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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uble-color Injection molding machine is the assembly of many kinds of mechanical, fluid power 
part and electric electronic control system. From in these, fluid power is a part where becomes the first core of 
this machine. Fluid power systems of double-color injection molding machine are modelled and analyzed using 
a commercial program AMESim. Partial system models which is divided according to functional operation are 
made and its analysis results shows how design parameters work on operational characteristics like pressure, 
flow rates, displacement at each node and so on. Analysis modeling and compared the data which gets from 
experiment and the analysis result which has a reliability got data. The results made by analysis will be used 
design of fluid power circuit for developing a double-color injection molding machine. 

장주섭(교신 자): 경원 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E-mail: jsjang@kyungwon.ac.kr, Tel: 031-750-5652

1. 서  론

사출성형기나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압시스템

은 제어가 용이하고 동력밀도가 높은 장점으로 인해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동력을 필요

로 하는 기계 장치에 폭 넓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

다.1-7) 그 중 이색 사출성형기의 유압시스템을 해석하

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압 부품에 대한 모델링을 완

성하여야 하고, 개발된 부품 모델링에 대한 신뢰성은 

부품제작업체에서 실시한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를 통

하여 그 유효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1-2) 하지만, 부
품제작업체의 데이터는 유압부품이 가지고 있는 성

능에 대한 모든 특성을 기술하지는 않으며, 특히 사

출성형기 전체 유압시스템에서 각각의 유압부품이 

발휘하는 성능 특성을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 

완성된 이색 사출성형기 제작초기에 실험을 수행하

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 

해석 모델과 비교 검토하였다. 
전체 유압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그 특성상 시스템

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각각의 설계 변수에 대응하

는 물리적인 특성 값을 알 수 있는 모든 실험을 하기

는 시간적으로나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에서는 계산이 

가능한 모든 영역과 모든 설계변수에 대한 물리적 

특성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한

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해석 모델의 유효성

을 높이고, 사출성형기 유압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

여 향후 설계시 신뢰성이 높은 해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개발하고 

있는 모델 LGH100D의 이색 사출성형기에 대하여 유

압시스템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을 수행하고 그 비교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하여 궁극적으로 설계 초기단계에서 개발품의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2. 이색 사출성형기의 유압회로와 구성 시스템

개발 대상인 이색 사출성형기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많은 유압 부품으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

한 장치이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유압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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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draulic circuit of a double-color injection molding machine

대한 해석 모델링과 주요 작동 특성에 따른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자료에서 일부 표현

되어 있으나1) 실험과의 비교검토가 미흡한 사항이다. 
또한 이색 사출성형기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장치

의 일부 변경하여 개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크게 금

형 개폐부문, 회전 테이블부문, 이색 사출부문, 유압

공급 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하여 부문

별로 나타내고자 한다.

3. 형 개폐 부문에 한 고찰

금형 개폐 행정을 제어하는 유압부의 회로는 Fig. 
2에 자세히 나타낸 것과 같이 클램프 실린더(clamp 
cylinder)를 제어하는 회로이다. 그림에서 오른편 하

단은 사판식 유압펌프에서 공급되는 유로가 연결되

어 있고, 중앙부 하단에서는 정용량형 기어펌프에서 

공급되는 유로가 연결된다. Fig. 3 클램프 실린더를 

해석하기 위한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Fig. 4는 이색 사출기의 금형  계폐 행정시에 측정

한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 y축에는 유압회

로도에서 클램프  측의 압력을, 오른쪽 y축에는 클램

프 실린더의 위치 및 펌프 및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

어신호를 나타내었다. Fig. 4에서 표현하고 있는 각 

신호는 사출기를 제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Table 1
에 나타내었다. Fig. 4에 나타낸 시험 결과는 측정 시

간을 20초로 하였으며, 초당 100개의 샘플을 계측하

여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이번 논문에서의 실험 시간 

및 샘플 계측은 동일하게 하였다. 

