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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flow사의 CAE 해석 프로그램인 MPI (Moldflow Plastics Insight)를 이용하여 PP (polypropylene)에 talc 20%가 들어간 

수지를 사용한 자동차 공기 청정기 상부 덮개의 최적 공정을 찾았다. 핀 게이트가 하나인 기존 시스템을 CASE-1, 두 개로 

새로운 공정을 CASE-2로 디자인하여 두 공정에 대한 유동 발란스 등을 비교하였다. CASE-2는 충진 시간이 더 짧아 생산성

과 공정성의 향상이, 유동성과 부피수축율이 하부 덮개와 유사하게 나타나 조립성과 조립 후의 변형 및 물성발현이 향상되

었다. 또한 전단속도와 전단응력의 해석결과, CASE-1의 문제점은 잔류 응력에 의한 것보다는 상⋅하부 덮개의 크기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수지의 배향 문제는 게이트 구조를 최적화 함으로써 파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Using the MPI (Moldflow Plastics Insight) software from Moldflow Co., the optimum conditions for producing the upper 

part of the automobile air cleaner were obtained for 20% talc filled polypropylene (PP).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to 

solve the cracking problem between upper and lower parts and the improved process was proposed using the flow balance. 

The comparative results between the conventional process, CASE-1, with one-pin gate and the new process (CASE-2) com-

prising two-pin gate system are the followings. In the case of CASE-2, the shorter filling time and reduced cycle time 

induced an improved production and processibility. In addition, the orientation and volumetric shrinkage are similar to those 

observed in the lower part, but the assembly, deformation,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re enhanced. The problem induced 

by the CASE-1 did not originate from the residual stress, but from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the upper part air cleaner 

after shrinkage. Thus, the orientation problem was expected to improve by optimizing the gat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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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플라스틱은 단순한 제품에서부터 광통신 접속관, 자동차 내⋅외장

제 등과 같이 복잡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었으며, 범용플라스틱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다양한 플라스틱 소

재를 재료로 하여 가공할 수 있다. 고분자 제품의 성형 공정 중에서 

사출성형은 압축, 블로우, 진공 성형 보다 생산 공정 시간이 짧아서 

저렴한 생산가로 복잡한 형태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다.

  Computer Aided Engineering (CAE)은 제품 개발중의 불확실 요인

을 검증된 이론과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문제점

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최적 설계를 한다. 사출금형 내에서 수지가 

유동하는 충진 과정에는 설계 및 성형조건에 의하여 유동하는 용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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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물성이 변화하면서 캐비티 내의 압력, 전단응력, 온도 등이 변화

하게 된다. 따라서 충진 과정은 성형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

며, 이 과정의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충진시 발생되는 웰드라인, 충진

부족, 에어 트랩 등과 같은 성형불량 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충진과정에 대해서는 금형 내 수지의 유동상태에 대해 실험적 연구

를 시작으로 행하여졌다[1-4]. 또한 사각형 캐비티에서의 유동해석

[5,6]으로부터 시작하여, 런너에서의 온도, 압력 및 속도분포 등이 해

석되었으며[7,8], 사각형 캐비티에서의 2차원 유동해석[9]이 실시되었

다. 이 밖에도 유한요소법에 의한 2차원 유동해석[10]과 유한차분법에 

의한 두께 방향의 해석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CAE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11-17].

  위와 같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GIL, ASAHI CHEMICAL, 

CADMOULD, CINPRESS, MOLDFLOW 등의 회사에서 해석용 프로그

램이 개발되었고, 단순화된 모델의 해석으로부터 실제의 성형공정과 

유사한 조건을 부여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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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기구를 사용하여 TV 하우스

의 사출을 위한 금형설계와 공정해석[18]을 하였고, CAE를 활용하여 

TV 스피커 그릴의 사출 몰딩을 위한 최적조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9].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기 청정기 덮개 중에서 상부 덮개는 하부 덮

개에 비하여 수축, 변형이 많이 일어나 두 제품을 결합시킬 때 발생한 

크기 차이로 실제 장착 후 시간이 지나면 엔진 진동에 의하여 볼트로 

연결된 부품에 크랙이 발생하여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공기청정기의 상⋅

하부 덮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핀 게이트 수를 

달리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설정하고 유동 발란

스 측면에서의 해석을 통하여 수축, 변형이 덜 일어나는 최적의 사출 

성형 공정 조건을 연구하였는데, CAE 해석에 사용되는 MOLDFLOW

사의 MPI 4.1 도구를 이용하였다.

