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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α  : 면적 드로잉률 
β  : 최대 선형 드로잉률 
λ  : 평균 두께 감소율 
ηf  : 성형된 제품의 표면적 
ηs  : 성형에 사용된 판재의 표면적 

φf  : 성형된 제품의 최대 선형길이 
φi  : 성형부의 선형길이 
Tf  : 성형된 제품의 평균두께 

Ti  : 성형에 사용된 판재의 평균두께 

1. 서 론 

진공 열성형(Thermoforming), 블로우 몰딩(Blow 
molding),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및 회전성형
(Rotational molding) 등은 현대산업에 널리 사용되
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성형 공정이다.(1~4) 이 플라

Key Words: Thermoforming(진공 열성형), Inner Case of Refrigerator(냉장고 내상), Three Cavities(3개의 캐비티), 
Thermoforming Analysis(진공 열성형 해석), Thermoforming Mould(진공 열성형 금형) 

초록: 이 연구에서는 3차원 진공 열성형 해석을 통하여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진공 열
성형 특성을 분석/고찰 하고자 한다.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금형의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냉장고 내상 제품의 기초 성형성을 분석하였다.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진공 열성형 재료에 대한 물
성데이터 도출과 재료 특성 분석을 하였다.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열성형 공정의 세부 
공정들을 설계하고 세부 공정들에 적합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각 세부 공정들에 대한 3차
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제품의 변형 형상 및 두께 분포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성형성과 진공 열성형 특성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hermoforming characteristics of an inner case with three 
refrigerator cavities using three-dimensional(3D) thermoforming analyses. We perform fundamental formability 
analyses using a 3D model of the mould for the inner case. We carry out tensile tests at the elevated temperature to 
examine the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hermoformed material. Then, we design sub-processes of the 
thermoforming process for the inner case. In addition, we develop suitable finite-element models for different sub-
processes. We investigate the deformed shapes and thickness distributions of the inner case for different sub-processes 
using the results of the thermoforming analysis. Finally, we discuss the formability and thermo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inner case with three ca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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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성형 공정들 중 진공 열성형 공정은 다른 성
형 공정에 비하여 성형 온도와 성형 압력이 작으
며, 하나의 금형면을 사용하여 제품을 성형 할 수 
있다.(2~3) 진공 열성형 공정에서는 다른 플라스틱 
성형공정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이 좋지 않은 저가의 재료들을 이용하여 금형
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2,3) 이와 
같은 이유로 진공 열성형 공정은 제품 생산 단가
와 생산 설비 구축 비용이 다른 플라스틱 성형 공
정보다 매우 저렴하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
공정의 특성상 얇은 두께를 가지는 대형 제품을 효
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3) 
또한 밀폐형 금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크기가 큰 
중대형 플라스틱 제품성형이 가능하다.(1~4) 
일반적인 진공 열성형 공정은 세가지의 세부 성

형 단계(Sub-processes)로 구성된다.(3~6) 첫번째 세
부 공정은 진공 열성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판
재(Plastic sheet)를 재료의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이상으로 가열하여 연화 시
키는 가열(Heating) 공정이다.(7) 두번째 세부 공정
은 연화된 플라스틱 판재를 금형 형상으로 성형하
는 진공(Vacuum) 성형 공정이다. 세번째 세부공정
은 성형된 제품이 충분한 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냉각한 후 취출(Ejection) 하는 공정이다. 그러나 
제품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스
트레칭(Stretching) 공정이 종종 추가되어 네가지 
세부 공정으로 구성된다.(3) 
진공 열성형 공정은 압출(Extrusion) 된 플라스

틱 판재를 사용한다.(3,4) 성형공정 중 플라스틱 판
재는 빠르게 가열된 후 성형 및 냉각 된다.(5) 이 
과정에서 제품 코너부의 찢김이나 주름, 제품 벽
면의 국부적인 두께감소 및 성형 후 제품의 뒤틀
림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3,6) 제품 및 
설비의 크기가 작아 소규모 실험이 가능한 경우에
는 실험적 접근을 통하여 적합 성형 공정 및 금형 
형상 도출이 가능 하지만, 제품 및 설비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시간 및 비용 손실을 고려하여 해석
적 접근을 통하여 적합한 성형 공정과 금형 형상
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6) 
최근 3 차원 진공 열성형 해석을 통한 진공 열
성형 제품의 성형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고 있다.(8~11) Warby 등은 진공 열성형 공정
에서 성형압력에 따른 성형 후 제품 형상 및 두께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8) 이 연구에
서는 고온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 온도에 따른 재
료 물성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물성데이터를 적용