Fig. 2 Hydraulic circuit schematic diagram of 

clamp cylinder control part

Power source part

Double-color injection part

Die clamp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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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modelling for clamp subsystem

Fig. 4 Test results of clamp operation

Table 1 Sensor & control signal of clamp test

axis Label Mean

Left 
Y

11a 11a port pressure
3a 3a port pressure
4a 4a port pressure

21a 21a port pressure

Right 
Y

MP Mold position sensor
RV Rear Pump control signal
M1 Comnica 12 control signal
FV Front Pump control signal
18 18 valve control signal
17 17 valve control signal
11 11 valve control signal
19 19 valve control signal

3.1 형 닫힘 행정의 실험과 해석결과의 비교 

검토

Fig. 5는 Fig. 4의 실험결과의 일부로 금형을 닫는 

행정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제어와 계측은 0.5
초 후부터 두개의 사판식 유압펌프에 최고유량을 공

Fig. 5 Test results of clamp closing process  

Fig. 6 Displacement of clamp cylinder(closing)

급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11번 솔레노이드 밸

브가 On 된다. 그러면 클램프 실린더는 최고 속도로 

금형을 닫고 계측시점 약 1.7초 이후부터 닫는 속도

를 서서히 줄이면서 충격 없이 금형을 완전히 닫는

다. 금형이 완전히 닫히면 18번 솔레노이드 밸브를 

On하여 클램프 실린더내의 프리필(prefill) 밸브를 닫

고 클램프 실린더내의 압력을 올린다. 그림에서 솔레

노이드밸브들의 입력신호와 클램프 실린더의 변위를 

좀 더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오른쪽 축의 표시범

위를 조정한 그래프이다. 실재 클램프 실린더의 변위

는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다. Fig. 6에서 변위가 0일 

때 금형이 완전히 닫힌 경우이며 금형이 완전히 열

렸을 때는 507mm이다. 그러나 Fig. 5에서 클램프 실

린더의 변위는 위치 센서의 출력신호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금형의 위치에 대응하여 표현하기 쉽기 때문

이다. 
Fig. 6에는 클램프 실린더의 변위를 해석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함께 표시하였다. 실험결과에서는 

금형을 닫는 행정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부드러운 곡

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해석결과에서는 다

소 거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art 1의 펌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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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part 12의 비례제어식 유량제어밸브(comnica 
valve)의 저 유량구간에서의 제어특성이 실제 물리시

스템과 해석모델이 일치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로서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펌프와 비례제어

식 유량제어밸브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과 클램프 실

린더의 내부구조에 바탕을 둔 모델 보완을 하여야만 

일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유량 제어구간에서

는 고유량 제어구간에 비하여 사양곡선과 차이점이 

큰데1) 이는 비례제어식 유량제어밸브의 유량제어 스

풀의 edge형상에 대한 특성 반영과 관련된 문제로서 

판단된다. 또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클램프 

실린더의 마찰 특성과 금형의 관성을 포함한 클램프 

실린더의 관성특성에 대한 입력 값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형을 포함한 클램프 실린

더의 관성의 크기에 대해서는 도면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실린더와 금형의 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대략적인 추정을 통하여 입력하였다. Fig. 7에 

나타낸 점성 마찰, 쿨롱(coulomb) 마찰 등의 마찰 변

수에 대해서는 추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경험적으로 입력하거나 마찰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별도의 실험을 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험적인 

추정치를 입력하고 실험결과를 통하여 보정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전체 시스템에서 다른 부

품의 영향과 중첩되어 순수한 마찰 변수를 찾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정치와 실제치의 오차도 

검증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클램프 실린더

의 마찰 특성을 명확화하기 위한 실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만약 펌프와 비례제어식 유량제어밸브의 

부품실험을 통하여 이들의 신뢰도만 향상시킨다면 

클램프 실린더의 마찰 변수에 대한 추정치의 신뢰도

를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Fig. 8은 실험 결과인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은 

조건으로 해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11a, 3a, 4a, 
21a port의 압력에 대하여 해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Fig. 5와 비교하여 보면 각 밸브의 스위칭으로 인

해 발생되는 동특성이 시험결과와 약간씩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2 실험결과에 근거한 펌  해석 모델 변경

펌프는 내부에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스

템의 동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 중 하나

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하지만 시

스템 전체의 유압시스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과제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펌프의 특성

을 잘 반영하면서 간략화된 모델링을 개발할 할 필

요가 있다.1) 그러나 실험 결과 3a port의 압력 변동을 

나타낸 Fig. 5에서 보면 저주파의 압력맥동이 관찰되

었다. 이러한 저주파의 압력맥동은 내부에 관성이 큰 

유압요소가 과도한 입력에 반응하여 진동하는 형태

로서 관로상의 맥동이나 밸브에서 스풀의 진동보다 

주파수가 낮은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사판식 유압피

스톤 펌프의 동특성으로 판단되어 Fig. 9와 같이 이

차 지연모델을 추가하여 사판의 동적특성을 반영하

여 모델링하였다. 

