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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고주파 유도가열은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형표면을 비접촉 형태로 급속 가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유도가열을 사용하여 사출금형의 표면을 급속으로 가열함으로써 휴대폰 사출성형품의 웰드라인
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주파 유도가열 실험을 통해 3초간의 가열로 금형 표면온도를 143 ℃까지
가열함으로써 고분자수지의 유리전이온도 이상으로 급속 가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상기 고주파 유도가열을
적용하여 휴대폰 외장부의 사출성형을 실시하여 기존에 발생되었던 웰드라인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유도가열시 가열조건(고주파 유도가열기 출력 및 가열시간)의 변화에 따른 웰드부 표면특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ABSTRACT：High-frequency induction is an efficient way to rapidly heat mold surfac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In
the present work, high-frequency induction heating is applied to injection molding of a mobile phone cover in order to
eliminate weldlines by efficiently raising the mold temperature. Through the induction heating experiments, the maximum
temperature of 143 ℃ is obtained on the mold surface in 3s of heating, which is higher than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the resin material. An injection molding experiment is then performed with the aid of induction heating, from which
we can successfully remove all the weldlines of the mobile phone cover. The effect of induction heating conditions such
as the heating power and the heating time on the surface appearance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Keywords：injection molding, high-frequency induction heating, weldline

Ⅰ. 서

론

사출성형은 복잡한 형상의 고분자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생산기술로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플라스틱 부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며, 제품의 경량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전,
이동통신, 자동차 분야의 외관 제품의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첨단부품의 개발추세를 살펴보면 미세한 패턴이
추가되고 기능성 재료가 함유된 고분자 복합재료의 사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규제에 따른 무도장 사출 기술이 요구
되면서 웰드라인 (Weldline)과 흐름자국 (Flow Mark) 등 표면
결함을 줄이는 사출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제품의 사출성형시 웰드라인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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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표면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휴대폰 제품은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고 두께편차가 크며 특히
국부적으로 두께가 얇은 (0.5 mm 이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
에 사출성형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특히 휴대폰 제품의
특성상 다수의 구멍이 존재하고 다점게이트를 사용하면서 웰
드라인이 발생하게 되어 도장 등의 후공정을 통해 웰드라인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적
인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웰드라인 발생
부위에서는 웰드부에서의 ‘V’자 형태의 노치 (Notch)가 발생
하며, 이러한 취약부위는 제품의 기계적 특성 저하는 물론 증
착, 도장, 도금 등 후공정에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1
사출성형품의 웰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성형조건의 고찰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수지온도 및 금형
온도를 증가시켜 웰드 발생위치에서의 유동선단의 온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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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안이나 사출압 및 사출속도를 높여 웰드 생성부에서의
유동 선단간의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2,3 이중 금형
을 유리전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방법이 소형 제품의 웰드
라인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4 금형의
가열과 냉각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주파 유도
가열 (High-frequency Induction Heating)을 사용하여 금형온도
를 증가시킴으로써 웰드라인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
고자 한다. 고주파 유도가열은 사출금형에 고주파 전류를 인
가할 때 금형표면에 전류가 집중되는 표피효과 (Skin Effect)를
이용하여 금형표면을 급속으로 가열하는 기법으로, 최근들어
박육 사출성형5 및 마이크로 형상의 성형성 향상,6 웰드라인
향상,7 사출성형품의 기계적 물성 향상8 등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로서 휴대폰 성형품의 웰드라인
개선에 고주파 유도가열을 적용한 바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주파 유도가열 조건에 따른 금형표
면의 급속가열효과 및 성형품의 웰드라인 형상특성의 변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고주파 유도가열 시스템
1. 고주파 유도가열의 개요
고주파 유도가열은 교번자계 내부에 놓여있는 도전성 물체
내에 발생하는 와전류손 또는 히스테리시스손을 이용하여 피
가열체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다. 피가열체가 도체인 경우 고주
파 유도가열에 의해 피가열체의 표면에 와전류 (Eddy Current)
가 유도되고 이로 인한 저항 손실에 의해 표면에 열이 발생된
다. 따라서 피가열체에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인가할 수 있으
므로 급속 가열이 가능하고 표면층만을 가열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도체에 고주파전류가 흐를 경우 표면에 내부보다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표피 효과 (Skin Effect)
라 한다. 표피 효과에 의해 전류가 표면의 1/e (36.8%)만큼 감소
하는 침투깊이 (Penetration Depth)는 식(1)과 같이 정의된다.10
δ=

σ
πfμ r μ 0

Figure 1. Experimental setup for the induction heating.

