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29 권 8 호 pp. 824-83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Vol. 29, No. 8, pp. 824-833   

 

August 2012  /  824

http://dx.doi.org/10.7736/KSPE.2012.29.8.824

 

◆ 특집 ◆ 최신 정밀 설계재료 기술 І

 

부분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의 제작을 위한

사출성형 금형의 냉각채널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Cooling Channels of Injection Mould to Manufacture a Flat 
Part with a Partly Thick Volume 
 

 

안동규
1,�

, 박민우
2
, 김형수

3

Dong-Gyu Ahn
1,�,

 
Min-Woo Park

2
, and Hyung-Soo Kim

3

1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Chosun Univ.)

2 ㈜나라엠엔디 기술연구소 (R&D Center, NARA M&D Ltd.)

3 ㈜우성정공 기술연구소 (R&D Center, Woo Sung Precision Ltd.)

� Corresponding author: smart@chosun.ac.kr, Tel: 062-230-7043

Manuscript received: 2012.5.29 / Accepted: 2012.6.11

 

The shrinkage and the warpage of the moulded part are influenced by the design of the product 

and injection mould. In a flat part with a partly thick volume, the warpage of the flat part is created 

from the difference of the shrinkage between thin and thick regions. The warpage of the flat part 

with a partly thick volume can be reduced by a proper design of the cooling system in the 

injection moul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sign properly cooling channels of injection mould to 

manufacture a flat part with a partly thick volume. The conformal cooling channel is adopted to 

improve cooling characteristics of a region with the thick volume. The linear cooling channels are 

assigned to the other region. The proper design of the conformal cooling channels is obtained 

from three-dimensional injection molding analysis for various design alternatives. The moulding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ed mould with both conformal and linear cooling channels are 

compared to those of the mould with linear cooling channels from viewpoints of temperature, 

shrinkage and warpage of the moulded part using numerical analysis. Injection mould with both 

conformal and linear cooling channels for the flat part with a partially thick volume is fabricated. In 

addition, injection moulding experiments are performed using the fabricated mould. From the 

results of the injection moulding experimen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designed mould can 

successfully fabricate the flat part with a partially thick volume. 

 

Key Words: Flat Part (평판형 제품), Partially Thick Volume (부분적 후육부), Design of Cooling Channels (냉각채널 설

계), Injection Mould (이중사출성형 금형), Injection Moulding Analysis (사출성형 해석) 

 

 

기호설명 

 

Π = diameter of conformal cooling channel  

ϖ = distance between center of conformal cooling 

channel and the rear wall of the thick volume 

1. 서론 

 

사출성형공정은 플라스틱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정으로써 가전/자동차 부품 

외에도 다양한 기능성 제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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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증대와 고품위 

제품 제작을 위한 고생산성/고품위 사출성형공정/

금형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5 

사출성형공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플라스틱 제

품의 품질과 성형공정의 생산성은 공정 조건과 금

형 특성에 매우 의존적이다.6,7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휨 변형 (Warpage) 의 경우 

제품 내부의 열 잔류 응력의 불균형에 의하여 발

생한다.8,9 선행 연구들에서는 제품 내부의 열 잔류 

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제품의 

형상이나 냉각 채널 배치에 따른 제품 내부의 불

균일 냉각과 이로 인한 제품 영역별 수축 차이로 

보고되고 있다.10-12 그러므로 제품의 균일 냉각과 

수축 및 휨 변형 최소화를 위하여 공정 조건 개선 

및 냉각 시스템 설계 기법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었다.13,14 

Hilton 등은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Conformal 

cooling channel) 과 체적 열흡수부 (Volumetric heat 

sink) 를 가지는 사출성형을 금형을 박스형 제품에 

적용하여,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체적 열흡수부가 

적용될 경우 제품의 수축/휨변형이 개선됨을 보고하

였다.15 Sachs 등은 컵 형상을 가지는 플라스틱 제품 

제작용 사출성형 금형에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을 

적용할 경우, 균일/고속 냉각 특성을 얻을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16 Ahn 등은 팬 (Fan) 형 제품 제작

용 사출성형 금형에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

하여 제품의 균일 냉각을 실현한 바 있다.17 

LCD 도광판 및 LCD 패널 과 같은 평판형 제

품의 수요가 디스플레이/광/전자부품 산업군에서 

증가되고 있다.18,19 평판형 제품의 경우 두께에 비

해 길이와 폭이 매우 길어서 제품의 휨 변형이 발

생하기 쉽다.20 국부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

형 제품의 경우 얇은 두께를 가지는 평판부에 비

하여 후육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오래 

유지되고 수축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은 전체

가 평판형인 제품에 비하여 잔류 응력 불균일에 

의한 제품의 휨 변형이 증가 된다. 

