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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uter code was developed to simulate all three stages of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filling, packing 

and cooling by finite element method.  The constitutive equation used here was compressible Leonov model. 

The PVT relationship was assumed to follow the Tait equation. The flow-induced birefringence was related to 

the calculated flow stresses through the linear stress-optical law. Based on the simulation, the Taguchi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injection molding conditions on the birefringence of a center gate disk. 

In addition, the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were selected to minimize the birefringence and the birefringence 

difference along the positions of th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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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스크의 학 특성은 장 데이터의 고정 , 

고 도에 큰 향을 주고 있으며 사출성형 공정에서

발생하는 복굴 은 학 성능을 좌우한다.  복굴

은 유동에 의한 부분과 열에 의한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유동에 의한 복굴 은 비티의 충 과정 동

안 발생하며 분자배향 체인을 생성하는 단응력

법선응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열에 의한 복굴

은 도와 수축의 불균형 변화와 유리 이 온도를

통한 불 균일 냉각에 의하여 발생한다.

유동에 의한 복굴 해석을 하여 많은 연구자들

이 Leonov 모델을 용하 다
[1~3]. Isayev와 Hieber[1] 

는 평 사이에서 Leonov모델을 도입하여 충 과

냉각과정에서의 복굴 을 측하 다. Kwon 등[4,5] 

는 유한차분법을 사용한 수치해석 시스템을 개발하

고, 디스크에 한 복굴 의 분포를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앙게이트 방식 디스크의 사출성

형 과정(충 , 보압 냉각)에 하여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수치해석 로그램을 통하여 복굴 을 시뮬

이션 하 으며, 이때 사용한 구성방정식은 압축성

Leonov 모델[6,7]
이었다. PVT 계는 Tait 방정식을

사용하 으며, 디스크의 유동에 의한 복굴 을 해석

하고, 해석결과는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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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해석 인 방법에 기 하고 실험계획법을

용하여 사출성형 공정조건이 복굴 에 미치는 향

을 연구하 으며, 복굴 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공

정조건을 도출하 다.

2. 굴절 해석

사출성형 공정해석에서 사용된 구성방정식은

Leonov 비선형 탄성 모델이며, 이때 응력은 다음

식(1)과 같이 속도구배로 표 될 수 있다.  





∇

∇  






            (1)

여기서 는 압력, 는 0~1 사이의 유변학 물성

치, 그리고 와 는 각각 모드에서의 단 도

와 이완시간이다. 그리고

  는 Leonov 모델에서

모드에 한 탄성 변형율 텐서이며, 다음의 식(2)

로 표 될 수 있다. 






∇

∙



∙∇







∙




 (2)

식(1)과 (2)로 표 된 구성방정식을 용하고 연속

방정식, 운동량방정식, 그리고 에 지방정식을 풀기

하여 제어체 에 기 한 유한요소법이 용되었으

며 선형 보간함수를 갖는 삼각형 요소가 사용되었

다. 참고문헌[8]
에 자세히 언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탄성 변형율텐서와 함께 1

차 법선응력 차이(  ) 단응력( )을 구

할 수 있다. 

결국  평면에서 유동에 의한 복굴 은 다음 식

(3)의 응력 법칙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
   

  
                   (3)

여기서 
은 수지 용융상태에서의 응력 계수를

나타낸다.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측된 복굴 결과는

Yoon[9]
의 실험결과와 비교되었다

[8]. 이때 사용된 수

지는 폴리스티 (Styron 615 APR/DOW)이며, 용

상은 직경과 두께가 각각 10.16cm, 0.2cm인 디스

크로서 게이트의 치는 앙게이트 방식으로 하

다. 공정조건은 수지온도 225℃, 형온도 40℃, 그

리고 유량은 23.8 이었다. 디스크의 모델링에

서는 Fig.1과 같이 칭성을 고려하여 184개의

과 315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¼ 디스크로 모델링하

다.

