석하였다. CIM 제조공정 시뮬레이

션은 실제 실험할 장비인 사출기(NISSEI社, NEX-500)의

정보를 입력하고,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사출 시간,

온도, 압력 등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압전체 피드스탁의 물성

압전체 프리폼의 CIM 제조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사출체의 형상 및 금형 system을 고려하여 충진(Filling),

보압(Packing), 및 냉각(cooling) 공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여야 한다. 충진 및 보압공정의 경우, 시간에 따른 사

출체의 충진 패턴, 내부 압력 및 온도분포 등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냉각공정의 경우, 적열(Hot spot)이

발생하지 않고,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균일한 냉각

조건에 대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CIM 제조공정

을 정확하게 분석을 위해서는 사출물인 피드스탁의 점도

특성, PVT 특성, 전이온도, 유동 정지 온도 등에 대한 정

확한 물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PZT 피드스탁의 점도특성 및 PVT

특성을 각각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모

세관 점도계를 이용하여 150도부터 190도까지 전단력에

따른 점도를 측정한 결과이고, Fig. 5(b)는 Cross-WLF 모

델로 curve fitting한 결과이다. 그리고 Fig. 6은 압력을 0.1

부터 160 MPa까지, 온도를 상온부터 200도까지 변화시키

면서 피드스탁의 부피를 측정한 PVT 특성을 나타낸 결

과이다.

CIM의 충진공정 해석을 위해서는 온도 및 전단율 변화

에 따른 점도특성을 묘사하는 수학적 근사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피드스탁의 점도는 유동의 원활성을 가늠하

는 유동 저항으로 정의되고, 사출성형에 많은 영향을 주

Table 1. Model of the PZT Preform Fabrication with the CIM

Model Gate type Gate location Base thickness(mm)

I Fan gate Side 6

II Fan gate Side 3

III Direct gate Center of the base 6

IV Direct gate Center of the base 3

Table 2. Boundary Conditions for the FEA of the PZT Preform

Fabrication with the CIM

Injection time 0.5 sec

Injection temperature 155
o

C

Packing time 4.5 sec

Packing Pressure 10 MPa

Cooling time 40 sec

Mold temperature 35
o

C

※ Used Injection Machine: NEX-500(Nissei, Inc.)

Fig. 5. Viscosity of the PZT feedstock with shear rate at various

temperature: (a) Measured data and (b) curve fitted data

with the Cross-WLF model.



CIM을 이용한 PZT 프리폼의 제조공정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704

제46권 제6호(2009)

는 중요한 특성이다. 미소한 전단율에서 용용된 피드스탁

의 점도는 뉴톤 유체(Newtonian fluid)이지만 전단율이 증

가함에 따라 점도가 감소하는 비뉴톤 유체(Non-Newtonian

fluid)가 된다. 비뉴톤 유체인 피드스탁의 점도특성에 대

한 근사해는 구하는 모델로는 1차 근사법의 3상수 모델,

2차 근사법의 6상수 모델, Cross-WLF 모델 등이 있다.

Cross-WLF 모델에 의한 전단력에 따른 점도(η)특성은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η은 점도-전단율 곡선에서 멱함수 영역의 기울

기이며, τ∗는 점도곡선이 뉴톤거동을 하는 영역에서 점단

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전이점의 응력을 나타

낸다. 또한 γ는 전단율을, T는 재료의 온도를 의미한다.

또한 D1은 전단율이 없는 경우의 기준 점도이고, D2, D3,

A1과 A2는 점도의 온도 민감도와 온도 변화에 따른 민감

도의 이동을 표현하며 T*는 점도가 거의 무한대에 이르

는 온도로써 전이온도이다.
9)

일반적인 단일 폴리머의 경우, 3상수 모델이 가장 넒은

범위의 공정조건에서 폴리머 점도를 대표하는 모델 식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라믹 분말과 다양한 종류의 폴

리머를 혼합한 피드스탁은 일반적인 폴리머와는 다른 점

도특성을 보인다. Fig. 5(a)의 PZT 피드스탁의 점도특성을

위에 언급한 3가지 모델로 각각의 상수를 구하여 curve

fitting 한 결과, PZT 피드스탁의 점도는 Cross-WLF 모델

의 점도 근사식으로 잘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측정한 점도특성과 가장 비슷한 Fig. 5(b)에 나타

낸 Cross-WLF 모델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

하였다.