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성형 공정에 따
른 제품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8) Wiesche 등은 
진공 열성형 해석을 이용하여 진공 성형 공정 조
건에 따른 자동차 연료 탱크 제품의 두께 분포 변
화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9) Ahn 등은 3
차원 진공 열성형 해석을 이용하여 얇은 평판형 
광생물 반응기 케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10) 이 연구에서는 진공 열성형 공정조건에 
따른 제품 성형 특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진공 열
성형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10) Wang 등은 유한요
소해석을 이용하여 성형재료의 초기 온도분포 조
건에 따른 제품의 두께분포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
다.(11)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진공 열성형 해석을 통하
여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진공 열
성형 특성을 분석/고찰 하고자 한다. 3개의 캐비티
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금형의 3차원 모델을 이용
하여 냉장고 내상 제품의 기초 성형성을 분석하였
다.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진공 열성형 재료
에 대한 물성데이터 도출과 재료 특성 분석을 하
였다.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열성
형 공정의 세부 공정들을 설계하였다. 각 세부 공
정들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제품
의 변형 형상 및 두께 분포를 분석하였다. 최종적
으로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성형
성과 진공 열성형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설계 및 기초 성형성 분석 

2.1 금형 설계 
Fig. 1은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용 
진공 열성형 금형의 3차원 형상이다. 3개의 캐비티
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금형은 냉동실에 2개의 캐
비티를 가지고 냉장실에 1개의 캐비티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냉동실과 냉장실은 Fig. 1과 같이 가
로 폭 방향의 수직 분할 형상에 의하여 분리되어 
성형될 수 있도록 분할 금형으로 설계하였다. 냉
장실은 Fig. 1과 같이 길이 방향의 수직형 분할 형
상에 의하여 분리되어 성형될 수 있도록 금형을 
설계하였으며, 좌/우 냉장실 금형은 대칭 형상을 
가진다. 

 
2.2 기초 성형성 분석 
기초 성형성 분석에서는 제안된 금형과 제품 설
계에 대하여 진공 열성형 가능성 및 기초 진공 열
성형 특성을 검토한다.(6) 진공 열성형 금형/제품의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3차원 진공 열성형 해석 

   
 

507

 
Fig. 1 Design of an inner case with three cavities for 

refrigerator 
 

기초 성형성 분석을 위해 면적 드로잉률(Aerial 
draw ratio), 최대 선형 드로잉률(Maximum linear 
draw ratio), 평균 두께 감소율(Average reduction rate 
of thickness) 및 성형 후 제품 평균 두께(Average 
thickness of thermoformed parts)를 산출하였다.(6) 면
적 드로잉률, 최대 선형 드로잉률, 평균 두께 감소
율 및 성형 후 제품 평균 두께는 각각 식 (1), (2), 
(3) 및 (4)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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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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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 iT Tλ= ×                    (4) 
 
본 연구에서는 성형량이 다른 냉장실과 냉동실

에 대하여 각각의 면적 드로잉률, 최대 선형 드로
잉률, 평균 두께 감소율 및 성형 후 제품 평균 두
께를 산출하여,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
상 금형과 제품의 기초 성형성을 고찰하였다. 성
형 재료는 Fig. 2(a)와 같은 직사각형 평판 플라스
틱 판재로 가정하였다. 진공 열성형 후 최종 제품 
형상은 Fig. 2(b)와 같다. 

 
2.3 기초 성형성 분석 결과 및 고찰 
Fig. 3은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금

형 및 초기 성형 판재 설계에 대한 기초 성형성 
분석 결과이다. 냉장실과 냉동실 각각에 대한 기
초 성형성 분석 특성 데이터를 도출한 후, 냉장실
과 냉동실에 대한 기초 성형 분석 특성 데이터 평
균값을 산출하여 Fig. 3과 같은 전체 제품에 대한 
평균(Average) 기초 성형성 분석 특성 데이터로 나 

 
(a) Initial sheet     (b) Thermoformed part 

Fig. 2 Designed shapes of initial sheet and 
thermoformed part for an inner case with three 
cavities 

 

 
Fig. 3 Results of fundamental formability analyses 

 

