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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present research work is to design the heat conductive mould to improve cooling 
characteristics of the injection mould for a mouse. In order to obtain the high cooling rate of the 
mould, a heat conductive mould with three different materials was designed. The materials of the base 
structure, the mid-layer and the molding part of the heat conductive mould were chosen as Cu-Ni alloy 
(Ampcoloy 940) to improve the heat conductivity of the mould, Ni-Cu alloy (Monel 400) to reduce a 
thermal stress, injection tool steel (P21), respectively. Through the three-dimensional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and the thermal stress analysis, the effects of the geometrical arrangement of each 
material on the cooling characteristics and the thermal stress distribution were exam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 proper design of the thermal conductive mould was obtained.

기호설명

     : 금형 재료 밀도

k      : 금형 재료 열전도도

Cp     : 금형 재료 비열   

      : 금형 재료 열팽창 계수

     : 마우스 인서트 단위 표면적당 투입열량

mp     : 마우스 커버 제품의 질량

Cp,p    : ABS HF380 수지의 비열

Tm,p    : ABS HF380 수지의 용융 온도

AT     : 인서트의 ABS HF380 수지 접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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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 초기 사출시작 시간부터 보압완료 시

간까지의 시간차

tp      : 인서트의 성형부 두께

tm      : 인서트의 중간층 두께

      : 중간층 및 지지부 측면 경사각

1. 서 론

사출성형공정은 일반적은 플라스틱 재료 가소

화, 충진, 보압, 냉각 및 이형 단계등으로 구성된

다. 이 단계중에서 냉각단계의 경우 전체 사출성

형시간의 40-50% 정도를 차지하여, 냉각시간을 

감소시킬 경우 제품 생산성의 현저한 향상을 도

모할 수 있다.
사출성형공정의 냉각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냉각채널을 삽입한다.(1) 그러나 기존

의 사출성형금형 내부에 냉각채널을 삽입할 때 

냉각채널을 직선형 건드릴 (Gun Drill) 로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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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냉각채널이 사출성형 제품의 형상에 

적응하기 어렵고 제품의 균일/고속냉각을 유도하

기 어렵다.(2) 배플 (Baffle) 또는 버플러 (Bubbler) 
형 냉각수로의 경우도 직선형 냉각채널의 한가지 

유형이며, 제한적인 코어 내측을 냉각시키기 위

한 용도로 균일/고속냉각의 두가지 중요 냉각 요

구사항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3) 또한, 국부적으

로 열전도성이 높은 재료를 삽입하여 사출성형금

형의 냉각특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사용

되고 있으나, 이경우 재료간 열팽창 계수 차이의 

의한 금형 변형으로 금형 수명이 현저히 감소도

고 있다.
최근 직접식 금속 쾌속툴링 공정의 사출성형금

형 제작에 활용된 예들이 소개됨에 따라, 직접식 

금속 쾌속툴링 공정을 이용한 고속/균일 냉각 금

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5) 
직접식 금속 쾌속툴링 공정을 이용한 고속냉각 

금형 개발은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Conformal 
Cooling Channels) 을 가진 금형(6,7)과 이종재료로 

금형을 제작하여 고속냉각과 균일냉각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의 2가지 방향으로 연구(8,9)가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이종 재료로 구성된 사출성형 

금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금형의 온도를 균일하게 

냉각 시킬수 있어 제품의 변형을 감소시키며, 금
형의 냉각 특성이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금형보다 우수할 수 있다. Dalgarono 등은 형상적 

응형 냉각 채널을 가진 투명 케이스용 사출 성형 

금형을 RapidTool 공정으로 제작하여 금형의 생

산성과 비용측면을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10) 
Louisville 대학의 쾌속조형센터에서는 구리와 

H-13 금형강으로 구성된 2종 재료형 사출성형금

형을 제작하여 사출성형금형의 냉각 특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 Ahn 등은 DMT 
(Laser-aided Direct Rapid Tooling) 공정을 이용한 

열전도성 금형의 제작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

행하였다.(11)

DMT 공정은 레이저로 모재표면을 가열한 후, 
용융풀에 금속분말을 공급하여 새로운 층을 육성

시키는 직접식 금속 용융형 쾌속툴링공정(12)으로, 
제품내의 공간 충진율이 거의 100 % 에 가까워 

실제 사출성형 금형 제작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DMT 공정을 이용한 이종 재료로 구성된 

