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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 type WDM 박판 케이스의  
최적 금형설계 및 사출성형 기술개발

Development of Injection Molding Technology and Optimum Mold Design 
for AWG type WDM Shee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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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각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위한 광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인 가입

자 댁내까지 광케이블로 광통신망을 연결하는 

FTTH(Fiber to the Home)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

트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광대역 통합망 기술 발전

에 따라 광 가입자망의 폭발적인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광대역 통합망 구축에 소요되는 광통신 부품

들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파장 분할 다중화 소자(WDM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는 하나의 광도파로 내에서 

다른 파장을 갖는 신호를 다중화 하여 전송하고, 
수신단에서 파장에 따라서 신호를 분리(역다중화)
함으로써, 광섬유의 전송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

록 하는 전송방법을 적용한 광 부품을 말하며, 최근 

WDM 기술은 광통신시스템에서 전송용량을 증가

시키기 위한 가장 기대되는 기술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까지 광통신용으로 개발된 WDM 기술은 

주로 프리즘이나 회절격자, 유전체 다층필터 등 

각종 미세 광부품을 이용한 미세광학 WDM과 용융

형 광섬유 커플러 기술을 이용한 WDM 광섬유 

커플러, 평판상에 형성된 PLC 등이 있으며, 그 중 

AWG의 경우 다수개의 WDM을 동일 기판상에 집

적 할 수 있으며 채널 주파수나 채널의 대역폭 

등의 조절이 가능하고 Fabry-Perot형 광필터 등의 

다양한 광소자의 집적성 및 공간상에서 할 수 없는 

고회절 차수(50차 이상)를 이용하여 분해능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서 고속 광통신용 고밀도 

WDM의 제조에 응용되고 있으며, 안정성, 고성능 

및 소형화가 가능하며, 낮은 삽입손실, 설계유연성, 
고신뢰성 및 높은 재현성 때문에 WDM 광소자를 

제조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 이며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화 소자

(DWDM)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통신 시스템에서 전송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Arrayed Waveguide Grating(AWG) typ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WDM)의 급속히 증가하는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복잡한 셋팅의 기계가공, 
샌딩 등의 여러 공정에 의해 1일 30set 정도로 제작

되어지던 AL 재질의 박판 하우징을 Glass Fiber가 

함유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적용하여 대량생

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성형해석 및 최적 사출성

형조건을 도출하였다.

Fig 1. Traditional process of WDM(top) case and 
improved process(low)

2. 실험

PBT는 화학적으로는 Poly-butylene terephthalate
라고 하는 결정성 플라스틱으로, 강성이 뛰어나며 

마모가 적고, 특히 높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치, 소켓, 컴퓨터 부품, 커넥터 등 전기

ㆍ전자분야나 광통신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

므로 본 연구에 적용하여 수축률 선정, 성형해석 

등을 실시하여 최적사출조건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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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re-

sult/Gate Type

Side

Gate

1point

Pin-point

4point

Pin-point

Injection pres-

sure(Mpa)
76.54 113 73.31

Deflection(mm) 0.93 0.69 0.58

shrinkage(%) 8.18 11.75 7.93

Clamp force(t) 66 106 56

2. 1 G/F 강화율 선정

PBT와 같은 결정성 수지인 경우는 결정의 녹는 

온도에서 체적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비결정성 

수지에 비해 수축현상이 크고 열 변형온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광부

품에는 다소 불충분하여 일정량의 Glass Fiber를 

첨가하여 강성을 보강하여야 하며, 정확한 수축률

의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조

사 및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30%의 강화율과 0.17%
의 수축률을 적용하였다.

2. 2 성형해석을 통한 제품설계 및 금형설계

NX_8.0, AutoCad_2012 등을 이용하여 성형 수축

률, 얇은 살 두께, Lib부위 수축불량 등 기계적 메커

니즘을 고려하여, Fig. 2와 같이 제품설계 실시하였

으며, 게이트의 최적설계를 위해 Autodesk社의 

Moldflow를 사용하여 게이트 방식, 게이트 수에 

따른 비교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수지

는 LG社의 LUPOX(GP2300)를 적용하였으며, Table 
1은 성형압력, 변형량, 체적수출률, 클램프포스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변형량, 성형압력이 가장 적은 4점 Pin-Point 방식의 

1×2 cvity의 패밀리 금형을 설계하였다.

Fig 2. Design of AWG type WDM sheet case

Table 1 Comparison of analysis data on gate type

2. 3 금형제작 및 시험사출

 CNC WEDM, CNC J/G 등의 고정밀 장비를 활용

하여 주요코어 및 금형을 제작하였으며, 원활한 

가스빼기를 위해 상ㆍ하코어에 Air_vent를 가공하

였다.
성형해석에 의해 도출된 공정조건을 바탕으로

Smitomo社의 SD-100(100 ton) 모델인 전동식 사출

기로 시험사출을 실시하였으며,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사출기의 사양에 최적화 하였다.

Table 2 Optimum condition of injection
Ijection Velocity(mm/s)

V5 V4 V3 V2 V1

18.0 35.0 40.0 45.0 75.0

Ijection Position(mm)

S5 S4 S3 S2 S1

35.0 40.0 45.0 58.0 6.0

Packing Pressure(Mpa)

P4 P3 P2 P1

80 75 70 65

Packing Time(s)

T4 T3 T2 T1

5 5 5 5

Nozzle Temp.(℃) Fill Time(s)

250 5.50

Mold Temp.(℃) Cooling Time(s)

60 20

M. Distance(mm) Cushion(mm)

77.0 3.0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광통신 시스템에서 전송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AWG type WDM Case의 기존 알루미늄 재질의 

가공에 의한 방식을 사출성형 방식으로 전환하였

으며, 제품의 총 Cycle time은 약 50초로서 1일 8시간 

기준 500set 이상 생산이 가능하므로 기존 30set 
대비 약 1600%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완제품인 40chanel AWG Module을 제작하여 

Temperature cycling 신뢰성 시험 및 공정능력을 

분석한 결과 삽입손실 2.75~4.14dB(요구 스펙 5dB 
미만)의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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