터 처리장치로 구성된다. 실험에 사용된 고주파 가열기는 (주)
백마고주파의 BMHF-P227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출력전력은
최대 15 kW이다. 실험장치는 고주파가열기 및 보조 컨트롤
박스를 이동식 프레임에 장착하여 사출성형기에 삽입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 Figure 1에 사출금형 가열을 위한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를 도시하였다. 사출성형 직전 금형이 열린 상
태에서 가열코일을 삽입하여 코어부분 주변에 위치시킨 후
가열을 실시하며, 가열이 완료된 후 코일을 제거하고 금형을
닫은 후 사출을 실시한다.
2. 휴대폰 금형의 급속 가열
휴대폰 금형의 웰드라인 발생부를 효과적으로 가열하기 위
해 타원형태로 코일을 제작하여 휴대폰 금형의 가열실험을

3
2
1

5
6

(1)
4

여기서 σ는 도체의 비저항율 (Resistivity), f 는 주파수, μ0와
μr은 각각 진공의 투자율 (Permeability) 및 피가열체의 상대투
자율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금형의 급속가열을 위한 고주파 가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고주파 가열기,
가열코일, 코일이 연결된 보조 컨트롤 박스, 냉각장치 및 데이

Figure 2. An elliptically-turned induction coil to heat the mol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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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 heating

(b) 2s heating

(c) 3s heating

Figure 3.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mold surface during the heating stage: (a) 1s heating, (b) 2s heating, and (c) 3s heating.

(a) 1s cooling

(b) 2s cooling

(c) 3s cooling

Figure 4.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mold surface during the cooling stage: (a) 1s cooling, (b) 2s cooling, and (c) 3s cooling.

실시하였다. Figure 2에 타원형 코일과 금형 캐비티간의 배치
형태를 도시하였다. 가열시 금형표면의 온도분포는 열화상 카
메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형 표면을 흑색
페인트로 도포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웰드라인 발생
부에서의 온도상승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6곳 (Figure 2의 1~6
번 위치)에서의 온도변화를 고찰하였다.
고주파 유도가열 실험조건은 160 kHz로 3초간 가열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때 고주파 가열기의 출력은 2.5 kW로
설정하였다. Figure 3에 고주파가열 진행 과정에서 열화상카
메라로 측정한 금형표면의 온도분포를 시간대별로 도시하였
다. 온도분포를 관찰하면 코일 주변을 중심으로 온도상승이
시작되어 3초 경과시 최대 140 ℃ 이상 온도가 상승하였다.
Figure 4에 가열후 자연대류에 의한 냉각과정에서 열화상카메
라로 측정한 금형표면의 온도분포를 시간대별로 도시하였다.
온도분포를 관찰하면 금형표면의 온도저하가 급속하게 진행

Table 1. Comparison of the maximum temperatures and heating
rates
Position

Measured temperature (℃) Heating rate (℃/s)

Position (1)

131.5

36.7

Position (2)

101.8

26.8

Position (3)

96.7

25.1

Position (4)

83.2

20.6

Position (5)

101.2

26.6

Position (6)

143.0

40.5

되어 3초 경과시 최대 90 ℃ 이하로 온도가 감소하였는데, 이
러한 온도저하 속도는 자연대류 상태에서의 냉각이 진행됨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른 속도이다.
Table 1에 보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주요 측정부위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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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old temperature 100C

3.0

Mold temperature 110C

Weld depth (um)

2에 표시된 6곳의 위치)의 고주파가열시 최대온도 및 가열효
율 (Heating Rate)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가열효율은 부위별로
단위시간당 온도상승 비율로써 정의하였다. 가열효율은 금형
면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1번 및 6번 위치에서의 값
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코일로부터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3, 5번에서의 값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열 과정에서
최대 140 ℃ 이상의 온도상승이 발생하여 1초당 40 ℃ 정도의
온도상승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가열 직후 자연대류
상태에서 최대 1초당 20 ℃ 정도의 온도감소가 발생하여 금형
표면의 급속가열 및 냉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Mold temperature 120C