2. 해석 이론

  2.1. 열적 특성

  CAE 입력 데이터에는 고분자의 열적 특성인
 
열전도도, 비열, 용융 

밀도, 흐름 정지 온도, 취출 온도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

램인 MOLDFLOW에서는 고분자 용융체의 사출 성형 공정에서 열전

달과 관련된 기본적인 열 분산식을 열전도도, 비열, 용융 밀도를 통하

여 구하며, 일반적인 고분자 용융체의 열확산계수로 10
-7

 m
2
/sec를 사

용하였다.

  용융수지는 위소성 유동(pseudoplastic flow)체이며, 유동해석을 위

하여 점도는 온도와 전단율 함수로 표시하였다. 또한 사출 성형에 이

용되고 있는 점도의 함수에는 Power law model, Carreau model, Cross 

model, Ellis model, 그리고 Second order model[16,20] 등을 사용하였

다. 고분자 재료의 밀도 변화는 충전 단계 이후의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밀도 변화를 계산할 때는 액상과 고상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Tait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2.2. 보압과정 지배방정식

  충전과정과 보압과정에서는 금형 내 수지의 거동과 온도 변화에 의

한 체적 수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충전단계에서는 금형의 캐비티 

안으로 수지를 사출하고, 두 번째 보압단계에서는 수축에 의한 체적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며, 세 번째 냉각단계에서는 열

이 용융수지에서 금형으로 방출됨으로써 용융상태의 수지가 고화된

다. 점탄성체인 수지의 경우 충전 단계에서 비압축성, 비등온유동을 

하는 비뉴토니안 유체의 특성을 가지며, 보압과 냉각단계에서는 비정

상 상태의 압축성, 비등온유동을 하면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이 변화

한다.

  2.3. 냉각 방정식

  수지의 결정 잠열, 다른 부분으로부터 금형이 흡수하는 열량 및 금

형이 대기중이나 사출 성형기로 빼앗기는 열량 등이 없다고 가정하여 

단위 시간당 수지로부터 금형으로 이동하는 열량이 계산되며, 두께가 

다른 부분의 냉각시간은 최대 두께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2.4. Local Database 측정

  본 연구에 사용한 MOLDFLOW사의 CAE 소프트웨어는 수지의 실

측 값을 바탕으로 2차 점도 방정식에 적용하여 만들어진 매스터커브

에서 얻은 데이터와 이상 조건에서 표준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얻어

낸 표준데이터를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도가 뛰어

나다. 그러나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현장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측

정할 때 이상적 조건과의 차이에 의한 오차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 

한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반 환경에서 전단속도를 측정하여 실제 자

료(local database)로 사용하였다. 실제 점도는 Rosand사(영국)의 

Advanced Capillary Extrusion Rheometer로 측정하였다.

  2.5. 충전 발란스

  충전 발란스는 유동 발란스와 런너 발란스로 나눈다. 전자는 고르

지 못한 충전이나 과충전으로 내부 잔류응력이 커져서 야기되는 제품

의 변형이나 기계적 물성 저하를 방지한다. 반면에 후자는 각각의 게

이트로부터 사출되는 수지의 양을 조절하게 되므로 스프루 내에서 발

생되는 가스를 억제하고 제품 말단에 수지가 도달하는 시간을 균등하

게 맞춰주며 웰드라인의 위치를 결정 짓게 되어 제품의 외관 문제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게이트의 직경은 작기 때문에 런너를 조

절하여 유동 발란스를 조절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다. 결국 런너

와 게이트의 발란스에 의해 유동 발란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런너와 

게이트의 설계가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도 한 개의 게이트를 사용한 

모델을 두 개의 게이트로 바꾸어 줌으로써 제품의 끝단에 동일한 시

간에 수지가 도달하도록 유동 발란스를 맞추면서 배향의 방향도 바꾸

었다.