고속/균일 냉각 금형의 경우 금형 설계 단계에서 

금형의 냉각 특성 극대화와 열적/구조적 안정성

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금형 재료별 최적 배치가 

매우 중요한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

형을 구성하는 이종 재료간의 열팽창 계수 차이

에 의한 열응력 발생 문제는 금형의 수명 측면에

서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용 마우스 사출성형금형

의 냉각 특성 향상을 위한 3종 재료로 구성된 열

전도성 금형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 및 3차원 열응력 해석을 통하여 3가
지 금형 재료의 배치와 두께에 따른 금형의 냉각 

특성 및 열응력 분포 변화를 고찰하였다. 최종적

으로 이 해석 결과들을 이용한 최적 냉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열전도성 금형의 재료별 배치 및 

설계를 도출하였다.

2. 열전도성 금형 설계 방법

2.1 대상 금형 및 열전도성 금형 설계 방법

 Fig. 1 은 본 연구의 대상 금형으로 선정된 컴

퓨터 마우스 케이스 제작용 사출성형 금형의 인

서트이다. 

Fig. 1 Design of the mould insert to manufacture a 
computer mouse

Fig. 2 Geometry decomposition of the mould insert 
according to material of eac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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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ρ 
(kg/m3)

k 
(W/m․K)

Cp 
(J/kg․K)

 
(10-6/oC)

Molding 7,800 38.0 460 12.9
Mid 8,800 21.8 427 13.9

Supporting 8,710 208.0 380 17.5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each part of the 
thermally conductive mould

일반적으로 사출성형금형의 경우 Fig. 2 와 같

이 실제 제품 성형이 이루어지는 표층부의 성형

부 (Molding Layer) 와 성형부 하부의 금형 지지

부 (Supporting Layer) 로 구분할 수 있다. 열전도

성 금형 설계에서는 표층부는 사출성형 금형강을 

적용하고, 지지부는 열전도도가 높은 재료를 적

용하여 지지부를 열소산부 (Heat Sink) 로 만들어 

금형의 균일 및 고속 열전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표층부와 지지부를 각각 사출성형 

금형강과 고 열전도를 가진 재료로 배치할 경우, 
두가지 재료의 열팽창 계수차이 때문에 반복된 

사출 성형시 금형의 온도상승에 의한 재료 경계

층부에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성형부와 지지부 재료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한 금형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성형부과 지지부 재료의 중간값 범위의 열

팽창 계수를 가지는 재료를 중간층 (Mid Layer) 
으로 적용하였다. Table 1 은 각 층에 적용된 재

료의 열 물성치이다.
열전도성 금형의 제작방법은 DMT 쾌속툴링공

정(12)과 기계가공 및 후처리 공정을 혼합한 하이

브리드 쾌속생산공정 (Hybrid Rapid Manufacturing 
Process) 이다. 금형 지지부는 Cu-Ni 합금으로 열

전도도가 208.0 W/m․K 로 성형부 재료인 사출성

형 금형강 P21 재료보다 열전도도가 5.4 배 이상 

높은 Amcoloy 940 재료를 고속가공으로 제작하

도록 설계 하였다. 중간층와 성형부는 DMT 쾌속

툴링공정으로 적층하여 제작하도록 설계 하였다.
성형부 재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NAC 
계열의 사출성형 금형강인 P21 을 사용하였다. 
중간층 재료는 Ampcoloy 940 재료와 레이저 클

레딩시 접합성 매우 좋으며, Ampcoloy 940 재료

와 P21 재료의 열팽창 계수의 중간 범위에 있는 

재료인 Monel 400 재료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

로 성형부 최외곽 표면 적층 완료 후 후가공으로 

최종 형상의 금형 인서트를 제작하도록 설계하였

Fig. 3 Design procedure of the thermally conductive 
mould

다.

2.2 열전도성 금형 절차

본 연구에서는 Fig. 3 과 같은 절차로 마우스 

케이스 제작용 고열전도성 사출성형금형을 설계

하였다.
금형 설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설계된 

런너 시스템과 금형 인서트 및 냉각시스템에 대

하여 사출성형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출성형해석

을 통하여 인서트 금형면 최대 온도 발생 시점에

서의 인서트 금형 표면의 온도분포를 산출하였

다. 산출된 인서트 금형 표면 온도분포를 이용하

여 인서트 금형의 성형부, 중간층 및 지지부의 

기하학적 배열에 대한 설계조건들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서트 금형에 대한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금형의 설계안에 