Jacques 는 1 차원 해석을 통하여 두께 1.27 

~3.81 mm 를 가지는 평판형 플라스틱 제품을 제작

하기 위한 사출성형공정에서 비대칭형 금형 형상

이 제품의 휨 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8 Akay 등은 사출성형실험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평판형 제품과 L 자형 제품에 대한 

금형 내부 온도차와 제품의 휨 변형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20 Park 등은 평판형 제품을 사

출성형하기 위한 금형의 냉각 채널 최적화 설계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1 또한 이 연구결

과를 박스형 제품 (Boxed-shape part) 의 냉각 채널 

설계에 적용하였다. Huang 등은 얇은 쉘 형상을 가

지는 사출성형 제품의 휨 변형 문제에 영향을 미

치는 유효 인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2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냉각 방법에 대한 영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Kim 등은 홀 드릴링 기법 (Hole 

drilling method) 과 사출성형해석을 이용하여 사출

성형된 평판형 플라스틱 제품의 잔류 응력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3  

최근 제품의 조립 횟수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

상 및 이종/다색 재료 조합을 통한 제품의 미적 

외관 구현과 기계적 특성 향상을 위하여 이중 사

출성형 기법/금형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24-26 이중 사출성형 공정에서는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용융 플라스틱량을 1 단계와 2 단계 사출

시 분할하여 공급함으로써, 각 단계별 제품 내부 

온도차와 수축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제품의 

휨 변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

으로 두꺼운 형상을 가지는 제품에 이중 사출성형

공정을 적용할 경우 제품의 휨 변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27 Ahn 등은 체적 열 흡수를 가지는 이중 

사출성형 금형의 냉각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8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

판형 제품의 제작을 위한 사출 금형의 냉각 채널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분적으로 후육부

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의 휨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후육부 성형부에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을 적

용하였다. 사출성형해석을 통하여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의 적절한 설계를 도출하였다. 사출성형해석을 

통하여 직선형 냉각 채널만으로 구성된 사출성형 

금형과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직선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사출성형 금형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한 제

품의 온도/수축/휨변형 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형

상적응형 냉각 채널을 가지는 사출성형 금형을 제

작한 후, 사출성형 실험을 수행하여 본 제안된 금형

의 제품 제작성을 고찰하였다. 

 

2. 부분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 

및 사출성형 공정/금형  

 

2.1 사출성형 공정/금형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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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 제품은 Fig. 1 과 같이 제품의 

한쪽 끝부분에 후육부 (Thick volume) 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이다. 본 제품의 크기는 170 mm × 150 

mm × 20 mm 이다. 평판부 두께와 후육부 폭은 각

각 5 mm 와 17 mm 이다. 

이 제품은 인덱스 회전 방식의 이중 사출성형 

(Double injection moulding) 공정 27,28으로 제작되도록 

설계되었다. 각 단계별 사출성형 제품 형상은 Fig. 1 

과 같다. 1 단계 사출성형에서는 외곽형상을 생성하

고, 2단계 사출성형에서는 오버몰딩 (Over moulding) 

형식으로 평판부와 후육부의 추가 형상을 성형한다. 

1 단계 사출성형에서는 PMMA (Poly methyl 

methacrylate) 수지를 사용하고, 2 단계 사출성형에서

는 PC (Polycarbonate) 와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의 혼합수지를 사용한다. 

