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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looks at plastic mold design for robots and mold manufacture, which is an injection mold branch
at The Korea-China-Japan University Grand Prize Contest. Product analysis and layout, molding analysis, and upper and
lower core design are carried out to design molds in 2D and 3D. After the design of the cores, NC machining software
is used for simulation before actual manufacture. Before the production of end-product, test injection is done to 
troubleshoot problems like bad dimensions, burr, cracks and stepped pu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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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2010년 4월 한국, 국, 일본 학생들이 참여하
는 제2회 한· ·일 학 형 그랑 리 회를 개최

키로 하고, 한· ·일 학생들이 제시된 제품도면을 
바탕으로 형을 제작하여 2010년 4월 14일부터 17
일까지 일본 인텍스 오사카 시장에서 개최되는 

'INTERMOLD 2010 JAPAN‘에 출 하게 되었다. 한
국, 국, 일본의 학에서 형을 공하는 학생
( 학원생)이 같은 주제를 기 로 형을 제작, 그 
성과를 2010년에 시 발표하기 함이다. 그리고 
형산업의 요성, 형제작의 흥미와 인식을 국제
으로 높이는 동시에 3국 학생의 기술향상을 도
모하고 학생들이 직  형을 제작토록 하여 아이

디어와 기술 수 을 겨루어 평가하기 함이며, 모
집부문  주제는 스 형 분야 (테스트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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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 형 분야(로  모형)로 나뉘어 졌다. 따라
서 공주 (KOMS - MOLD)조는 라스틱 형 분야

(로  모형)로 출 하 으며, 제품 도면에 맞추어 
형의 2D/ 3D를 설계하여 출품하 다. fig. 1에 3D 설
계한 제품을 나타내었다.

Fig. 1 3D shapes of product

2. 본론

2.1. 제품의 분석  이아웃

  처음 2D 제품도를 확인하고 형의 체 인 구

조를 잡기 한 분석을 했다. 제품의 구성은 머리, 
몸, 팔,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몸과 팔에 슬라이드 
코아를 사용하기 해서 방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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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균일한 압을 해 몸과 팔을 각선으로 치
시켰다.

2.2. 러   게이트 설정

  제품을 분석하고 Layout을 구성한 뒤 그 치에 

따른 러 와 게이트를 구성 하 다. 

 기본 인 부 에는 Fig 2와 같이 스 루에서 나오

는 수지가 제품 부 에 들어가는 속도를 조 하기 

해 크기가 다른 원형러 를 사용하여 수지 유동

성을 확보하고 가공성을 용이하게 하 으며 슬라이

드 코아가 들어가는 몸과 팔 부 는 사다리꼴 러

를 사용하여 슬라이드 코아 작동에 문제가 되지 않

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게이트는 제품을 취출했을 때 Flash가 생기

지 않도록 크기를 조 하 으며 Fig 3과 같이 반원

형, 원형, 사다리꼴 게이트를 사용하 다. Fig 4와 

같이 부품별 라인에 따른 빼기구배를 각 1˚씩 

주었다.

Fig. 2 Runner configuration
   

Fig. 3 Gate configuration

Fig. 4 Parts minus gradient

2.3. 성형해석

  제품을 분석하고 Layout을 구성한 뒤 MPA와 
Moldex 두 S/W를 가지고 충진시간, 수지온도, 사출
압력, 웰드라인, 에어트랩 등을 통해서 3D에서의 
형을 수정하여 실제 시 사출을 했을 때의 문제 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성

형해석을 하 다.

2.3.1. 충진시간(Fi ll ti me)

  충진시간은 시간에 따른 충진 패턴을 색깔을 이
용하여 나타낸 것 인데, 색깔의 간격이 좁은 역은 
넓은 역에 비하여 충진 속도가 느리고 그 지 않

은 곳은 상 으로 빠른 부분으로 해석된다.
  Fig 5를 보면 스 루에서 나오는 부분의 충진은 

느리지만 제품에서는 녹색으로 비교  일정하게 나

타났으며, 테두리를 감싼 러 에서는 빠르게 충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Filling time analysis

 2.3.2. 사출압력(Pressure drop)

  사출압력은 수지의 유동선단의 진행으로 발생하
는 사출압력 상승을 나타낸다. Fig 6에서 제품부
의 사출압력이 19MPa ~ 21MPa로 균일하게 가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Injection pressure

 2.3.3. 수지온도(Temperature part)

  수지온도는 수지가 제품 내부로 흘러갈 때 수지
의 그 유동선단의 온도이며, 사출속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Fig 7은 우리 제품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235℃ ~ 240℃로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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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lt temperature analysis

  2.3.4. 웰드라인(Weld li ne)

  웰드라인은 용융된 수지가 형의 캐비티 내에서 
분류되었다가 다시 합류하는 곳에 생기는 가는 선, 
즉 두 개 이상의 게이트가 있는 경우, 구멍  살 두
께 변화가 있는 곳에 발생한다. Fig 8에 나타난 웰드
라인의 경우 상코아에 가스빼기를 해주어 웰드라인

의 생성을 최 한 억제하 다.