폴리머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료는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팽창 혹은 수축을 하게 된다. PZT 피드스

탁은 3~4가지의 바인더의 혼합으로 제조되고, 온도가 감

소함에 따라 수축 현상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 예측하

기 힘들다. 그러나 CIM 제조공정 중 가해진 열과 압력에

의해 빈 cavity에 충진 될 때와 보압/냉각 중 발생하는 성

형품의 수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CIM 공정 해석

을 위하여 PZT 피드스탁의 PVT 특성을 측정하고, 그 결

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PZT 피드스탁의 PVT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부피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압력에 따

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약 50도~80도 정도에서 부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 온도구간에서 용

융된 비정질의 폴리머가 결정질의 폴리머로 고화되면서

많은 체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

해지는 압력이 0.1 MPa 부터 160 MPa까지 증가함에 따라

부피의 변화를 시작하는 온도는 약 60도 정도에서 90도

정도까지 증가하고, 상대적인 부피 수축 변화량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피드스탁의 온도-점도특성 및 PVT

특성 등을 PZT 프리폼의 CIM 제조공정 분석 및 최적화

에 활용하고자 한다.

4.2. 압전체 프리폼의 CIM 제조공정 분석

PZT 프리폼의 CIM 제조공정은 충진 및 보압, 냉각공

정으로 이루어 지고, 사출체의 형상 및 금형 system을 고

려하여 제조공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PZT 피

드스탁은 일반 폴리머에 비해 높은 열전도도와 점도로 인

하여 미충진 현상 및 플로우마크, 웰드라인(weld-line), 변

형 등의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형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형 형상 및 사출조건 설

정을 통해 건전한 사출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CIM 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PZT 프리폼의 CIM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충진 패턴 및

압력분포, 온도분포, 사출 결함, 변형 등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Fig. 7부터 Fig. 13까지 나타

내었다. Fig. 7의 결과는 시간에 따른 프리폼 내부의 충진

패턴을 나타낸 것이고, 충진 종료 시점에 프리폼 내부의

압력 및 온도분포를 Fig. 8부터 Fig. 10까지 나타내었다. 또

한 CIM 제조공정 중 프리폼 내부의 온도변화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12 및 Fig. 13은 프리폼의 성형

η T y p, ,( )
η0 T p,( )

1
η0γ

·

τ
 *

---------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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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PVT characteristics of the PZT feed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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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및 변형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충진 시간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

만 사출 압력과 관련이 있다. 충진 시간이 짧을 경우, 금

형에 의한 전단마찰 및 에너지 손실이 증가하게 되어 높

은 사출압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 충진 시간을 길게 될

경우, 전단마찰의 감소에 의해 사출 압력도 감소한다. 그

러나 필요 이상으로 사출시간이 길어질 경우, 두께 방향

의 고화 층이 증가하게 되어 용융된 피드스탁의 유동 통

로 단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사출압력도 증가하게 된다.
7)

PZT 프리폼의 충진 패턴 분석 결과 중, Fig. 7(a)는 베이

스의 측면에 팬 게이트(fangate)를 설치한 경우이고, Fig. 7(b)

는 베이스의 하단 중앙에 다이렉트 게이트(directgate)를

설치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ZT 프리폼의 전

Fig. 7. Filling Pattern variations of the PZT perform with the

time: (a) the fan gate at the side position (Model II) and

(b) the direct gate at the center of the bottom (Model

IV).

Fig. 8. Simulated pressure difference distributions of the PZT

preform at the end of the filling process (unit: MPa).

Fig. 9. Simulated the max. injection pressure and the internal

pressure difference of the PZT perform during the

filling process.

Fig. 10. Simulated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PZT preform

at the end of the filling process (unit:
o

C).

Fig. 11. Temperature history analysis result of PZT preform at

various positions during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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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충진 시간은 비슷하지만 측면의 팬 게이트를 사

용할 경우, 반대면 PZT rod가 먼저 충진되고(Fig. 7(a) 참

조), 게이트 근처의 rod가 가장 나중에 충진 된다. 반면

다이렉트 게이트 경우, 베이스의 중앙에 위치한 rod부터

순차적으로 충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7(b) 참조).

또한 다른 모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양호한 충진 패

턴을 여주고 있고, 국부적으로 유동선단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형상에 따라 성형 결함의 발

생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CIM 공정에서 과도한 압력차이와 압력 집

중현상은 성형체의 변형 및 뒤틀림을 일으키는 주요 원

인이 되고, 성형 결함 등에 의한 소결체에 파손 및 변형

등 치명적인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충진 완료 후 PZT

프리폼 내부의 압력차 분포를 나타낸 Fig. 8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압력차이 분포는 유사한 패턴은

보이고 있지만, PZT rod만을 고려할 경우, 다이렉트 게이

트를 사용한 경우에 압력차이 분포가 좀 더 균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팬 게이트 및 다이렉트 게이트를 사

용할 때 최대 압력차는 각각 약 11 및 9 MPa 정도이고,

베이스 두께와 상관 없이 팬 게이트에서 다이렉트 게이

트로 변경에 의해 최대 압력차이는 약 1.5~2 MPa 정도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베이스 두께를 6에서