타내었다. 
냉장실과 냉동실의 면적 드로잉률 및 전체 제품
의 평균 면적 드로잉률은 각각 3.30, 2.97 및 2.69 
정도이며, 냉동실의 면적 드로잉률이 냉장실의 면
적 드로잉률 보다 123 % 정도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냉장실과 냉동실의 최대 선형 드로잉
률 및 전체 제품의 최대 선형 드로잉률은 각각 
2.21, 2.19 및 3.39로서 냉동실의 최대선형 드로잉
률이 냉장실의 최대 선형 드로잉률 보다 155 %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냉장실과 냉동실 및 전체 제품 평균 면적 드로
잉률로부터 각각에 대한 평균 두께 감소율을 Fig. 
3과 같이 산출하였다. 산출된 평균 두께 감소율로
부터 식 (4)를 이용하여 냉장실과 냉동실 및 전체 
제품 평균 두께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성형 후 제품 전체 평균 두께는 1.39 mm 수
준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냉장실과 냉동실의 성형 
후 평균 두께는 각각 2.04 mm 및 1.65 mm로 예측
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진공 열성형 후 냉동실에
서 현저한 두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진공 열성형의 특성상 성형 공정 중 재료의 두께 
변화율이 크거나 성형 후 두께가 얇은 곳에서 제
품의 뒤틀림, 주름 및 찢어짐 등의 결함이 발생하
게 된다. 그러므로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제품의 진공 열성형 공정 설계 시 냉동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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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tensile test at the 
elevated temperature 

Parameter Experimental range 
Ambient temperature (oC) 100 - 160 
Tensile speed (mm/min) 50 - 500 

 

 
Fig. 4 Experimental set-up of tensile tests at the elevated 

temperature 

 
성형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성형 재료 고온 물성 및 특성 

3.1 고온 인장 시험 방법 
진공 열성형 공정은 플라스틱 판재를 유리 천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성형하는 공정이
다.(3~6,9,11) 플라스틱 재료가 유리 천이 온도 이상으
로 가열될 경우, 재료의 변형 거동은 가열 온도와 
인장 속도에 매우 의존적이다.(1~3) 그러므로 진공 
열성형 공정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성형 
재료의 온도 및 인장속도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
고, 이 결과를 진공 열성형 해석 모델에 적용하
여야 한다.(6,9,11~14) 이 연구에서는 성형재료의 온
도/인장속도 의존 특성이 고려된 물성데이터를 도
출하고 고온 변형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고온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진공 열성형 재료는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이며, ABS의 유리 천
이 온도는 약 100 oC이다. 고온 인장 시험은 
ASTM D 638의 규격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시험 
시편은 ASTM D 638의 Type 1의 규격에 따라 제작
되었다. 고온 인장 시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Fig. 4는 고온 인장 시험 셋업(Set-up)이다. 고온 인
장 시험을 통하여 성형재료의 온도 및 인장속도에 
따른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를 도출하였다.  
 

3.2 고온 인장 시험 결과 및 고찰 
Fig. 5는 고온 인장 시험 결과 도출된 분위기 온 

 
Fig. 5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for different ambient 

temperatures and tensile speeds 

 
Fig. 6 Model of thermoforming analysis 

 
도와 인장 속도별 성형 재료의 진응력-진변형률 
선도이다.  

Fig. 5에서 분위기 온도가 100 oC 이하인 경우 
항복 응력 발생 변형률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항복
응력 발생 변형률 보다 크게 변형 시킬 경우 이후 
응력 감소 후 다시 응력 증가하는 고체 ABS 특성
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 온도가 
ABS 재료의 유리 천이 온도인 100 oC를 초과할 
경우 항복 응력 발생 변형률이 명확하지 않으며, 
대변형 시 지속적으로 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또한 ABS 재료의 유리 천이 온도인 
100 oC를 초과할 경우 온도 증가에 따른 응력 감
소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
의 유리 천이 온도 이상에서는 분위기 온도가 상
승할수록 인장속도에 증가에 따른 응력 증가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위기 온도
가 160 oC인 경우 인장속도 50 mm/min에서는 응력
이 매우 미미하여 시험 장치로 측정이 불가능하였
다. 또한 시험을 수행한 변형률 범위에서 분위기 
온도가 160 oC인 경우 최대 응력이 100 oC일때의 
최대 응력에 0.5 %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들로부터 성형 높이가 높으며 기하학적 

형상이 복잡한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
상 제품의 성형 하중 감소와 재료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형 판재의 초기 온도가160 oC 이상 되
도록 가열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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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제품내 변형률 속
도를 가능한 감소 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고온 인장 시험 결과 도출된 분위기 온도 및 인

장속도에 따른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를 이용하여 
3차원 진공 열성형 해석에 소요되는 G’sell-Jonas 
모델의 계수들을 도출하였다. 

