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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출성형은 가소화, 충진, 보압, 냉각, 취출 

등 5 가지의 기본 단계를 가진다. 그 중에서 

가소화 단계는 고체의 수지를 녹여 액체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스크류 회전속도, 배럴 히터온도, 

그리고 배압 등이 있다. [1]  

가소화 단계에서 용융수지의 온도가 결정 

되며 용융수지의 온도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사출성형 렌즈의 복굴절은 

잔류 응력으로 인한 현상이며 용융수지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본 연구에서는 가소화 과정 중 스크류 

회전 속도와 배럴 히터온도 변화가 용융수지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진행하였다. 

 

2. 가소화 과정 
 

가소화의 주요한 기구로서 고상의 수지는 

가열된 배럴 벽면과 접촉하면서 만들어진 

용융필름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단가열에 의해 

용융된다. 전단가열에 대한 에너지는 주로 

스크루의 회전에 의해 전달된다.  

스크루가 회전하면 고상의 펠렛은 

공급부에서 스크루 펌프의 원리로 이동되며 

단단히 뭉쳐진 상태인 솔리드 베드(Solid bed)가 

된다. 솔리드 베드는 스크루의 압축부에 

진입하면서 강한 압력으로 배럴 벽면을 누르고 

높은 온도의 배럴 벽면에 의해 얇은 용융 

필름이 형성된다. 스크루 회전에 의해 용융 

필름 내부에서는 높은 전단율에 의한 

전단가열이 발생하며 수지를 녹인다. 스크루 

회전은 또한 녹은 용융 필름을 긁어내며 용융 

수지를 멜트풀(Melt pool)로 밀어낸다. 이와 

같은 용융과정에서 주요한 2 가지 영향인자는 

배럴 히터온도와 스크루 회전속도이다. [3] 

일반적으로 용융 수지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배럴 히터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배럴 

히터는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간별로 

호퍼에서 노즐까지 서서히 높아지도록 온도를 

설정한다. 

Fig. 1 Barrel heaters 

 

3.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는 Arburg 사의 25Ton 유압식 

사출기(최대 사출압력 : 1570bar)이며, 스크류 

직경은 25mm 이다. 수지는 LG Chemical 사의 

ABS (Grade : HF380)를 사용하였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는 손에 잡고 

사용하는 K-type 온도센서를 사용하였다. 또한, 

온도 센서와 용융 수지온도 차이에 의한 온도 

측정 오차를 줄이고자 예열장치를 사용하였다. 

 

4. 온도 측정 실험 
 

스크류 회전속도와 배럴 히터온도는 수지 

생산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공조건의 범위 

내에서 각각 Low(L), Medium(M), High(H) 의 

스크루 회전속도와 배럴 히터온도가 용융수지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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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로 설정하였고 스크루 회전속도도 

3 단계로 설정하였다. 스크루 회전속도는 배럴 

벽면에서의 선속도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실험 조건은 Table 1. 과 같이 총 9 가지의 

변수가 된다. 배압은 2Bar 로 고정하였다. 

측정은 사출기 최대 계량치(49cm3)까지 

계량을 하고 퍼징(purging)을 실행하여 노즐을 

통과한 용융 수지의 가운데에 예열된 

온도센서를 찔러 넣은 후 가장 높은 값으로 

기록하였다. 각 실험 조건마다 총 5 번 측정 

하였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제외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Grade 
Screw speed 

(mm/s) 

Barrel Heater Temperature 

Rear-Middle-Front-Nozzle (°C) 

L 9.4 180-190-200-200 

M 14.1 190-200-210-215 

H 18.8 200-210-220-230 

 

Test Screw speed Barrel Temperature 

① L L 

② M L 

③ H L 

④ L M 

⑤ M M 

⑥ H M 

⑦ L H 

⑧ M H 

⑨ H H 

 

실험 결과 Fig. 2 에 나타난 것처럼 스크루 

회전속도 증가에 의해 용융 수지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높은 배럴 

히터온도 조건에서는 스크루 회전속도에 따른 

용융수지 온도 변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배럴 히터온도 조건에서는 스크루 회전수 

증가에 의해 다음 단계의 배럴 히터온도에 

가까운 온도 증가를 보였다. 모든 조건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설정된 계량부 온도보다 

수지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높은 배럴 

히터온도 조건으로 갈수록 계량부의 

설정온도와의 차이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서 낮은 배럴 히터온도 

조건에서 용융수지 온도에 대한 스크루 

회전속도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Melt temperature variation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크루 회전속도와 배럴 

히터온도 변화가 용융수지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스크루 회전속도는 배럴히터 온도가 낮은 경우 

용융수지 온도 상승에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조건에서 

계량부 설정온도보다 수지온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배럴히터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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