3 mm로 감소시키면, 최대 압력차이는 약 0.75~1 MPa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진공정의 사출압 및 프리폼 내부의 최대 압력차이를

나타낸 Fig. 9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팬 게이트의 사

출압은 약 65~70 MPa이고, 다이렉트 게이트의 사출압은

약 25 MPa 정도로 분석되었다. 즉 팬 게이트에서 다이렉

트 게이트로 변경하게 되면, 피드스탁의 유동이 개선되어

40 MPa 정도 사출압을 감소시킨 저압에서도 PZT 프리폼

의 사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진 완료 후 프리폼의 내부 온도분포를 분석한 Fig. 10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리폼의 베이스 중앙부 및

가장 마지막에 충진된 rod의 끝단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 1 및 모델 2의 내부 온도

는 약 9도 정도 차이가 나고, 모델 3 및 4의 경우는 약

1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온도

차이는 충분이 허용 가능한 온도 편차이고, 팬 게이트를

사용한 경우에 프리폼의 베이스 및 rod 내부의 온도는 보

다 균일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PZT 프리폼의 냉각 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냉각공정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금형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

진 고온부인 베이스 중앙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변

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 1 및 3의 경우는 약 35초 정도 시간

이 경과될 때 고화온도인 43도에 도달하고, 모델 2 및 4

의 경우는 약 10초 경과 후 고화온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프리폼의 베이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냉각하는 시간이 3배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사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프리폼

베이스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PZT 프리폼의 사출에 의한 air trap은 모든 모델 경우

PZT rod의 끝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

서 금형 제작 시, rod의 끝단부에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에

어벤트(air-vent)를 설치하게 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Fig. 12 참조). 또한 PZT 프리폼의 변형을 나타

낸 Fig. 1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 1 및 2의 경

우는 마지막으로 충진된 베이스 및 rod에서 가장 큰 변형

이 발생하고, 모델 3 및 4의 경우는 온도가 높은 베이스

끝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모든 모델 중 가장 큰 변형은 약 0.4 mm 정도

이고, 모델 3 및 4 경우, 베이스 모서리가 최대 약 0.3 mm

정도 수축 변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정도의 변형

Fig. 12. Air-trap defect analysis result of the PZT preform.

Fig. 13. Deformed shape of the PZT perform at the end of the

PIM process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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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형체의 변형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사출조건 중

보압공정의 압력 및 유지시간의 조절로 개선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의 베이스를 사용하고, 하단 중앙에 위치한 다이

렉트 게이트를 설치하여 PZT 프리폼을 제작하는 것이 사

출 압력 및 냉각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CIM 공정조건을 적용하여

PZT 프리폼을 효율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다

양한 PZT 프리폼 성형체의 사진을 Fig. 14에 나타내었다.

모든 프리폼의 베이스 두께는 3 mm이고, 직경이 1.9 mm

및 1.3 mm인 PZT rod의 숫자 및 간격을 변화시켜 제조하

였다. 또한 CIM 공정 시뮬레이션의 경계조건 및 도출된

충진 조건, 냉각조건 등을 이용해 실험을 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3형 압전복합체용 PZT 프리폼의 개발

을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CIM 제조공정을 최적

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PZT 피드스탁의 점도 및

PVT 등 물성을 분석하고, 유한요소법으로 CIM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충진특성 및 온도분포, 사출체 변형 등을 분

석하였다. 또한 금형의 게이트 위치 및 베이스 두께 등이

프리폼의 CIM 공정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ZT 피드스탁의 점도는 Cross-WLF 모델로 잘 표현되고,

부피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가

해지는 압력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약 50도

~80도 정도에서 부피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PZT 프리폼 베이스의 측면 팬 게이트 보다 하단 다이

렉트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충진공정의 사출압력을 약

40 MPa 정도 감소시키므로 상대적인 저압 사출이 가능하

고, 프리폼 내부 압력차이 감소를 위해서는 얇은 두께의

베이스 및 다이렉트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PZT 프리폼의 베이스 두께가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고화온도까지 냉각하는 시간이 3배 이상 더 소요되므로

전체적인 사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프리폼 베이스의 두

께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PZT 프리폼의 사출성형 결함인 air trap은 rod의 끝 부

분에서 발생하고, 성형체 변형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와 같은 유한요소분석 기법을 CIM 제조공정의

최적화 기술에 적용할 경우, 1-3형 압전복합체용 PZT 프

리폼과 같은 복잡 형상의 세라믹스 부품을 보다 효율적

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향후 CIM 공정을 이용하여

다양한 PZT 프리폼의 소결체를 제조하고, 압전특성 및 음

향특성이 향상된 1-3형 압전복합체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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