대한 시간에 따른 금형 내외부의 온도분포 변화

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냉각 효율이 가장 

우수한 금형설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서트 금형 설계조건들에 

대한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응력 해석을 

통하여 설계안에 따른 중간층 주위의 열응력 변

화를 분석하였다. 열응력 해석을 통하여 제안된 

설계조건에 대한 금형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위 3가지 단계 결과를 종합하여 최

적 열전도성 금형 설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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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shes of the injection molding analysis

3. 사출성형해석 및 유한요소해석

3.1 사출성형해석

사출성형해석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Moldflow 
MPI 6.1 을 사용하였다. 사출성형해석을 위한 런

너 시스템, 금형 및 냉각수로의 해석 격자와 주

요 치수는 Fig. 4 와 같다. Fig. 4 의 런너 시스템 

설계에서는 테이퍼 런너를 사용하였다. 런너의 

초기 직경, 최종 직경 및 길이는 각각 1.0 mm 
5.4 mm 및 63 mm 이다. 냉각수로의 직경과 냉각

수 초기 온도 및 냉각수 속도는 각각 6.0 mm, 5 
oC 및 5.89 mm/sec 로 설정하여 냉각수의 레이놀

즈수가 10,00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사출성형해

석에 사용된 요소수는 쉘 요소 10,630 개 와 빔 

요소 68 개이며 절점수는 5,391 개 이다.
사출성형해석에 사용된 재료는 실제 사출성형

실험에 사용될 예정인 ABS HF380 수지로 재료

의 용융점은 230 oC 이다. 사출성형해석을 위한 

ABS HF380 의 PVT 선도는 Moldflow MPI 6.1 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3.2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 및 열응력 해석

3종 재료로 구성된 고열전도성 금형의 설계조

건들의 시간별 금형내 온도분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은 인서트와 몰드베이

스부를 Fig. 5 와 같이 모델링하여 수행하였다.  
열전달 해석시 코어 표면에 열량이 균일하게 부

여된다고 가정하였다. 몰드베이스의 4개의 측면

과 바닥면에서는 대류에 의한 열손실이 발생한다

고 가정하였다 .  몰드베이스의 분리면 (Parting 

Fig. 5 Model and boundary conditions of 3-D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Fig. 6 Time history of heat input per unit area for 
3-D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surface) 에서는 열교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I-DEAS NX12 ESC 모듈을 사용하여 3차원 비

정상 열전달해석을 수행하였다. 금형 설계 조건

별 비정상 열전달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격자는 

4면체 솔리드 요소이며, 유한요소격자수와 절점

수는 각각 3,891-4,636 개 와 17,096-22,393 개 이

다. 또한 고열전도성 금형의 냉각 특성을 비교․분
석하기 위하여 동일 형상을 가지며 P21 사출성형 

금형강으로 설계된 금형에 대해서도 3차원 비정

상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금형 표면에 부가되는 단위면적당 투입 열량

( ) 은 Fig. 6 과 같은 시간 이력으로 가정하였

다. 또한 최대 단위면적당 투입열량은 식(1) 과 

같이 산출하였다. Fig. 6 과 식(1) 의   와  는 

사출성형해석결과 취득된 충진완료 시간과 보압

완료 시간이다. 열량 투입 이력은 사출성형해석 

결과을 이용하여 Fig. 6 과 같이 수지의 충진완료

가 이루어지는 충진 완료 시간에 최대 투입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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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한 후, 보압 완료 시점에서 열투입이 멈

춘 상태로 15초까지 유지하도록 하였다. ABS HF 
380 재료의 비열 (Cp,p) 은 1,968 J/kg․oC 이다. 사
출성형 대상 제품의 무게 (m,p) 는 0.01 kg 이며, 
인서트의 사출성형 제품 접촉 표면 면적 (AT) 은 

0.13 m2 이다. 냉각수의 속도와 온도는 사출성형

해석과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
⋅⋅  

⋅
   (1)

고열전도성 금형 설계 조건별 중간층 주위의 

열변형 발생시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 결과 금형의 최대 온도 발생 

시간에 대하여 3차원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I-DEAS NX 12 를 이용하여 열응력 해석을 수행

하였다. 열응력해석에서는 열전달해석시 최대 온

도분포가 발생하는 2.5 초에서의 온도분포를 이

용하였으며, 기하학적 경계조건에서는 몰드베이

스의 바닥면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사출 성형 해석 결과 및 고찰

Fig. 7 은 마우스 케이스 제품에 대한 사출성형

해석결과로써 사출압력-시간 선도, 제품의 각 위

치별 충진완료시간 및 최대온도발생시간에서 제

품 내․외부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사출성형해석결과 Fig. 7(a) 및 (b) 와 전체 캐

