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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into the influence of the injection conditions on the 
insert deformation and the wall thickness of the injection part using the three-dimensional injection 
molding analysis. Full three-dimensional insert model was added to the injection molding analysis 
model to consider the effects of insert deformation during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In order to 
obtain the optimum injection molding condition with a minimum insert deformation, degree of 
experiments were utiliz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t was shown that the optimum injection 
condition is injection time of 1.6 sec, injection pressure of 30 MPa and packing time of 15 sec.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wall thickness is approached to target thickness when the core 
deformation is considered in the injection molding analysis.

 † 학생회원,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E-mail : teenagerx1@naver.com
     TEL : (062)230-7234  FAX : (062)230-7234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1. 서 론

 사출 성형은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이 사출성

형 방법에 의해 생산되어지고 있다. 사출 성형공

정은 플라스틱 용융수지를 고속/고압으로 복잡하

고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플라스틱 제

품을 생산 할 수 있으며 가볍고 강도가 매우 높

은 고분자 플라스틱 재료의 개발과 더불어 전기, 
전자, 자동차 및 정밀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1~2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출 성형공정은 제품의 

설계, 금형 설계, 금형가공 및 시 사출 등의 과정

을 거쳐서 개발된다. 사출성형 금형의 경우 제품

의 형상, 재료 및 공정에 따라 금형 설계가 계속

적으로 바뀌는 주문적응형 특성이 매우 강하고, 
금형의 제작비용 또한 매우 높아 금형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를 

통한 금형의 최적 사출 조건 도출이 매우 필요하

다. 제품 사출 성형을 위한 공정변수로는 사출 

속도, 사출압력의 크기 및 시간적 변화, 용융수지

의 온도, 금형 온도, 냉각시간 등이 있으며, 사출

성형 공정은 충진단계, 보압단계, 냉각단계, 취출

단계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

정단계를 통해 용융된 플라스틱 수지가 유동 및 

냉각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면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박벽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제품의 형상은 사

출 성형 시 일반적인 형상보다 많은 불량이 발생

하게 된다. 불량 발생 중에는 미충진 현상, 
Weldline 발생, 및 인서트 변형으로 인한 제품의 

치수 및 형상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치수 및 형상에 많이 영

향을 주는 것은 인서트의 변형일 것이다. 특히 

박벽 형태의 제품 형상에서는 사출 성형 시 고압

으로 용융된 수지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인서트의 

변형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인서트

의 변형을 최소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는 인서트 

변형이 최소화 되는 사출 성형 공정조건을 도출 

하여 인서트 변형이 제품의 치수에 최대한 영향

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인서트 변형

은 사출성형의 충진과 보압과정에 발생한다.3~4 
인서트 변형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변수로 사출

압력, 사출속도, 보압시간 등이 있으며, 각 공정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인서트 변형을 제어 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이들 변

수들에 대한 독립적 영향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사출 성형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서트의 변형을 고려하여 베터

리 케이스 제작용 금형의 사출성형 해석을 수행

하고 인서트의 변형을 최소화 되는 사출 성형 공

정 조건을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사출 

성형공정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사출성형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 과 같은 배터리 케이스와 

인서트를 Unigraphics NX4 을 이용하여 설계한 

후 이 설계 데이터를 각 .stp 파일과 .x_t 파일로 

변환하고, Moldflow MPI 6.1 를 이용하여 사출 

성형해석에 필요한 해석격자를 생성하였다. 사출 

성형 해석을 위한 해석격자 생성 조건은 배터리 

케이스의 경우 에지 길이 8 mm, 현 간격 0.1 mm 
이었다. 인서트의 경우, 에지 길이 7 mm, 배터리 

케이스와 동일하게 현 간격 0.1 mm 으로 해석격

자 생성 후, 자유 에지 수정, 격자 형상비 수정을 

통해서 사출 성형 해석을 위한 최종적인 해석격

자를 생성하였다. 
배터리 케이스의 런너 시스템 설계는 핫 노즐 

런너 시스템으로 구성 하였다. 게이트의 위치는

배터리 바닥면에 선정하여 설계하였으며, 이때  

스프루는 테이퍼진 원형 형상으로 시작점 지름 8 
mm, 끝점 지름 15 mm, 길이 75 mm 이다. 그리

고 스프루와 게이트를 연결해주는 런너의 직경은 

8 mm 이며, 게이트의 직경은 2 mm, 길이는 2.7 

mm 인 일직선 배열로 Fig. 2 과 같이 런너 시스

템을 설계하였다. 인서트에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인서트의 밑면부터 상단으로 35.76 mm 까지 고