3. 실험 과정 및 절차

  사출 성형 CAE 시스템은 성형할 제품을 컴퓨터상에 재현하는 모델

링 기능과 해석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전⋅후 처리기

와 해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분석⋅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결자(solver)로 구분할 수 있다. CAD 소프트웨어에서 만

든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완벽

한 호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해석 소프트웨어의 전⋅후 처

리기에서 직접 모델링을 하거나 CAD 데이터를 변환하고 스프루, 런

너, 게이트를 모델링하여 사용할 수지 데이터 및 양산할 사출 성형기 

사양을 선택하고 사출공정조건을 입력한다. 해결자(solver)는 시간, 온

도, 압력, 충진 패턴 등의 해석결과를 모델형상의 등고선이나 그래프

로 나타내고, 전체적인 분포로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공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MOLD- 

FLOW사의 전⋅후 처리기인 MF/VIEW를 사용하였으며, 해결자

(solver)로 MF/FLOW, MF/COOL, MF/WARP 등을 사용하였다. CAE 

해석은 유한요소를 바탕으로 수학적인 계산이 수행되므로 모델의 요

소를 효율적으로 분할해 주어야 한다. 해석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삼

각형과 사각형의 두 가지 형태의 메시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의 사출

성형 해석에서는 삼각형 요소 형태의 쉘 메시를 사용하였다.

  해석의 정밀도는 요소의 크기와 종횡비(삼각형 요소의 경우 삼각형

을 이루는 가장 긴 변에 대한 수직 높이의 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데 요소의 숫자를 증가시키면 종횡비는 좋아지지만 해석에 필요한 시

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해석의 목적에 따라 적당한 수준을 

결정한다. 해석의 종류에 따른 평균 종횡비는 유동 및 냉각해석의 경

우는 1∼5, 변형 및 구조해석의 경우는 1∼3 사이의 범위 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위의 조건에 맞게 형성한 표면에 스프루, 런너, 게이트 등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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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jection Process Parameters for CASE-1 and CASE-2

CASE-1 CASE-2

Gate system

Gate number

Gate size (mm)

Runner (mm)

Sprue size (mm)

Direct/sprue gate

1

12 D/1 D × 60

12 D

6 D/12 D × 80 L

Pin gate

2

2 D

12 D

6 D/12 D × 80 L

한 후, 사용할 수지의 자료, 사출 성형기의 사양 및 사출성형 공정조

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델링(Modeling)

  2) 요소 분할(Meshing)

  3) 요소방정식 유도(Derivation of element equations)

  4) 요소방정식 조합(Assembly of element equations)

  5) 경계 조건의 설정(Application of boundary conditions)

  6) 시스템 방정식 해석(Solution of system equations)

  7) 결과 값 디스플레이(Display results)

  여기에서 1), 2)는 전 처리 과정이고 3)∼6)은 해석과정, 그리고 7)

은 후처리 과정이다.

  자동차의 공기 청정기 덮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된 상부 덮개

와 하부 덮개로 구성되는데, 상⋅하부 덮개 모두 게이트가 한 개인 사

출성형기에 의하여 제조된다. 상⋅하부의 서로 다른 덮개의 조합에서 

유발되는 단점이 게이트 하나에서 유입된 고분자 재료의 변형에서 이

루어졌으리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몰드를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사출성형기와 같이 게이트를 한 

개 장착한 몰드를 CAE-1으로, 금형 위 쪽에 두 개의 게이트를 사용하

여 디자인한 몰드를 CASE-2로 제안하여 이에 대한 유동 및 변형 해

석을 수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모델의 형상 및 제원

  CAD로 만들어진 모델의 형상을 CAE해석 프로그램인 MPI 4.0을 

활용한 메쉬 작업 등 해석을 위한 작업에서 결정된 요소 수는 11,536

개, 평균 종횡비는 3.26, 부품 전체 두께는 4 mm, 그리고 립(rib)의 두

께는 2 mm이었다. 그 외에 게이트와 런너, 스프루의 크기는 Table 1

에 기록하였고, 공정 조건은 Table 2에 표시하였다. 기존에 사용되던 

CASE-1은 다이렉트/스프루 게이트를 하나 장착한 형태이며, 새롭게 

제시된 CASE-2는 두 개의 핀 게이트를 가졌으며 그 형상은 Figure 1

과 같다.