Fig. 7 Parameter input window of clamp cylinder 

mechanical property

Fig. 8 Analysis results of same control input of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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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imulation model of modification pump

Fig. 10 Section drawing of clamp cylinder

3.3 클램  실린더의 해석 모델 변경

클램프 실린더 모델은 Fig.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큰 클램프 장력을 발휘하면서 금형의 개폐시간을 최

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스터 실린더와 프리필 

밸브를 갖춘 복잡한 구조의 실린더이다. 특히 부스터 

실린더와 메인 실린더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Fig. 11 Simulation model of modification clamp 

cylinder  

Fig. 12 Test results of clamp opening process

Fig. 13 Simulation results of clamp opening process

그 사이에서 누유를 표현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였

고, 단품 모델을 구축할 시에는 누유특성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해

보니 누유특성을 고려한 것과 하지 않은 것1) 사이에

는 상당한 결과차이를 보였다. 한편 프리필 밸브의 

전환에 따른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하여 프리

필 밸브와 메인실린더 하우징 사이의 모델을 개선하

였다. 개선한 모델은 Fig. 11과 같고 모든 해석결과는 

누유특성을 고려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3.4 형 열림 행정의 실험과 해석결과의 비교 

검토

실험결과 중에서 금형의 열림 행정에 대한 실험결

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Fig. 12와 같다. 금형의 열림 

행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7.3초 구간에서 클램프 실

린더의 압력 빼기를 시작하고 프리필 밸브로 가는 

압력을 제어하는 part 18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off 되
면 프리필 밸브가 뒤로 빠지면서 7.8초 부근의 구간

에서 클램프 실린더내의 압력이 빠지게 된다.
동시에 part 11, part 17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on 되

어 클램프 실린더는 뒤로 밀리게 된다. 
Fig. 12는 클램프 실린더의 변위를 나타내는 위치 

센서의 신호(MP), 솔레노이드 신호 등의 표시를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도록 Fig. 4의 오른쪽 Y축의 크기를 

조절하여 나타낸 것이다. 금형 열림 행정이 일어나는 

구간인 7초에서 11초간의 4초 동안 해석을 수행하여 

각 포트에서의 압력을 도시한 결과는 Fig. 13과 같다. 
실험과 해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각 솔레노이드 밸브

가 On, Off로 전환되는 구간의 동적특성이 일치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나 전반적인 결과는 비슷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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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해석결과에서 급격하게 압력치가 변하는 

부분이 다소 발견되었으나 실험결과에서는 각 유압

요소의 댐핑(damping) 효과, 센서 신호의 검출 능력

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소 부드럽게 표현되었다. 

Fig. 14 Displacement of clamp cylinder(clamp 

opening process) 

Fig. 14는 금형의 열림 행정 중에 클램프 실린더의 

위치 변화를 실험 결과인 Fig. 4와 같은 시간을 X축

으로 대입하여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보면 금형 열림 행정의 초기와 말기에 

있어서 해석결과는 다소 급격한 특성을 보이고 있지

만, 실험결과는 부드럽게 가속, 감속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석모델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마찰 등의 변수를 잘 선택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출 부문에 한 고찰

Fig. 15에 나타낸 시스템의 회로도에서 사출기는 2
개의 사출부를 가지고 있다. 사출부는 비례제어식 압

력제어밸브로 제어하는 동일한 유압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part 22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off 함으로써 

사출 행정시에 2개의 가변유량 사판식 펌프가 각각

의 사출부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게 되어 있다. 
사출부의 사출행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결과를 

Fig. 16에 나타냈으며, 센서의 위치 및 제어밸브의 특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어신호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Fig. 17은 사출부의 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사

출실린더의 왼편에 사출저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며, 오른편에 이동 실린더를 함께 모델링하였

다.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각 두개의 사출부 중 하나

의 사출부 만을 모델링하였으며, 각 사출부는 독립적

인 펌프로 작동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하였다. 