 

 

Fig. 1 Design of the moulded product 

 

 

Fig. 2 Design of sprues, runners and gates 

 

Fig. 2 는 이중 사출성형금형의 스프루/런너/게이

트 설계를 나타낸다. 1, 2단계의 스프루 (Sprue)는 초

기 직경과 최종직경이 각각 5.5 mm 와 9.0 mm 인 

테이퍼형 콜드 스프루를 사용하였다. 스프루와 연결

되는 런너 (Runner) 들은 윗변, 높이 및 아랫변이 각

각 8 mm, 8 mm 및 5 mm 를 가지는 사다리꼴 단면

의 런너를 적용하였다. 런너와 게이트를 연결하는 2

차 스프루는 초기직경과 최종직경이 각각 12.3 mm 

와 2.2 mm 인 테이퍼형을 사용하였다. 게이트는 

직경 1 mm 의 핀 포인트 게이트 (Pin point gate) 를 

사용하였다. 이중사출성형 금형과 코어의 크기는 

Fig. 3 과 같이 각각 800 mm × 550 mm × 580 mm 와 

540 mm × 250 mm × 100 mm 이다. 초기 냉각채널 설

계에서는 Fig. 3 과 같이 직경 10 mm 와 6 mm 가 

혼합된 직선형 냉각 채널들이 배열되었다. 이중 사

출성형 금형의 재료는 사출성형 금형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KP4M 을 적용하였다. 

 

2.2 연구 대상 사출성형 단계 선정 

Fig. 3 과 같은 초기 냉각 채널 설계가 적용된

초기 금형 설계에 대하여 사출성형해석을 수행하

였다. 그 후 제품의 수축과 휨변형이 크게 나타나

고 제품 내부 온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출성

형단계를 냉각 채널 설계 변경에 대한 적용 대상 

사출성형 단계로 선정하였다.  

 

 

Fig. 3 Design of the double injection mould 

 

 

Fig. 4 Comparison of volumetric shrinkage distribution of 

the 1st moulded product and that of the 2nd 

moulded product at the ejection time 

 

Fig. 4 와 5 는 각각 초기 금형 설계에 대한 사

출성형해석을 수행한 결과 얻어진 각각 사출성형 

단계별 수축율과 휨변형량 분포이다. 

Fig. 4 에서 1 단계 성형품의 후육부에서 수축율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1단계 사출성형 제품

에서 평판부와 후육부의 수축율 차이가 2단계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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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제품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단계와 2단계 사출성형 제품들의 평균 수축율이 각

각 4.65 % 와 3.93 % 정도였다. 이 결과로부터 1단계 

사출성형공정에서 2단계 사출성형 공정보다 제품의 

평균 수축율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 에서 1단계 제품의 후육부 양 끝단과 평

판부 테두리부에서 휨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 단계에서는 평판부 4 곳의 

끝단부에서만 휨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1 단계 사제품에서 2 단계 제품보다 훨씬 넓

은 영역에 휨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5 에서 1 단계 제품에서 2 단계 

제품보다 휨 변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제품 내부의 온도 분포를 고찰한 결과, 1 차 제

품의 후육부 하단에서 가장 높은 온도 분포를 나

타내었다. 또한 1 차 제품의 후육부와 평판부의 최

대 온도차가 약 2 차 제품의 후육부와 평판부의 

최대 온도차 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이 결과로부터 1 차 제품의 수축율과 휨 변

형이 2 차 제품 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1 차 제품

의 후육부 체적이 2 차 제품의 후육부 체적보다 

커서 냉각 지연에 의한 온도의 불균일 현상이 크

게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위 결과들로부터 본 연구의 냉각 채널 설계 적

용 대상 금형을 1 차 제품 사출성형 금형으로 선

정하였다. 

 

 

Fig. 5 Comparison of warpage distribution of the 1st 

moulded product and that of the 2nd moulded 

product at the ejection time 

 

3. 사출성형 금형의 냉각 채널 설계 

 

3.1 후육부에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을 가진 

사출성형 금형 

Fig. 6 은 후육부에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

진 사출성형 금형 설계이다.  

초기 설계의 직선형 냉각 채널 배치에 후육부 

후면에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이 추가적으로 배치되

도록 설계하였다. 적절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의 설

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의 직경 

및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후육부간의 거리의 조합

에 따라 9 가지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설계에 적용

된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의 직경 (Π) 은 4 mm, 5 

mm 및 6 mm 이다. 또한 설계에 적용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후육부간의 거리 (ϖ) 는 6 mm, 11 mm 

및 16 mm 이다.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포함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직접식 금속쾌속툴링 공정 17 으

로 제작되도록 설계되었다.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포함하는 부분의 적층재료는 P21 로 선정하였다.17 

금형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

출성형 금형강인 KP4M 으로 제작되도록 하였다. 