보압 15MPa을 작용하 을 경우 냉각이 종료된 이

후 r=1.79cm 지 에서 두께별 복굴 분포에 한

해석과 실험결과는 Fig.2에서 비교되고 있다. 해석

실험에서 나타난 첫 번째 피크는 보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두 번째 피크는 1차 충 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크값의 크기는 실험에 의한 측정

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고 있으며, 피크 치는 약

7%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석

결과에서 복굴 의 최소값이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

이는 것은 해석에서는 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복굴

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1 The finite element mesh

 

Fig. 2 Simulated and measured gapwise distribution 
of birefringence at the end of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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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계획  적용

3.1 공정조건이 굴절에 미치는 영향

복굴 은 학부품에 있어서 각종 수차를 유발하

고 학품질을 좌우하는 요한 요소이지만 실험

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1차 으로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

여 복굴 을 측하고,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

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 결과의 유용성을 검증

하 다
[8]. 이러한 검증결과를 기 로 해석 인 방법

을 용하며, 복굴 을 최소화하고 균일화하기 한

공정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실험계획법을 사용하

다.  

성형조건과 복굴 의 계 규명 최 화에 사용

될 실험 방법은 실험횟수를 최소화하여 시간과 경제

부담을 여야 하며, 실험에서 결정되는 성형조

건이 잡음에 하여 강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한 표 인 실험계획법

으로 다구 방법을 사용하 다. 

사용된 수지 용 상은 에서 해석결과 검증

을 한 것과 동일하며 최 의 공정조건과 비교하기

한 기존의 공정조건으로는 참고문헌
[8]
의 조건과

동일한 형온도 40℃, 수지온도 225℃, 유량 5.95㎤

/s, 보압시간 6 그리고 보압크기는 15MPa 이었다. 

복굴 해석에 사용된 제어인자는 그 향이 클

것으로 상되는 형온도, 수지온도, 유량, 보압시

간, 보압크기 등 5가지 사출조건이며, 각 인자에

하여 3수 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인자와 각

각의 수 은 Table 1과 같다.

다구 방법의 L18 직교배열표에 따라 18번의 사

출성형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복굴 의 크기를 계

산하 으며 망소특성으로 간주하여 다음 식(4)에 따

라 SN비를 계산하 다.

 log



  




                          (4)

여기서 는 각 실험별 SN비 값이며 는 각각

의 번째 실험에 하여 Fig.1에서 나타난  지 에

서 계산한 평균 복굴 값이다. 일반 으로 복굴

의 크기는 게이트 치에서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갖

는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조건이 치에 계없이

체 인 복굴 크기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

하여 측정 치를 잡음인자로 처리하 으며, 이를

하여 SN비 계산시 각 치에서의 복굴 크기를 평

균하 다. SN비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Factors and levels used in experiments 

factors unit
level

1 2 3

A. Mold temp. ℃ 40 50 60

B. Melt temp. ℃ 205 225 245

C. Flow rate  4.95 5.95 6.95

D. Packing time sec 5 6 7

E. Packing pres. MPa 10 15 20

Table 2 SN ratio for birefringence

서로 다른 인자들이 복굴 에 향을 주는 효과는

Table 1에서 나타낸 각 인자수 에 해 SN비로부

터 단할 수 있다. 이 상 효과는 분산분석

(ANOVA)을 통하여 잘 악할 수 있으며, 이들 값

들은 다양한 들의 세기와 유사한 것으로, SN비를

변동시키는데 있어 인자사이의 상 요성에

한 척도가 된다. 복굴 복굴 차이에 한 인자

수 별 평균을 도시하면 각각 Fig 3, Fig 4와 같다.

복굴 의 크기와, 복굴 차이에 가장 향을 많

이 주는 공정조건은 수지온도(B)와 보압시간(D) 그리

고 보압크기(E)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수지온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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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캐비티 내에서 수지 도가 낮아지고 잔류응

력 분자배향이 감소되어, 결과 으로 복굴 의

크기 균일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단된다. 한

보압유지시간이 짧고 보압크기가 작을수록 복굴 을

감소시키고, 그 차이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최 의 인자수 조건은 복굴 최소

화, 균일화의 경우 모두 A3B3C3D1E1 이 될 것이다. 