정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정조건을 부여 하여, 최종적으로 인서트 변형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은 배

터리 케이스와 인서트의 해석격자수 및 절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a) Battery case

(b) Insert
Fig. 1 Procedure of the mesh generation

Fig. 2 Analysis Conditions and model

Table 1 Numbers of nodes and element for Injection 
molding analysis

Battery case Insert
# of Nodes (EA) 32,959 70,866

# of Elements (EA) 61,098 376,674

배터리 케이스에 쓰이는 재료는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이며, 이 수지의 특징은 결정성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며, 내화학성과 저온 충격 

강도가 우수하며, 가볍고 우수한 성형성 외에도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자동차, 
외장제, 가정용기, 및 의료용품 등 여러 가지 제



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Table 2 에 나

타난 것과 같이 Mold Flow 플라스틱 데이터 베

이스에 저장된 물성치로 사용하였으며, Fig. 3 는 

폴리프로필렌의 PVT 선도이다. 사출 성형 해석에 

사용된 초기 사출 조건은 Table 3 과 같다

Table 2 Properties of injection material

Material Polypropylene
Density in melting 0.73 g/cm3

Solid density 0.89 g/cm3

Melting temperature 240 

Fig. 3 Curves of polypropylene 

Table 3 Initial conditions of injection molding analysis

Filling 
control Packing time Mold temp. Melt temp.

Automatic 10 sec 40 230 

3. 사출 성형 해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 제품인 배터리 케이스용 금형

의 초기 사출성형 해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4 
과 같은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충진은 

Fig. 4 와 같이 원활하고 균일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Fig. 5 은 배터리 케이스의 시간에 대

한 사출 압력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4 Filling characteristics of the battery case

Table 4 Results of injection molding analysis

Filled 
time (sec)

Max. Injection 
pressure (MPa)

Max. Clamp 
force (ton)

Avg. 
shrinkage (%)

1.58 40.95 131.91 2.40

  Fig. 5 Results of injection molding analysis 
(Pressure-Time Curve)

인서트 변형 해석 결과는 Fig. 6 과 같이 나타

났으며, 인서트 1번과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

두 다른 방향으로 변형하였다. 그리고 사출 압력

이 가장 높은 시간인 1.52 sec 일 때 인서트 1번, 
5번, 6번이 가장 변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서트의 최대 변형량은 Table 5 
와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6 Deformation of insert 

Table 5 Maximum displacement of each core

No. of core 1 2 3 4 5 6
Displacement 

(mm) 0.237 0.102 0.063 0.131 0.238 0.201

박벽구조를 가진 배터리 케이스용 금형의 인서

트 변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출 성형 공정 조

건을 도출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을 활용하였다. 
실험계획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판단기준을 인서트의 변형량을 

선정하였다. 제어인자는 사출 시간, 사출압력 및 



보압시간을 선정하였으며 각 인자에 대한 수준은 

Table 6 과 같이 결정하였다. 해석조건은 Table 7 
과 같이 직교 배열로 나타내었으며, 인서트의 변

형량은 망소특성에 해당되므로 식(1) 을 적용하여 

S/N비를 구하였다.5~6

         
 
 




            (1)

Table 6 Control factors and their levels for design 
of experiment 

Control factors Level
1 2 3

A Injection Time (sec) 1.6 2.2 2.8
B Injection Pressure (MPa) 40 35 30
C Packing Time (sec) 5 10 15

Table 7 Combination of analytical condition 
according to L9(34) orthogonal array

Exp. no. Conditions
e A (sec) B (MPa) C (sec)

1 1 1.6 40 5
2 1 2.2 35 10
3 1 2.8 30 15
4 2 1.6 35 15
5 2 2.2 30 5
6 2 2.8 40 10
7 3 1.6 30 10
8 3 2.2 40 15
9 3 2.8 35 5

Table 7 의 조건에 따라 해석된 결과는 Table 8 
과 같이 나타났으며, 초기 해석결과와 동일한 방

향으로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인서트의 변형이 심

하게 일어나는 것은 1번, 5번, 6번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Results of injection molding analysis

Exp. 
no.