 

 

Fig. 6 Design of injection mould with conformal cooling 

channel and linear cooling channels 

 

3.2 후육부에 직선형 냉각 채널을 가진 사출

성형 금형 

Fig. 7 은 후육부에 직선형 냉각채널이 배치된 

사출성형 금형 설계이다. 후육부에 배치된 직선형 

냉각채널의 수직 방향 위치는 형상적응형 냉각채 

널의 중앙부에 위치한 냉각수 입구와 출구의 높이

와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후육부 길이 방향을 따라 

직선형 냉각채널을 위치 시켰다. 후육부에 배치된 

직선형 냉각채널의 직경은 8 mm 이고, 후육부와 직

선형 냉각채널의 중심과의 최단거리는 21.4 mm 이

다. 후육부에 직선형 냉각채널을 포함하는 부분의 

재료도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경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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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P21 재료를 적용하였다.17 금형의 다른 부분은 

모두 KP4M 으로 제작되도록 하였다. 

 

 

Fig. 7 Design of injection mould with linear cooling 

channels 

 

4. 사출성형해석 

 

사출성형해석은 Moldflow MPI V6.1 을 사용하

였다. 상코어의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부

분과 추가적인 직선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부분의 

P21 재료 물성을 부가하기 위하여 몰드 인서트로 

가정 하였다. 

Table 1 은 사출성형해석을 위한 절점 수, 요소 

형태 및 요소 수 이다. 스프루, 런너, 게이트 및 냉

각채널은 모두 보 요소 (Beam element) 로 표현하였

다. 제품과 금형의 경계면 및 몰드 인서트 부분은 

이중영역 쉘 격자 (Dual domain shell mesh) 로 나타

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roughness data 

Cooling channel 
Conformal 

and linear 
Linear 

Node No. (EA) 16,420 16,392 

Element 

Sprue/run-

ner/gate 

Type Beam Beam 

No. (EA) 54 54 

Part 
Type 

Triangular 

shell 

Triangular 

shell 

No. (EA) 20,398 20,398 

Mould 

insert  

(P21 Part) 

Type 

Dual 

domain 

shell 

Dual 

domain 

shell 

No. (EA) 12,046 12,046 

Cooling 

channel 

Type Beam Beam 

No. (EA) 138 115 

Total (EA) 32,636 32,613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사출성형 금형

은 16,420 개의 절점과 총 32,636 개의 요소로 표

현하였다. 직선형 냉각채널만으로 구성된 사출성

형 금형의 절점과 요소 수는 각각 16,392 개와 

32,613 개 이다.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의 

절점과 요소는 각각 10,201 개와 20,398 개 이다. 

 

5. 사출성형해석 결과 및 고찰 

 

5.1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설계에 따른 제품 

특성 변화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에 대한 9 가지 설계안에 

대하여 사출성형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들을 

이용하여 설계안들에 따른 온도 분포, 수축율 및 

휨 변형량 분포들을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최

종적으로 수축율과 휨변형을 최소화 시키며, 냉각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형상적응형 냉각채

널 설계를 도출하였다. 

 

5.1.1 온도 분포 변화 

Fig. 8 은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의 설계 변수인 

냉각채널의 직경과 냉각채널과 후육부간의 거리에 

따른 취출시 제품내 온도 분도 분포의 변화이다.  