비티 (Cavity) 가 사출시간 0.74 초 이내에 완전 

충진 되며, 보압 완료 시간이 3.4 초임을 알 수 

있었다. 최대 온도 발생시간에서의 사출성형제품

내 온도분포를 고찰한 결과, Fig. 7(c) 와 같이 선

단부인 A 영역에서 온도가 높게 형성되었으며, B 
와 C 영역을 지나면서 제품의 온도가 낮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결과로부터 제품에서 금형 

내부로 열을 빨리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A 영역

에 P21 의 사출성형금형강을 가진 성형부를 얇게 

생성하고 Ampcoloy 940 의 고열전도성 재료를 

가진 지지부를 높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결과를 이용하여 Fig. 8 과 같이 각층별 균일

두께 구조를 가지는 균일 두께 설계형과 A 영역

과 B 및 C 영역의 두께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선

(a) Injection pressure - time curve

(b) Fill time for each location

(c) Temperature distribution in injection part

Fig. 7 Results of injection molding analysis

형 두께 설계형의 두가지 설계형의 5가지 설계안

을 도출하였다.
제 1 설계안에서 제 3 설계안에서는 성형부 두

께와 중간층 두께를 각각 5 . 0 - 1 0 . 0  m m  및 

0.75-1.0 mm 로 변화시키면서 설계를 변화시켰다. 
제 4 설계안과 제 5 설계안에서는 A 영역 선단

부의 두께를 5 mm, C 영역 후단부의 두께를 7 
mm 가 되도록 하며, 중간영역을 선단부로부터 

후단부까지 선형적으로 변하도록 성형부를 설계

하였다. 또한 제 5 설계안에서는 성형부 내부, 중
간층 내외부 및 지지부 외부의 측면에 경사각을 

15o 부여하였다. 성형부와 중간층의 두께 범위는 

Ahn 등의 사전 연구(13)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하

였다. 외부 측면 경사각을 부여한 설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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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alternatives with uniform thickness

(b) Design alternatives with linear thickness

Fig. 8 Design alternatives of thermally conductive 
mould

DMT 공정을 사용한 금형 적층시 5축 장비 활용

이나 제품 회전 없이 제작할 수 있는 설계안으로 

도출되었다.

4.2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 결과 및 고찰

Fig. 9 와 10 은 열전도성 금형의 설계안들에 

대한 3차원 비정상 열전달해석 결과이다.
Fig. 9 에서 열량이 공급되는 3.4 초까지는 금

형 설계 조건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온도 변화

와 분포를 나타내지만, 3.4 초 이후에는 금형 설

계 조건에 따라 시간-온도 곡선이 조금씩 다르게 

변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9 와 10 을 고

찰한 결과 성형부의 P21 재료 두께가 얇아지고 

지지부의 Ampcoloy 940 재료 두께가 두꺼워질수

록 성형부로부터 지지부로의 열전달율이 증가되

(a) Maximum temperature location

(b) Front area of the mould (Location 1)

(c) Inside of the mould (Location 2)

Fig. 9 Influence of the mould design on the 
temperature-time curves in the mould

어 금형의 냉각효율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형부의 P21 재료 두께가 10 mm 일 경

우는 금형 표면부의 냉각 효율이 현저히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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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mould surface 
(Time = 10 s)

(b) Temperature distributions inside the mould 
(Time = 15 s)

Fig. 10 Variation of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mould according to mould designs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간층 Monel 400 
재료의 두께는 성형부에서 지지부로의 열전달율 

및 금형의 냉각 효율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계안 4와 5를 비교한 경우 성형부 내부, 중

간층 내외부 및 지지부 외부의 측면에 경사각을 

부여한 경우가 경사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냉각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 (b) 와 (c)  비교를 통하여 열전도

성 금형의 경우 금형의 표면부 보다 내부에서의 

열전달율과 냉각효율이 매우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 와 10 의 성형부 재료인 P21 재료로 설

계된 단일재료 금형과 열전도성 금형 설계 제 1
안과의 시간별 온도변화 특성 및 시간별 온도 분

포 특성을 비교한 결과 제 1 안으로 설계된 열전

(a) Molding layer (P21 material)

(b) Mid layer (Monel 400 material)

Fig. 11 Influence of the mould design on the 
thermal stress in the mould (Time = 2.5s)

도성 금형의 경우 단일 재료 금형보다 매우 우수

한 열전도율 및 냉각효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본 마우스 케이스 제작용 

열전도성 사출성형금형 인서트에 대한 열전도율 

및 냉각효율 측면에서의 최적설계는 성형부의 

P21 재료 두께가 5 mm 이고, 중간층의 Monel 
400 재료의 두께가 0.75 와 1.0 mm 인 제 1, 2 
설계안으로 선정하였다.