기존공정조건은 A1B2C2D2E2에 해당되므로 가법모델

에 의한 추정으로 기존공정조건
[8] 최 조건에

한 SN비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

      

                          (6)

기존 공정조건
[8]
에 비해 최 공정조건을 용한

경우 복굴 의 크기는 4.145 dB, 그리고 복굴 차이

는 5.543 dB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Fig. 3 SN ratio graph for birefringence

 

Fig. 4 SN ratio graph for birefringence difference

3.2 굴절 분포

다구 방법을 용하여 복굴 의 크기와 복굴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최 공정조건인 A3B3C3D1E1 

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충 과정에 한 시

뮬 이션 결과 여러 반경 치에서 두께에 따른 복굴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최 조건을 용한 경우 기존조건
[8]
에 비하여 복

굴 의 크기가 약 1/2 정도로 크게 감소하 으며, 

치별 복굴 의 차이도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a)

(b)
Fig. 5 Predicted gapwise distribution of birefringence 

at various radial position at the end of filling 

under (a) reference conditions[8]  and (b) 

optimized conditions

한 흥미 있는 사실은 기존 조건의 경우 복굴

의 최 지 이 z/h≒0.7~0.8인 반면 최 조건의 경

우에는 z/h≒0.8~0.85 사이에서 최 값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최 공정조건의 경우는 기

존조건에 비하여 사출온도와 형온도가 높기 때문

에 고화층 두께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단된

다.

충 과정을 포함한 보압과정까지의 여러 반경 치

에서 두께에 따른 복굴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Fig.6과 같다. 최 조건의 경우는 기존조건
[8]
에 비하

여 첫 번째 발생하는 최 값이 약 40% 정도로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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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별 복굴 차이도 크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사출온도 형온도가 높다는 이유이외

에 보압유지 시간과 보압의 크기가 상 으로 작아

추가 인 유동효과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a)

(b)

Fig. 6 Predicted gapwise distribution of birefringence 

at radial position at the end of packing under 

(a) reference conditions[8] and (b) optimized 

conditions

보압이 없는 상태에서 냉각과정까지의 여러 반경

치에서 두께에 따른 복굴 분포를 비교한 그래

는 Fig.7과 같다. 충 과정이후 냉각되면서 유동으로

인한 복굴 은 디스크의 심부에서 분자배향의 빠

른 이완 때문에 0 임을 알 수 있다. 

(a)

(b)
Fig. 7 Predicted gapwise distribution of birefringence 

at various radial position at the end of 

cooling with no packing under (a) reference  

conditions[8] and (b) optimized conditions

특히 Fig.7에서 최 조건의 경우 최 복굴 은

기존조건에 비하여 ½이하로 감소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게이트에서 멀어짐에 따라 최 값의 치는

벽면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Fig. 8 Predicted gapwise distribution of  birefringence  

at various radial position at the end of 

cooling with packing under (a) reference  

conditions[8] and (b) optimiz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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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압과정을 포함한 냉각과정까지의 여러 반경 치

에서 두께에 따른 복굴 분포를 비교한 그래 는

Fig.8과 같다. 최 조건을 용한 경우 복굴 의 최

치는 기존조건에 비하여 1/3 정도로 크게 감소되

고 있으며, 치에 따른 복굴 차이도 매우 작아

비교 균일한 복굴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

출온도 증가, 보압시간 보압크기의 감소 향으

로 보압에 의해 발생하는 복굴 크기와 1차 충 에

의하여 발생하는 크기가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결 론

사출성형 디스크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복굴 을 계산하 다. 해석결과는 실험에 의한 측정

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 으며, 해석결과를 기 로

실험계획법을 용하여 사출성형 조건이 복굴 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 복굴 의 최소화 균일도

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최 의 사출성형 조건을 도

출하 다. 디스크의 복굴 에 향을 크게 주는 사

출성형 조건은 수지온도, 보압시간, 보압크기의 순서

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계획법에 의하여 도출한 성

형조건을 용한 경우 기존조건에 비하여 보압에 의

한 복굴 은 1/3, 1차 충 에 의한 복굴 은 1/2 정

도 감소하 으며, 치에 따른 복굴 차이도 크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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