Fig. 8 Weld-line analysis

2.3.5. 에어트랩(Ai r trap)

  에어트랩은 성형품의 내부에 생기는 공간으로 두
꺼운 부분에 생기는 진공 된 구멍 외부가 먼  고화

되고 내부는 서서히 고화되면서 생긴 체  감소 

상이며, Fig 9와 비슷한 부 에 형성되는데 원인으

로는 사출 압력이 낮거나 냉각 불균일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조는 수지온도를 낮게 하고 형온도를 
높여 에어트랩 발생을 최 한 감소시켰다.

Fig. 9 Air trap analysis

2.4. 상/하 코아 설계

 2.4.1. 측벽두께 계산

  측벽을 균일 등분포 하 을 받는 내다지보로 보

며 제품의 최외각의 가장 큰 치수로 상자형 Cavity
로 분류하여 계산했다.

  1) 깊이
성형압력을받는측벽길이




 

∴약이므로적용
  2) P = 성형압력(ABS소계 통상 성형압력) 
       = 300kgf/㎠
  3) A = Cavity 코아의 깊이 = 4.02㎜
  4) δ = 허용휨량 (0.03이상은 코아가 굽힐 시 
Flash가 발생할 수 있음)
       = 0.02로 지정
  5) 측벽두께

 


×
××

 


× ×

××
 

∴ 측벽두께를 0.64mm를 용했다.

2.4.2. 안 률 용

  반복하 과 정하 을 받는 물체는

1) 피로가 쌓여 실제 강도보다 낮은 힘에 괴 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2) 반복 인 사출압력을 Core와 Cavity가 받으므로 
반복동하 을 용 했다.
   따라서 안 률 5 를 용  측벽 최소두께 
   = 0.64mm X 5 = 3.2mm
  ∴ 측벽최소두께는 3.2mm 로 정하 다.

2.4.3. 상/하코아의 외형치수

1) 가공 시 엔드  삭력에 의한 응력이 작용하여 

코아 내부 응력이 쌓이게 된다.
2) 실제 설계과정에선 이보다 더 두껍게 설계한다.
3) 냉각라인, 볼트배치, 슬라이드 코아 치도 고려
하여야 하여,
제품의 가로 88.50mm ( +51.50mm ) x 세로 
68.50mm ( +51.50mm ) = 140.00mm x 120.00mm ∴ 

코아의 크기는 가로 140.00mm, 세로 120.00mm로 정
하 다.

2.5. Mold base 선정

  코아의 크기를 기본으로 하여 기신정기의 SC 타
입을 선정하 고, SC타입은 받침 이 없는 타입으

로 흔히 2단 형이라고도 한다. 체 인 크기는 

가로250.00㎜ × 세로300.00㎜ × 높이240.00㎜ 의 크
기이며, 이트의 두께는 fig. 11과 같다.

2.6. 개념설계 (주요부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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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에 평명도, 정면도, 측면도와 fig. 11에 트
리스트를 나타냈다.

Fig. 10 Floor plan, front, side
 

Fig. 11 Parts List

fig. 11 트리스트의 3, 4, 6, 7, 8번은 코아핀으로써 
팔이나 다리의 결합부분을 가공의 편의성  형

의 단가를 낮추기 하여 코아를 가공하여 쓰지 않

고 코아핀으로 체하여 제작했다. 그리고 11번, 12
번이 몸과 팔부  슬라이드 코아로 제품의 취출을 

쉽게하기 하여 설계했다. 19번과 20번은 스톱퍼로 
코아의 치결정과 슬라이드 블록의 이탈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2.7. 코아 N/C 시뮬 이션

  코아를 설계한 뒤 가공 에 S/W를 이용하여 fig. 
12~15와 같이 시뮬 이션을 하 다.

            

       Fig. 12 Core (upper)        Fig. 13 Roughing 

      

      Fig. 14 Simi-Roughing       Fig. 15 Finishing

                   (1㎛Ra이상, 거칠게 가공하는 것)

  한번에 매끄럽게 가공(정삭)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황삭을 마친 후 정삭을 한다. 
외 이 요하지 않은 경우 황삭만으로 가공을 끝

마치는 경우도 있다.  시뮬 이션을 하는 이유는 시

뮬 이션을 실행하여 가공 에 문제 을 미리 

악하여 가공을 했을 때의 오차를 최 한 이기 

함이다.

2.8. 설계도면(2D/3D)

  상코아와 하코아의 재질은 SKD61이며, 가로 
140mm × 세로 120mm이며, 높이는 상코아 25mm, 
하코아 30mm이다. fig. 16~17에 2D와 3D 도면을 나
타냈다.