2.0
1.5
1.0
0.5
0.0
Weld-1

Ⅲ. 고주파 유도가열을 적용한 사출성형품 표면특성 개선

Weld-3

Weld-5

(a)

1. 휴대폰 사출성형품의 웰드라인 고찰

25
Mold temperature 100C
Mold temperature 110C

20

Mold temperature 120C

Weld width (um)

휴대폰 사출품의 웰드라인 발생부위 관찰을 위해 고주파
유도가열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사출을 실시하였다. 수
지는 PC (Starex HF-1023I, Cheil Industries Inc.)를 사용하였으

15

10

5

0
W eld-1

Weld-3

Weld-5

(b)
Figure 6. Comparison of the weld sizes with a variation of mold
temperature: (a) weld depth and (b) weld width.

Figure 5. Enlarged photographs of weldlines for a mobile phone
cover (w/o induction heating).

며, 사출온도는 310 ℃, 금형온도는 100 ℃, 사출시간은 1초로
설정하였다. Figure 5에 시사출된 휴대폰 제품의 웰드라인 형
상을 부위별로 확대하여 도시하였다. 웰드부 형상은 광학현미
경(배율: 30배)으로 측정하였으며, 웰드라인의 형상이 선명하
게 나타나 제품 표면의 외관을 저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웰드
부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웰드부에 대한 표면조도를 측정하
였다. 표면조도는 RugoSurf 90G (분해능: 0.001 ㎛)를 사용하
였다. 표면조도 측정 결과 1번 부위 웰드부의 깊이는 2.943
㎛이며, 폭은 19.89 ㎛에 해당한다. 반면 3번 부위 웰드부의
깊이는 0.673 ㎛, 폭은 14.47 ㎛에 해당하며, 5번 부위 웰드부의
깊이는 1.103 ㎛, 폭은 16.02 ㎛에 해당한다. 3개의 결과를 비교
하면 1번의 경우가 타 경우에 비해 폭과 깊이가 크게 나타나
웰드라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형온도에 따른 웰드라인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금형온
도를 110 ℃, 120 ℃로 변화시켜가며 사출성형을 실시하여 동
일한 위치에서의 웰드라인을 측정하였다. Figure 6 (a)와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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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금형온도에 따른 웰드라인의 깊이 및 폭의 변화를 도시
하였다. 웰드라인 깊이의 경우 (Figure 6 (a) 참조) 1번 위치에
서의 값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금형
온도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웰드라인 폭의 경우 (Figure 6 (b) 참조) 전반적으로 금형온도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은 유사하며,
1번 위치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기는 하나 위치별 편차는 상대
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고주파 유도가열을 적용한 웰드라인 개선
상기 제품의 웰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고주파 가열을 적용
하여 사출성형을 실시하였다. Figure 7에 고주파 유도가열기
와 일체화된 사출성형 시스템을 도시하였다. 가열조건으로는
출력을 2.5 kW로 설정하고 5초간 유도가열을 실시하였으다.
Figure 8에 해당 조건에서의 웰드발생부의 형상을 확대하여
도시하였으며, Figure 7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웰드
라인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 고주파
가열에 의한 웰드라인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주파 유도가열에 따른 웰드라인 감소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Figure 9에 1번, 3번, 5번 위치에서의 가열 유무
에 따른 표면조도 측정결과를 비교하였다. 1번 웰드부의 경우
깊이는 2.943 ㎛ 에서 0.328 ㎛로 88.9%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
며 폭은 19.89 ㎛ 에서 11.37 ㎛로 42.8%의 감소율을 보였다.
2번 웰드부의 경우 깊이는 0.647 ㎛에서 0.256 ㎛으로 60.43%
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폭은 14.47 ㎛에서 4.650 ㎛으로 67.9%
의 감소율을 보였다. 5번 웰드부의 경우 깊이는 1.103 ㎛에서
0.092 ㎛로 91.6%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폭은 16.02 ㎛
에서 3.299 ㎛로 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웰드라인 개선 정도
는 고주파 유도가열의 적용에 따라 최소 40%에서 많게는 90%

Figure 8. Enlarged photographs of weldlines for a mobile phone
cover (with induction heating).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열조건에 따른 표면특성 고찰

Figure 7. Experimental setup for an injection molding system with
the aid of induction heating.

