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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사출 산업에서는 정보화, 지능화의 도움

으로 사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비 측면에서는 사출기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사후처리를 하는 기존의 정비에 

비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상징후를 

탐지하여 성능고장을  예측하여 사전경고를 내려주

는 예측정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정비를 위해서는 장비 모니터링 시

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정 감시 및 제어 기능을 필요

로 하고 있다. 장비의 실시간 상태 감시는 센서정보

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품질과 관련된 파라미

터를 외부 센서나 측정에 의해 수집 가능하며 개별 

파라미터의 향후 추세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더욱

이    파라미터 셋의 패턴 조합 분석을 통해 사출품의 

품질 결과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출파라미터를 도출한 후 이들 파라미터 값을 수집

하여 향후 추세예측 모델을 도출해 본다. 향후 연구

로는  파라미터 조합이 사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는 예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2. 사출성형 시스템

사출 성형 공정은 최근 제품의 소형화, 고기능화

로 인하여 가장 급증하고 있는 산업으로, 단일 공정

만으로 높은 정밀도의 제품을 얻을 수 있고, 생산속

도가 빠른 반면 금형이나 성형기의 가격이 비싸고 

공정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사출성형기의 구조는 

Fig. 1과 같이 크게 형체 기구부와 사출 기구부로 구

성되어 있다. 
사출성형단계는 순서대로 가소화공정, 사출공

정, 보압공정, 형개공정, 돌출공정, 형폐공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먼저, 가소화공정이란 사출 Screw가 

이송 Screw로 기능하면서 회전운동에 의해 Hopper
에서 공급된 수지를 전방으로 이송한다. 

Fig. 1 Schematic Injection Molding 

이때 공급된 수지는 히터와 Screw에서 발생된 전

단열에 의해 가열, 용융된다. 둘째, 사출공정은 사출 

Screw가 Plunger로 기능하면서 용융된 수지를 

Nozzle을 통해 금형에 주입한다. 셋째,  금형에 충진

된 플라스틱 수지는  금형 내벽에서 열을 뺏겨 냉각 

및 고화되는데 이 냉각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며 이 

수축을 보충하기 위해 사출 Screw에 전진력을 주고, 
Nozzle에서의 압력을 일정시간 유지시켜 주는데 이

를 보압공정이라 한다. 넷째, 형개공정에서는 보압

공정 종료후 금형을 연다. 다섯째, 돌출공정에서는 

형개공정 종료후 금형내의 성형품을 기계적으로 돌

출하여 성형품을 취출한다. 마지막으로 형폐공정

에서는 금형을 다시 닫고 다음 성형 Cycle 이 시작된

다.
이러한 사출성형공정에 있어서 사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자는 쿠션값, Backflow, 온도

(금형, 배럴, 호퍼, 신린더, 온조기), 압력(보압, V-P압
력, Peak압력), 로봇의 진동 및 소음 등을 포함한다. 
이중 특히 쿠션값, Backflow, 보압, V-P압력 등이 사

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쿠션값과 V-P압력을 수집한 

후 LabView 모듈을 이용해서 이들에 대한 패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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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개발해 보기로 한다.

3. Watchdog Agent 환경에서의 예측모델 

 본 연구에서는 LabView 환경에서 구동되는 

Watchdog Agent를 활용하여 핵심 파라미터중에 

쿠션값과 V-P절환압력의 추세예측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1]. 향후 추세예측을 위해서 

Regression 분석을 통한 예측모델에 초점을 맞추

도록 한다[2]. 

  대상공정은 렌즈 배럴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현재 

FANUC Roboshot 2000i 50톤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수지는 PCGF 20% 이다. 아래 

Table 1에서는 V-P압력과 쿠션 파라미터에 대한 

Regression 모델에 대한 에러값을 보여주고 있다. 

V-P절환 압력의 경우 Polynomial 모델이 가장 적

은 에러를 보이고 있으며 쿠션 파라미터의 경우에

도 미세한 차이로 Polynomial 모델이 가장 적은 

SSE를 보이고 있다.  Fig.2에서는 쿠션값에 대한 

Polynomial Regression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쿠션에 대한 Polynomial Regression 모델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출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사

출 파라미터에 대한  추세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출품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라 품질이 달라

지는데 실험결과를 이용한 Watchdog Agent 기반

의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출품질과 파라

미터 조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Table 1. SSE for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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