4. 진공 열성형 해석 및 성형성 분석 

4.1 진공 열성형 해석 방법 및 성형 공정 설계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제품의 3 
차원 진공 열성형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6
과 같은 3 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도출하였다.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3차원 유한
요소해석 모델은 진공 열성형 금형, 성형 판재 상
측/하측 홀더(Blank holder) 및 성형 판재로 구성 
하였다. 진공 열성형 금형면은 삼각형과 사각형 
쉘 요소(Shell element)로 격자를 생성하고, 강체 면
으로 정의하였다. 진공 열성형 금형의 격자 및 절
점 수는 각각 133,736개 및 124,672개이다. 성형 
판재 상측/하측 홀더는 사각형 쉘 요소로 격자를 
생성하고, 강체 면으로 정의하였다. 성형 판재 상
측 홀더의 격자 및 절점 수는 각각 5,412개 및 
4,957개이다. 성형 판재 하측 홀더의 격자 및 절점 
수는 각각 2,636개 및 2,330개이다. 성형 판재는 
사각형 쉘 요소로 표현하였다. 성형 판재의 초기 
격자 및 절점 수는 각각 48,183개 및 47,326개이
며 H형 격자세분화 기법을 적용하였다.(15) 성형 
판재의 각 온도 및 변형률 속도별 응력-변형률 선
도는 3.1절에서 도출된 계수들이 적용된 G’sell-
Jonas 모델로부터 산출 되었다. 외연적 유한요소해
석(Explicit finite element analysis) 기법 기반의 상용 
해석 소프트웨어인 PAMFORM-2G를 이용하여 3차
원 진공 열성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초 성형성 분석 결과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은 전체 평균 면적 드로잉률이 2.69 
정도로 성형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결과를 고려하여 해석에 적용된 진공 열성형 
공정을 네가지 세부 공정으로 설계하였다. 첫번째 
세부공정은 판재를 성형가능 온도까지 가열하는 
가열(Heating) 공정으로 설정 하였다. 가열 공정 
해석에서는 판재의 성형성을 고려하여 판재의 초
기온도를 위치에 따라 160 oC~180 oC로 설정하였다. 
가열 공정 해석에서는 판재에 중력을 적용하여 자
중에 의한 판재의 연신이 발생하도록 모델링 하였
다. 두번째 세부공정은 판재를 가압하여 판재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칭(Stretching) 공정으로  

 
Fig. 7 Thickness distributions for different forming times 

(Heating process) 
 
설정하였다. 스트레칭 공정에서는 제품 성형중 스
탬핑(Stamping) 량을 최소하기 위하여 가열 후 변
형된 판재에 중력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역 압
력을 적용하여 판재를 스트레칭 시킨다. 스트레칭 
공정에서는 스트레칭된 판재의 높이가 제품 높이
의 60 % 이상 성형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냉장실과 냉동실별 요구되는 스트레칭 높이를 얻
기 위하여 사전 연구에서 도출된 차등 압력을 부
가하였다. 세번째 세부공정은 금형을 이송시켜 제
품의 전체적인 외관 형상을 생성하는 스탬핑 공정
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세부공정은 진공압력을 
판재 표면에 부가하여 최종 제품 형상을 성형하는 
진공 성형 공정으로 설정하였다.  
 

4.2 진공 열성형 해석 결과 및 고찰 
반복적인 진공 열성형 해석을 통하여 진공 열성
형 해석 결과 제품의 두께 감소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형과 성형 판재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
는 가열 공정과 스트레칭 공정에서 성형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형
과 성형 판재가 접촉이 시작되면 성형 판재에서 
금형으로 열전달이 발생하여 성형 판재의 온도가 
급속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가열 공정 해석 결과 Fig. 7과 같이 성형 판재의 
가열 시간이 증가할수록 제품의 성형 깊이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냉동실의 성형 깊이보다 
냉장실의 성형 깊이가 크게 예측되었다. 가열 시
간이 38초일 때 자중에 의해 냉장실 및 냉동실의 
최대 성형 깊이가 각각 184 mm 및 103 mm로 예
측되었다. 그러나 가열 시간이 38초를 초과할 경
우 최대 성형 깊이는 거의 증가하지 않으며, 하
측 홀더의 모서리 부와 접촉하는 성형 판재의 영
역에서 두께가 국부적으로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제품의 최대 가열 시간이 38초임을 알 수 있
었다. 최대 가열 시간인 38초에서의 성형 판재의 
최소 두께는 약 4.8 mm이며, 최소 두께 발생 위치
는 각 캐비티 중앙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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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ickness distributions for different forming times 
(Stretching process) 

 

 
Fig. 9 Thickness distributions for different forming times 

(Stamping process) 
 