Fig. 8 에서 취출시간을 88 초로 설정하였을 때, 

제품내 최대온도가 PMMA 재료의 유리천이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 Tg) 이하로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후육부 간

의 거리가 11 mm 와 16 mm 일때는 취출시 최대 온

도 발생부 온도가 84 oC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후육부 

간의 거리가 6 mm 일때는 최대 온도 발생부의 온도

가 약 78 oC 이하로 나타났다. Fig. 8에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후육부 간의 거리가 16 mm 에서 11 mm 

로 감소할 때의 최대 온도 감소율에 비하여, 형상적

응형 냉각채널과 후육부 간의 거리가 11 mm 에서 6 

mm 로 감소할 때의 최대 온도 감소율이 현저히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8 에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최대온도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제품내 최대 온도 분포에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는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후육부 간의 거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냉각채널과 후육부 간의 거리 및 냉각채널 

직경이 각각 6 mm 와 6 mm 일때, 가장 낮고 균일

한 온도 분포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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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fluence of design parameters of conformal 

cooling channel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mould product 

 

5.1.2 수축율 분포 변화 

Fig. 9 는 사출성형해석 결과 얻어진 형상적응

형 냉각채널의 설계 변수인 냉각채널의 직경과 냉

각채널과 후육부간의 거리에 따른 제품내 체적 수

축율 분포의 변화이다.  

Fig. 9 에서 냉각채널의 직경이 커질수록, 냉각

채널과 후육부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체적 수축

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설계안들 중 냉각채널의 직경 및 냉각

채널과 후육부간의 거리가 각각 6 mm 및 6 

mm 인 Design 7 에서 최소 체적수축율이 나타났

다. Design 7 에서 최대 수축율은 후육부 하단부에

서 약 6.78 % 정도로 예측되었다. 초기 금형에서

의 직선형 냉각채널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 수축

율이 7.33 % 였다. 이 결과로부터 Design 7 의 형

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할 경우 후육부의 최

대 수축율이 0.55 %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 Influence of design parameters of conformal 

cooling channel on the volumetric shrinkage in 

the mould product 

5.1.3 휨변형 분포 변화 

Fig. 10 는 사출성형해석 결과 얻어진 형상적응

형 냉각채널의 설계 변수인 냉각채널의 직경과 냉

각채널과 후육부간의 거리에 따른 제품내 휨변형 

분포 변화이다.  

Fig. 10 에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설계안들 중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의 직경 및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과 후육부간의 거리가 각각 6 mm 및 6 mm 인 

Design 7 에서 최소 휨변형량 분포를 얻을 수 있었

다. Design 7 에서 최대 휨변형량은 후육부 하단부

에서 약 0.58 mm 정도로 예측되었다. 초기 금형에

서의 직선형 냉각채널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 수축

율이 0.63 mm 였다. 또한 Design 7 의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사출성형금형 제작된 초기 금형

에서의 직선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금형을 제작된 

제품보다 작고 대칭적인 휨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가지의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설계안에 따른 

제품 내부의 온도 분포와 냉각 성능의 변화 및 제

품의 수축율/휨 변형량 분포의 변화를 고찰한 결

과,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의 직경이 6 mm 이고 형

상적응형 냉각채널과 후육부와 거리가 6 mm 인 

Design 7 설계안이 가장 적절한 형상적응형 냉각채

널 설계임을 알 수 있었다. 

 

 

Fig. 10 Effects of design parameters of conformal cooling 

channel on the volumetric shrinkage in the mould 

product 

 

5.2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직선형 냉각채널을 

가진 금형의 사출성형 특성비교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직선형 냉각채널을 가

진 사출성형금형으로 제작된 제품과 후육부에 직

선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사출성형금형으로 제작된 

제품의 온도 분포, 냉각 특성, 수축율 분포 및 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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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량 분포를 Fig. 11 과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Fig. 11 에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

우 취출시 후육부의 온도분포가 직선형 냉각채널

을 적용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고 균일하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후육부에 발생하는 

최대 온도 또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할 경

우에 직선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우보다 약 14.2 
oC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출성형해

석 결과 예측된 온도-시간 선도를 고찰한 결과, 형

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우와 직선형 냉각

채널을 적용한 경우의 취출 시간이 각각 81 초와 

91초로 예측되었다. 