  4.2. 유동 해석

  호퍼로 주입된 수지가 사출기의 스크류를 통해 용융수지가 유동할 

때 비뉴턴성 현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금형 내로 충진될 때 매우 

복잡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예측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

지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본 실험에 적용된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하

여도 여러 가지 해석 결과를 통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 충진 시간 분포

  충진시간 분포는 수지가 금형 속으로 흘러 들어갈 때 각 위치에 도

달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Table 2. Injection Process Conditions for CASE-1 and CASE-2

Material
PX0014

[PP-Talc 20% (MFR = 10)]

Injection Machine

Melt temp.

Mold temp.

Mold steel

LGH350N

230 deg.C

35 deg.C

P-20 Steel

Figure 1. Visualization of mesh generation for CASE-1 and CASE-2.

  Figure 2와 3은 각각 CASE-1과 CASE-2의 충진시간 분포를 보여주

고 있는데, 충진 시간에 따른 분포는 파란색으로 시작하여 빨간색으

로 끝나며 각 위치에서의 정확한 충진 시간은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표로 표시하였다. 다른 부분 보다 같은 색의 분포가 넓은 곳은 수지 

흐름이 원활하고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을 의미하며, 등고선 간격이 좁

아진 것은 이 영역에서 충진 속도가 감소하는 유동 정체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CASE-1에서 게이트 부분부터 충진이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용융 수지가 채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처음에는 위 

쪽의 수지 유동이 더 좋지만 후반에는 오른쪽 아래쪽에서 최종 충진

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른쪽 옆면과 아래쪽 그리고 원형의 

부분에서 웰드라인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총 충진 시간은 

4.205 sec가 걸렸다.

  반면 CASE-2에서는, 두 개의 핀 게이트를 통하여 유입된 용융 수

지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게이트 사이

에서 유동 수지의 선단이 맞닿는 것으로 보아 웰드 라인이 생성될 것

으로 보이나 게이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고온의 용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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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illing time of CASE-1.

Figure 3. Filling time of CASE-2.

지를 만나게 되므로 웰드라인은 생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충진 시간은 3.626 sec로 CASE-1에 비하여 짧게 소요되었는데 이는 

CASE-1과 CASE-2의 게이트 수에서 야기된 결과로 예측된다.

  4.4. 배향

  Figure 4에서 CASE-1과 CASE-2의 배향은 몰드 외부에 나타난 화

살 방향으로 표시된다. CASE-1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으로 일정한 유

동방향을 보이고, 모델의 제일 아래면 역시 같은 배향을 보이고 있는 

데, 이로 인한 부피 수축이 옆면으로 일어나 하부 덮개와의 크기 차이

Figure 4. Orientation directions of CASE-1 and CASE-2.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ASE-2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거의 일

정한 유동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피 수축이 위, 아래 방향으로 

일어나고 좌, 우 방향으로는 덜 일어나 하부 덮개와의 조립 후 나타나

는 변형이 적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배향은 용융 수지가 금형 속으로 유입될 때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유동 각도는 제품의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한 방향을 유

지한다. 플라스틱 재료의 수축율은 수지가 금형에 충진될 때 결정되

는 배향의 지배를 받는데, 유리 섬유 등이 첨가되지 않은 대부분의 수

지는 배향과 유동 방향이 일치한다. 수지 수축율은 유동 방향이 유동

의 직각 방향보다 크게 되는데 수축율 차이가 두 방향으로 제품 전체

에 걸쳐 일정하다면 최종 제품은 수축율 만큼 크기가 작아질 뿐 변형

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형의 가공 수축율을 고려할 때, 수축 

편차를 계산하여 반영하면 치수 정밀도가 우수한 제품을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게이트를 잘못 설계하면 유동 방향성이 불규칙해져 변형 

발생의 요인이 된다.