본 절에서는 고주파 유도가열 조건에 따른 웰드라인의 특성
을 고찰하였다. 우선 고주파 유도가열의 출력을 변화시켜가며
사출성형 실험을 실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따른 웰드라
인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때 가열시간은 3초로 고정시켜주
었고, 출력을 각각 2.0 ㎾, 2.5 ㎾, 3.0 ㎾로 변화시켜가며 실험
을 실시하였다. Figure 10에 고주파 유도가열기의 출력 변화에
따른 웰드부의 치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때 유도가열의 효
과를 고찰하기 위해 유도가열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수
온도를 100 ~ 120 ℃로 변화시키며 사출성형을 실시한 경우
(Figure 6 참조)도 함께 비교하였다. 우선 웰드라인의 깊이를
보면 (Figure 10 (a) 참조) 유도가열을 실시한 경우 웰드부의
깊이가 크게 감소되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1번 웰드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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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no.

W/o induction heating

With induction heating

Weld (1)

Weld (3)

Weld (5)

Figure 9. Comparison of surface profiles across various weld locations.

가장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력이 증가함에 따
라 웰드부의 깊이가 감소되어 웰드라인이 개선됨을 알 수 있
었다. 반면 웰드부 폭의 경우 역시 유도가열 출력의 증가에
따라 서서히 감소되나 그 감소폭이 깊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주파 유도가열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사출성형 실험
을 실시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따른 웰드라인의 크기를 비
교하였다. 이때 고주파 유도가열기의 출력은 2.5 kW로 고정시
킨 후 가열시간을 3, 4, 5초로 증가시켜가며 실험을 실시하였
다. 가열시간에 따른 웰드라인 특성의 변화를 Figure 11에 도
시하였다. 웰드라인의 깊이를 보면 (Figure 11 (a) 참조) 유도가
열을 실시한 경우 웰드부의 깊이가 크게 감소되며, Figure 10
(a)와 유사하게 1번 웰드부에서 가장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웰드부의 깊이가 적
어져 웰드라인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웰드부 폭의
경우 역시 유도가열 출력의 증가에 따라 서서히 감소되나 그
감소폭이 깊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고주파 유도가열 적용시 가열기의 출력
과 가열시간의 증가에 따라 금형의 온도상승이 증가하여 결과
적으로 웰드부 형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지나친 가열시간의 증가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정
한 가열시간의 설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열시간을
3초로, 출력을 2.5 kW로 최종 설정하였다. Figure 12에 상기
조건을 적용한 경우 고주파 유도가열 전후의 웰드부의 형상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 (배율: 10000배)하여 비교하였다.
유도가열 미적용시 웰드부에서 선명하게 나타났던 ‘V'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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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d depth

(b) weld width

Figure 10. Comparison of the weld sizes with a variation of heating power: (a) weld depth and (b) weld width.

(a) weld depth

(b) weld width

Figure 11. Comparison of the weld sizes with a variation of heating time: (a) weld depth and (b) weld width.

(a) w/o induction heating
(b) with induction heating
Figure 12. SEM images of the weld regions: (a) without induction heating and (b) with induction heating.

의 노치가 유도가열 적용으로 인해 거의 제거되어 성형품의
표면특성 향상뿐 아니라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유도가열기법을 적용하여 사출금형
을 급속으로 가열함으로써 휴대폰 제품의 웰드라인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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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형품의 형상을 고려하여 타원
형 코일을 사용하여 휴대폰 금형의 유도가열을 실시한 결과
최대 40 ℃/s의 가열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가열 직후 자연
대류 상태에서 최대 20 ℃/s의 온도감소가 발생하여 금형표면
의 급속가열 및 냉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고주
파가열을 휴대폰 사출성형에 적용하여 3초간의 가열로 금형
온도를 고분자수지의 유리전이온도인 140 ℃이상으로 증가시
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발생되었던 웰드라인을 육
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성형품의 외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식경
제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
로 수행된 연구결과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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