전체적인 체적 수축율 분포는 Fig. 11 과 같이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우와 직선형 냉

각채널을 적용한 경우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후육부의 최대 온도 발생 영역에는 형상적

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우가 직선형 냉각채널

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체적 수축율이 약 

0.24 %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휨 변형량 분포는 Fig. 11 과 같이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우가 직선형 냉각채널을 적

용한 경우에 비하여 더 작게 나타났다. 형상적응

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우 최대 휨 변형량이 

0.58 mm 이하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11 Comparison of moulding characteristics of the 

mould with conformal cooling and linear cooling 

channels with those of the mould with linear 

cooling channels 

이 결과로부터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할 

경우 제품의 균일/고속 냉각,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사출성형 금형 제작 및 사출성형 실험 

 

6.1 금형 제작 및 사출성형 실험 

5 장의 사출성형해석 결과분석을 통하여 얻어

진 바람직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설계인 Design 7 

에 대하여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이 삽입되는 부분

의 금형 (Sub-core) 을 Fig. 12 와 같이 제작하였다. 

사출성형 금형강인 KP4M 을 기계가공하여 기저 

부분 (Base part) 과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제작하

였다. 가공된 냉각채널 부분의 막힘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 파이프를 삽입 하였다.17 DMT (Laser-

aided Direct Metal Tooling) 공정을 이용 하여 기저 

부분 위에 P21 금속 분말을 레이저로 용융시켜 연

속적으로 적층함으로써 금형 외곽 형상을 제작하

였다. 최종적으로 후가공을 수행하여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지는 부분의 금형을 제작하였다. 

 

 

Fig. 12 Fabrication procedure of the sub-core with 

conformal cooling channel 

 

Fig. 13 은 최종적으로 제작된 부분적으로 후육

부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 제작용 사출성형 금형과 

이중 사출성형 공정이다. 사출성형해석 결과 이중 

사출성형공정에서 본 연구 대상 공정인 1 차 성형

공정이 2 차 성형공정보다 30 초 이상의 더 긴 사출

성형시간 (Cycle time) 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사출성형 실험에서는 1 차 성형공정의 최적화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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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출성형해석 결과 취득

된 1 차 성형공정의 사출시간, 보압시간 및 취출시

간을 포함한 냉각시간은 각각 2.7 초, 10.0 초 및 

70.3 초 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사출성형 실험에

서는 냉각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13 Manufactured mould and double injection 

moulding process for a flat part with a partly 

thick volume 

 

 

Fig. 14 Finally fabricated product (Flat part with a partly 

thick volume) 

 

6.2 제품 제작 결과 및 고찰 

이중사출성형 실험을 통하여 Fig. 14 와 같은 부

분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형 플라스틱 제품을 

제작하였다. 1 차 성형제품에서는 수축이나 휨 변형

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 차 성형제품에서는 평판부

의 중앙 테두리부에 약 0.5 mm 이하의 매우 작은 

휨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부터 Design 7 의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설계를 적용

하면 부분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형 플라스틱 

제품의 제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사출성형 실험결과 1 차 공정의 냉각시간이 65 

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 차 공정을 위한 금형 

회전시간이 약 2 초 정도가 소요됨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사출성형 실험결과 얻어진 1 차 제품

의 총 냉각시간은 67초임을 알 수 있었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

판형 제품의 제작을 위한 사출성형 금형의 냉각 

채널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9 가지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설계안에 대

한 반복적인 사출성형해석을 수행하여 부분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의 균일/고속 냉각이 

가능하고 및 수축과 휨 변형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의 직경 및 형상적응형 냉각채널과 후육

부간의 거리가 각각 6 mm 와 6 mm 인 Design 7 을 

바람직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부분의 금

형 설계로 선정할 수 있었다. 

둘째, 후육부 부근에 직선형 냉각채널을 적용

한 경우와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사출성형해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형상적응형 냉각 채널을 적용할 경우가 직선

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경우보다 균일/고속 냉각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형상적응형 냉각채

널을 적용하였을 때, 체적 수축율과 휨 변형량은 

각각 6.75 % 와 0.58 mm 이하로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이 적용될 경우 

수축과 휨 변형이 대칭형태에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부분 금형

과 이중사출성형을 위한 전체 금형을 제작하여 사

출성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을 가진 부분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DMT 공정

과 기계가공공정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쾌속생산공

정을 이용하였다. 이 금형을 이용하여 이중사출성

형 실험을 수행하여, 목적한 품질을 가지는 부분

적으로 후육부를 가지는 평판형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추후 2 차 성형공정의 균일냉각과 수축/휨변형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냉각채널 설계와 사출성

형해석 및 사출성형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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