  4.5. 온도 분포

  Figure 5는 CASE-1과 CASE-2의 유동 선단에서의 온도 분포를 보

여주고 있는데, CASE-1의 경우 최하 온도가 221.7 ℃로 용융 온도인 

230 ℃에서 8.3 ℃ 정도 낮은 반면, CASE-2의 경우는 최하 온도가 

225.8 ℃로 4.2 ℃ 정도 낮다. 이렇게 CASE-1이 CASE-2보다 더 큰 

온도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게이트 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CASE-1이 더 큰 부피 수축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ASE-2

의 경우 게이트 사이의 온도가 230 ℃ 정도이므로 웰드 라인은 형성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 해석에서 계산되는 온도 분포는 유동 선단의 온도 분포와 충

진된 직후 전체의 온도 분포 두 가지가 있다. 유동 선단의 온도 분포

는 금형 내로 수지가 유입되는 순간 각 위치에서의 온도 변화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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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mperature gradient at flow front.

내는 것으로 온도 분포의 변화가 심하면 수지의 유동 저항 편차가 증

가하며 지엽적으로 제품 물성의 변화가 커짐을 의미한다. Figure 6은 

충진 후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데, CASE-1과 CASE-2 모두 210 ℃ 

이상이므로 미성형이 일어나거나 보압을 주었을 때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진 직후의 온도 분포는 금형 내로 수지가 유입될 때 유동 균형 

또는 정체 효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만일 금형의 어

느 부분에 수지가 먼저 도달하여 정체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정상적으

로 유동하는 수지보다 훨씬 빠르게 금형으로 열을 빼앗기게 되므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수지 용융점 이하로 내려가 미성형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4.6. 고화층 변화

  Figure 7은 충진 후의 고화율(frozen layer fraction)을 나타내는 그림

이다. CASE-1과 CASE-2 모두 고화율이 20% 이하로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보압 전달이 용이하게 이루어져 과도한 보압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화율은 게이트수와는 무관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수지가 금형에 충진된 직후에는 냉각이 시작되어 제품이 고화되는

데, 보압 단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충진 후 고화가 너무 많이 일

어나면 보압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게이트의 고화시간 추정

은 정확한 보압 조건 결정을 위하여 중요한데, 고화되기 전에 보압을 

제거하면 아직 냉각되지 못한 수지가 게이트를 통해 역류하여 부분적

으로 과도한 수축율을 나타내거나 흐름 자국을 남기게 된다. 반면에 

고화된 이후에 보압이 작용되면 금형 내로 압력이 전달되지 못하여 

사이클 시간의 지연을 초래하여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4.7. 전단 속도

  Figure 8은 제품 표면에서의 전단속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CASE-1

과 CASE-2 모두 전단속도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게이트 수에 따

Figure 6. Bulk Temperature distribution at end of filling.

라 전단속도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금형 내 용융 수지는 전단력에 의하여 유동되는데 유동 저항이 커지

면 고분자 재료의 전단 변형이 가속된다. 금형의 어느 부분에서 전단 

변형율이 높아지면 그 곳의 유동 저항이 커지므로 한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수지 유동이 정상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전단 변형율이 높아지

면 용융 선단속도의 프로화일이 복잡하게 되면서 은조나 흐름 자국이 

표면에 남게 되는데, 특히 게이트 옆이나 살 두께 변화가 심한 부분에

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

  4.8.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은 수지 유동 중 저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데, 

전단 응력이 높으면 제품 내에 잔류(잔류 응력)하여 강도를 저하시킨

다. 고분자 재료는 각각 허용 한계 전단응력 값을 가지고 있는데, PP, 

ABS, PS 등의 범용 수지의 한계 전단 응력은 0.25∼0.3 MPa이며, 고 

기능성 수지일수록 이 값은 높아진다. 전단 응력은 유동 저항에 비례

하므로 이 값을 낮추려면 수지와 금형의 온도를 증가시키고 제품 설

계에서 살 두께를 두껍게 한다. Figure 9는 제품 표면에서의 전단응력

을 나타내는데, CASE-1과 CASE-2 모두 전단응력이 0이므로 전단응

력이 게이트 수에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외관 손상이나 변

형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9. 웰드라인

  Figure 10은 제품의 웰드라인을 나타낸 그림이다. CASE-1의 경우 

원형의 입구 부분에 웰드라인이 많이 형성되었는데 다른 것과 연결되

고 외관상 보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주 유동 속도

에 비하여 제품의 왼쪽에 있는 한 개의 게이트에서 야기된 문제로 판

단된다. CASE-2의 경우 원형 입구에서의 웰드 라인이 많이 감소하였

는데, 이는 제품의 좌우에 고정된 게이트로 하여금 CASE-1의 웰드라

인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게이트 사이의 웰드라인

도 형성되지 않아 CASE-1에 비하여 웰드라인이 감소된 것은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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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rozen layer fraction at the end of filling.