Max. Displacement of core (mm)
Core-1 Core-2 Core-3 Core-4 Core-5 Core-6

1 0.200 0.089 0.060 0.103 0.214 0.152
2 0.196 0.086 0.069 0.092 0.213 0.139
3 0.142 0.085 0.052 0.069 0.154 0.105
4 0.159 0.089 0.057 0.086 0.167 0.126
5 0.141 0.086 0.050 0.067 0.154 0.108
6 0.192 0.085 0.071 0.091 0.208 0.140
7 0.136 0.089 0.048 0.067 0.157 0.107
8 0.196 0.086 0.069 0.092 0.213 0.139
9 0.192 0.085 0.071 0.091 0.208 0.140

 

(a) Effects of injection time

(b) Effects of injection pressure 

 (c) Effects of packing time

Fig. 7 S/N ratios for each process parameter

Table 8 에서 0.1 이상 변형이 일어난 1번, 5번, 
6번의 결과를 가지고 S/N 비를 계산한 결과 Fig. 
7 과 같이 사출시간은 1수준, 사출 압력과 보압

시간은 3수준에서 S/N 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최종적

인 사출 성형 공정 조건을 Table 9 와 같이 도출 

할 수 있었다. 



Table 9 Optimum injection molding conditions

Injection Time Injection Pressure Packing Time

1.6 sec 30 MPa 15sec

Table 9 조건에 대하여 사출 성형해석을 수행

한 결과는 Table 10 과 같이 나타났다. 그런데 최

적 조건의 결과값은 직교배열표의 No. 7 조건과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배터리 

케이스의 평균수축률이 No. 7 의 조건에서는 3.56 
% 로 나타났고, 최적 조건에서는 2.41 % 로 No. 
7 의 성형 조건보다 평균 수축률이 낮게 나타남

에 따라 최적 사출성형 조건으로 도출 하였다.

Table 10 Maximum displacement for each core at 
the optimum condition

No. of core 1 2 3 4 5 6
Displacement 

(mm) 0.136 0.089 0.048 0.067 0.157 0.107

각 제어인자에 따른 기여율 계산한 결과 Table 
11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출 압력이 

압도적으로 인서트의 변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

면에 사출시간과 보압시간은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 Contribution ratios of each control factors 
for the insert deformation

Insert 
No.

Contribution ratio (%)

Injection Time Injection 
Pressure Packing Time

1 1.05 89.87 3.46
5 4.34 82.08 7.42
6 1.23 95.86 0.37

Fig. 8 Variation of wall thickness distributions 
according to analysis conditions

인서트의 변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의 

두께를 인서트의 변형을 고려한 성형 해석결과와 

CAD 데이터의 두께를 비교한 결과는 Fig. 8 과 

같으며,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도출한 최적 사출 

성형 공정 조건일 때 가장 근접하게 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Result of analysis 

   (b) Results of experiments

Fig. 9 Comparison of the result of the injection 
molding analysis and that of experiment 
(Post-deformation of injection part)

인서트 변형을 고려한 제품의 변형 해석 결과 

는 Fig. 9 과 같으며 제품의 양쪽 측면 부분에 가

장 많은 변형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 제품에도 

양쪽 측면 부분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서트 변형을 고려한 배터리 

케이스 제작용 사출 성형 금형의 최적 사출 성형 

공정조건을 도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서트의 변형은 사출압력이 가장 높을 때 가

장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험계획법

을 통해서 배터리 케이스 제작용 금형 인서트의 

변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적 사출성형공정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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