                     Fig. 16 Upper Core  

      Fig. 17 Under Core 

2.9. 로  형의 가공  조립

2.9.1. 기계  NC 가공

  fig. 18에 형제작에 사용한 가공종류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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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achines and NC machining

1) NC 가공 : 치수에 맞게 몇 mm의 여유를 두고 코
아나 이트를 제작하기 해 사용했다.
2) 방  가공 : 코아를 NC로 가공할 때 미세한 부
는 방 을 이용하여 가공했다. 
3) 연삭 가공 : 이트나 코아의 공차와 면을 매

끄럽게 맞추기 하여 사용했다.

2.9.2. 부품 조립

1) 슬라이드 코아 (팔)
  팔의 슬라이드 코아로 몸과 체결되는 부 의 언

더컷을 만드는 슬라이드 코아이다. 코아와 블록의 
재질은 SKD61이며, 코아에 열처리를 해주었다. fig. 
19와 같은 슬라이드 코아는 이동성을 확보하기 
해 원형러 를 쓰지 않고 45˚ 각도로 쪽으로 사다
리꼴의 러 와 반원형 게이트를 사용했다.

(a) S/W를 이용한 2D/3D 설계 

(b) 조립하기 의 실제 슬라이드 코아
Fig. 19 Slide Core (ARM)

2) 슬라이드 코아 (목)
  Fig 20과 같은 몸의 슬라이드 코아로 로 의 목과 

체결되는 부 를 만드는 슬라이드 코아이다. 코아와 
블록의 재질은 SKD61이며, 코아에 열처리를 해주었
다. 코아의 크기는 제품의 양쪽 살 두께를 제외하고 
약간의 여유를 두어 비를 맞추고 목쪽 슬라이드 

코아 역시 45˚ 각도로 2.76mm 올린 사다리꼴의 러
 사용하여 이동성을 확보하 다.

(a) S/W를 이용한 2D/3D 설계

(b) 조립하기 의 실제 슬라이드 코아
Fig. 20 Slide core (Thu)

3) 몰드베이스
Fig 21에 몰드베이스를 나타내었다.

고정측        몰드베이스       가동측 
  Fig. 21 Mold base

2.10. 시사출 불량  책

2.10.1. 치수불량

1) 문제  : 치수 불량으로 인해 조립 시 머리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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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부 가 헐거워 쉽게 떨어지는 불량이 발생

하 다. (Fig 22)
2) 수정 : 머리연결부를 1.5mm → 1.65mm 로 변경
하여 크게 하고 몸연결부 쪽은 변경하지 않았다. 

   

         

     치수불량      Burr        Crack      단차발생

  Fig. 22 defective      

2.10.2. Burr 발생

1) 문제  : 상코아와 하코아의 가공 불량으로 인해 
Burr가 발생하 다. (Fig 23)
2) 수정 : 코아핀과 코아의 공차를 게 하고 사출
압을 게 하여 수정하 다.

Fig. 23 Burr

                

Fig. 24 Cracks

2.10.3. Crack 발생

1) 문제  : 수지의 잔류응력으로 냉각되면서 제품 
표면에 Crack이 발생하 다. (Fig 24)
2) 수정 : 코아핀과 코아의 공차를 게 하고 사출
압을 게 하여 수정하 다.

2.10.4. 단차 발생

1) 문제  : 상코아와 하코아의 가공불량으로 다리
에 단차가 생겨서 다리 조립 시 다리가 비틀어지는 

상이 발생하 다. 하코아의 다리를 잡아주는 돌기
부가 가공 락되어 미성형되는 상이 발생했다. 
(Fig 25)
2) 수정 : 상/하코아의 가공불량을 해결하고, 락된 
하코아의 돌기부를 가공했다.

 

Fig. 25 Not molded

3. 결 론 

      

1) 2D 형설계를 할 때 보다 3D로 설계함으로써 
실제 형상을 미리 확인하고 가공되었을 때의 형

상을 확인/수정 할 수 있었다.
2) 충진시간, 사출압, 수지온도, Weld line, Air traps, 
등을 유동해석 하고 3D 모델링을 함으로써 러

·게이트 부 선정, 러  크기결정, 부품의 배
열에 따른 형 수정 횟수를 일 수 있었다.

3) NC 시뮬 이션을 통해 가공상의 문제 을 찾아

내 수정하여 정 도를 높일 수 있었다.
4) 시사출시 치수불량, 버 발생, 크랙발생, 단차가 
발생하여 상, 하코어의 공차를 수정하고, 사출압
을 조정하 으며, 락된 돌기부를 가공하 다.

참고문헌

1) 신남호 , 2009, “사출성형 CAE 설계”, pp86 ∼ 

89.
2) 신남호 , 2008, “ 장 실무자를 한 사출 형 

설계”, 서림, pp65 ∼ 68.
3) (주)한국미스미, 2008, “ 라스틱 형용 표 부품”.

- 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