Fig. 8은 스트레칭 공정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

과이다. 스트레칭 공정 해석 결과 스트레칭 시간 
3초까지는 스트레칭 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칭 
높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칭 시간이 3초를 
초과한 경우에는 스트레칭 시간을 증가하여도 성
형 판재의 성형 판재의 스트레칭 높이는 거의 증
가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적정 스트레칭 시
간이 3초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간을 가열 시간
이 포함된 성형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Fig. 8과 같
이 41초로 예측되었다. 스트레칭 시간 3초일 때 
냉장실과 냉동실의 스트레칭 높이는 각각 451 mm
과 508 mm이었다. 스트레칭 시간 3초인 경우 냉
장실과 냉동실의 스트레칭 높이는 각각 제품 최대 
높이의 77.3 %와 제품 최대 높이의 87.1 %로 공정 
설계에 적용된 요구 최소 스트레칭 높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층 스트레칭 
시간에서의 냉장실과 냉동실의 최소 두께는 각각 
약 1.4 mm와 약 2.5 mm이며, 최소 두께의 발생위
치는 각 캐비티의 중앙부임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제
품의 스탬핑 공정 해석 결과이다. 스템핑 공정 해
석 결과 3초 동안 스템핑을 수행한 결과 Fig. 9와 
같이 제품의 외관 형상이 거의 성형됨을 알 수 있
었다. 이 결과로부터 적합 스템핑 시간을 3초로 
선정하였다. 적합 스템핑 시간을 가열 시간과 스
트레칭 시간이 포함된 성형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Fig. 9와 같이 44초로 예측되었다. 적합 스템핑 시
간에서의 냉장실 및 냉동실 영역 최소 판재 두께
는 각각 약 1.0 mm 및 약 2.5 mm임을 알 수 있었 

 
Fig. 10 Thickness distributions for different forming 

times (Vacuum process) 
 
다. 스템핑 공정에서는 성형 판재 두께가 가장 얇
게 예측되는 영역은 Fig. 9와 같이 스템핑 공정중 
냉장실 및 냉동실 금형과 스트레칭된 판재가 최초
로 접촉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네번째 세부 공정인 진공 성형 공정 
해석 결과이다. 진공 성형 공정 해석결과 10초 동
안 진공 압력이 성형 판재에 부가되었을 때, Fig. 
10과 같이 제품의 특징 형상을 포함하는 세부 형
상들이 구현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적
정 진공 성형 시간을 10초로 결정하였다. 적합 진
공 성형 시간을 가열 시간, 스트레칭 시간 및 스
템핑 시간이 포함된 성형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Fig. 10과 같이 54초로 예측되었다. 최소 두께는 
Fig. 10의 Section A-A’와 같이 냉동실 바닥면 하단
부의 언더컷(Undercut) 영역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냉장실과 냉동실의 최소 제품 두께는 각
각 0.9 mm와 1.2 mm로 예측되었다.  
일반적인 진공 열성형 제품의 허용 가능 최소 
두께가 0.5 mm 내외임을 고려하면, 설계된 진공 
열성형 공정을 적용할 경우 3개의 캐비티를 가지
는 냉장고 내상 제품의 성형이 가능함을 알 수 있
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진공 열성형 특성 분석/고찰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금형

의 3차원 모델과 성형 판재 초기 형상 설계 및 최
종 제품 형상 설계를 이용하여 냉장고 내상 제품
의 기초 성형성을 분석하였다. 3개의 캐비티를 가
지는 냉장고 내상의 면적 드로잉률, 최대 선형 드
로잉률, 평균 두께 감소율 및 성형 후 제품 평균 
두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설계된 금형/초기판재
/제품형상으로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
상 제품의 진공 열성형이 가능하며, 진공 열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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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냉동실에서 두께 감소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 성형 재료에 대한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
하여 진공 열성형 재료에 대한 분위기 온도와 인
장 속도가 고려된 진응력-진변형률 선도 도출하였
다. 이 선도를 이용하여 또한 성형 재료의 변형 
거동 분석을 통하여 진공 열성형을 위한 성형 판
재 초기 온도 범위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성형 
압력 감소를 위해서는 성형중 제품내부의 변형률 
속도를 가능한 감소 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의 진

공 열성형 공정의 세부 공정들을 설계하고 세부 
공정들에 적합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각 세부 공정들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여 제품의 변형 형상 및 두께 분포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각 세부 공정별 적합 성형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세부 공정별 주요 제
품 성형 메커니즘과 성형성 향상 방안에 대한 고
찰을 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제품의 성형성과 진공 열성형 
특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 
실제 대량 생산 공정에 적합한 3개의 캐비티를 

가지는 냉장고 내상 제품의 진공 열성형 공정 개
발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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