4.3 열응력 해석 결과 및 고찰

Fig. 11 과 Table 2 는 열전도성 금형의 설계안

들에 대한 3차원 열응력 해석결과이다. 열응력 

해석은 4.2 절의 열전달 해석결과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출시간 2.5 초에서 수행하였다.
열전도성 금형의 설계안들에 대한 성형부, 중

간층 및 지지부의 최대 열응력은 각각 56.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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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ld Design   
&        

Yield strength of 
materials

Molding 
Layer 
(P21)

Mid 
Layer 

(Monel 
400)

Supporting 
Layer 

(Ampcoloy
940)

Design 1
(tp=5mm, 

tm=0.75mm)
64.6 61.3 72.4

Design 2  
(tp=5mm, 

tm=1.0mm)
61.8 50.6 72.4

Design 3
(tp=10mm, 
tm=1.0mm)

56.6 51.3 71.4

Design 4
(tp=5mm&7mm, 

tm=1.0mm)
61.1 56.4 72.1

Design 5 
(tp=5mm&7mm, 

tm=1.0mm,θ=15o)
62.7 49.4 72.0

Yield strength 827-986 200-240 510-517

Table 2 Thermal stress and yield strength for each 
layer of the mould (MPa)

MPa, 49.4-61.3 MPa 및 71.4-72.4 MPa 범위로 나

타났다. 3차원 열전달 해석에서 계산된 성형부, 
중간층 및 지지부의 최대 열응력을 Table 2 의 

P21, Monel 400 및 Ampcoloy 940 재료의 항복강

도와 비교한 결과, 성형부, 중간층 및 지지부의 

최대 열응력 값이 각 해당부 재료의 항복강도의 

6.6-7.8 %, 25.5-30.7 % 및 14.0-14.2 % 이내의 값

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4.1 절
에서 제안된 5가지 열전도성 금형 설계안들의 경

우 금형 제작용 이종 재료간 열팽창 계수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열응력에 의해 금형이 소성 변형

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 결과들을 근거로하여 마우스 커버 제작용 

고열전도성 사출성형금형의 최적설계를 성형부 

P21 재료 두께 5 mm, 중간층 Monel 400 재료두

께 1.0 mm 인 제 2 설계안을 선정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용 마우스 케이스 제작용 

고열전도성 사출성형금형 설계를 위한 사출성형

해석,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 및 열응력 해석

과 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마우스 케이스 금형에 대한 사출성형해

석을 통하여 온도분포를 도출하였다. 이 온도분

포를 이용하여 고열전도성 금형의 5가지 설계안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을 통하여 고

열전도성 금형 설계안에 따른 금형 내외부 온도

분포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 해석결과로부터 성

형부 두께 5 mm, 중간층 두께 0.75-1.0 mm 일 

때 금형의 열전도율과 냉각효율이 매우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금

형 내부 온도 변화는 거의 1 oC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3차원 열응력 해석을 통하여 고열전도성 

사출성형금형 설계안에 따른 금형 내부 열응력분

포 변화를 산출하였다. 열응력 해석 결과 P21 두
께 5 mm, Monel 400 두께 1.0 mm 일 때, 중간층

과 지지부의 열응력이 각각 50.6 MPa 과 72.4 
MPa 로 최소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로부터 제 2 설계안을 마우스 케이스 제작용 고

열전도성 사출성형금형의 최적 설계안으로 도출

하였다. 또한 최적 설계안에서의 성형부, 중간층 

및 지지부의 최대 열응력 값이 각각 해당부 항복

강도의 7.4 %, 25.3 % 및 14.2 % 정도 이어서 열

응력에 의한 금형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추가적인 해석 및 실험을 통하여 이종 재

료로 구성된 열전도성 사출성형 금형의 피로현상

과 제작 금형의 특성 분석 및 생산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oldflow S/W 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다중적층 

재료금형에 대한 사출성형공정 해석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여 다중재료금형에서의 사출품의 변형 

특성 연구도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초경량신소재 

기술개발사업 : DMF 기술을 이용한 고효율 

Thermally Conductive Mold 기술개발” 과제에 의

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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