4.1 사출 행정에서의 실험과 해석결과의 비교

사출행정을 나타내는 실험결과 Fig. 16에서 보면 

실험시간 2~4초간의 사이에 7B 솔레노이드가 on되어 

실린더가 뒤로 후퇴하였다가 7A의 솔레노이드 신호

가 On되어 사출실린더를 움직이고 있다. 사출실린더

에는 수지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

에 4~6초 구간동안 낮은 사출압력을 보이다가 6초 

구간에서 사출실린더가 끝단에 이르자 1A port의 압

력이 상승하였다. 이때 압력은 비례제어형 압력릴리

프 밸브 part 5에서 제어된다. 제어신호는 0~1000mA
범위로 최대 제어범위는 part 5가 제어할 수 있는 최

대 압력 175 bar에 해당하는 값이  1000 mA이기 때

문에 700 mA일 때는 122 bar로 측정값과 거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5 Schematic drawing of injection system 

Table 2 Sensor & control signal of injection 

system test

Axis Label Mean

Left 
Y

3A 3A port pressure
1A 1A port pressure
14 14 port pressure
5A 5A port pressure

Right 
Y

4A 4A port pressure
RV Rear Pump control signal
PG Part 5 control signal
RE Rotary encoder output
7A Part 7 control signal(A)
7B Part 7 control signal(B)
6 Part 6 control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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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nalysis model of total system                                             

Fig. 16에 나타낸 실험의 입력신호를 바탕으로 하

여 해석한 결과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Port 1A에서 

의 압력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은 실험결과와 비슷

하게 나타났지만 실린더의 마찰특성이 양 끝단에서 

달리 나타나 압력상승특성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

다. 사출실린더의 후퇴시에 압력상승을 보이는 port 
3A의 압력은 해석결과에서도 해석시간 2~4초 사이

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port 14의 압력은 릴리

프 밸브 part 19B에 설정한 바와 같이 50 bar로 일

정하게 나타났다. 실험에서는 릴리프 밸브의 압력

설정이 다소 다를 수 있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

다. Port 5A압력은 사출 스크류를 회전시키는 유압

모터의 작동이 정지되어 있어 거의 0 bar로 일정하

게 나타났다. 

Fig. 16 Test results of injection system shown 

injection process

Fig. 17 Analysis model for injection system

Fig. 18 Simulation results of inj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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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시스템에 한 검토

본 연구에서 실험은 전체 이색 사출성형기에서 수

행하였고, 각 부문에 중요 port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센서의 개수와 입력 채널수의 한

계 때문에 모든 포트의 압력을 모니터할 수는 없었

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해석결과도 많은 모델로 

조합된 복잡한 것이라 해석시간이 많이 걸렸다. 실제 

해석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는 각 부문 시스

템의 해석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전체 시스템의 해석

결과는 아주 짧은 시간(2초 이내) 동안의 각 부문 시

스템의 영향을 살펴볼 때 활용할 수 있다. Fig. 19는 

전체 시스템 모델을 나타낸 화면으로서 각 부문 시

스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에 수립한 해석모델을 이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실제 시작 사출성형기에서

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기존의 모델을 실제 물리 

시스템에 더욱 근접하게 해석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유압 성능을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클램프 실린더 부문, 회전 테이블 부문, 사출부

문 등의 각 시스템의 실험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2) 해석모델의 각 부품의 선정과 배치, 변수의 설

정 등을 수정하여 실제 실험결과에 근접하는 해석결

과를 도출하였고, 신뢰성이 향상된 모델을 만들었다. 
3) 카탈로그의 사양자료를 토대로 한 모델은 정특

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실제 실험결과와는 정적으

로는 일치하나 동특성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4) 카탈로그 및 부품업체의 자료만을 활용한 경우

는 부문 시스템, 전체 시스템의 해석의 신뢰성을 만

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연
구 기획 단계에서 단품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품 레벨에서의 확인 실험이 있었어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

산 및 연구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이 단계를 건너뛰

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 진행 단계에서 지금까지 데

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신규로 적용하는 중요 유압부

품에 대해서는 업체에서의 자료만 의존할 것이 아니

라 단품레벨에서의 특성실험을 수행하여야만 모델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

압부품에 대하여 단품레벨의 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

리에 따라 연구기획 단계에서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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