Figure 8. Shear rate at the surface of the product.

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웰드라인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두 유동 선단이 만나면서 생성

되는 선인데, 제품의 형태, 게이트 위치나 숫자 등이 이 상태를 결정

한다. 제품 살 두께의 급격한 변화나 게이트 수가 많으면 웰드라인이 

증가되므로, 수지의 온도, 압력, 접촉각 등을 조절하여 웰드라인 발

Figure 9. Shear stress at the surface of the product.

Figure 10. Weld line of the product.

생을 최소화하고 외관상 관측은 금형 충진 시 유동 속도에 영향을 받

는 ‘V’ 홈 깊이와 접촉각에 따른 웰드라인 길이로 조절한다.

  4.10. 에어 트랩

  에어 트랩은 금형에 수지가 충진되어 유동이 정지되는 즉, 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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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ir trap inside the product.

Figure 12. Frozen layer fraction.

완료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에어 트랩이 금형의 형합면(Parting Line)

에 일치하면 배출구 홈의 가공이 용이하고, 유동 선단의 공기나 가스

는 이 홈을 통하여 금형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제품의 중간에 에어 

트랩이 위치하면 가스 배출이 어려워 미성형과 단열 압축에 따른 타

는 현상(Burning, Burn mark)이나 표면의 가스 자국 등 성형 불량이 

발생된다. Figure 11은 제품의 에어트랩을 나타낸 그림인데, CASE-1

과 CASE-2 모두 리브와 만나는 지점과 리브의 끝단에서 에어 트랩이 

Figure 13. Volumetric shrinkage of the product..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 금형 제작 시에 이 부분에 벤트를 설치하여 문

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5. 보압 및 변형 해석

  5.1. 고화층 변화

  Figure 12는 모든 사출 성형 공정이 끝난 후에 고화층 변화 해석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CASE-1과 CASE-2 모두 그 값이 1로써 부품 전

체가 잘 고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이트 부분은 냉각채널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냉각채널

이 설치되면 게이트 부분까지 고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부피 수축

  부피 수축이란 보압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료의 최종 체적 수축을 

나타내는데, 수축이 크면 제품의 치수 정밀도 유지가 어려워지며 지

엽적으로 수축율의 편차가 커지면 내부 응력이 발생되어 변형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체적 수축은 전체적인 크기보다 지엽적 편차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체적 수축은 재료 고유의 PVT (압력-

부피-온도) 특성에 의존하는데, 온도가 높고 압력이 작을수록 증가한

다. 또한 결정성 수지는 비결정성 수지에 비하여 수축율이 큰데 결정

성 수지의 결정화도 정도에 따라 체적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21].

  Figure 13은 사출 성형 공정이 끝나고 제품이 취출 될 때의 부피 수

축율을 보여주고 있다. CASE-1의 경우 게이트에서 먼 부분의 수축이 

조금 더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배향의 영향을 받아 그

림에서 나타난 화살표의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면 아래의 조립되는 

부분의 수축 역시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며 결국 하부 덮개와 조립 시 

크기가 잘 맞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CASE-2의 경우 CASE-1에 비해 전체적으로 고르고 안정적인 부피 

수축을 보이고 있으며 화살표 방향의 배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도 조립이 되는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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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eflection of the product by all effects.

으로 예상된다.

  5.3. 변형

  변형 해석은 앞서 이루어진 다른 해석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모델이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해준다. Figure 14에서 보면 

CASE-1과 CASE-2 모두 수축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어나는 큰 변형은 

보이지 않고 있어 두 디자인 모두 변형에 의한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Moldflow사의 CAE 해석 프로그램인 MPI (Moldflow Plastics 

Insight)를 이용하여 PP (polypropylene)에 talc 20%가 들어간 수지를 

사용한 자동차 공기 청정기 상부 덮개의 사출성형공정에서 게이트가 

하나인 기존의 몰드(CASE-1)와 두 개인 새로운 공정(CASE-2)에 의하

여 생산된 제품의 유동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개의 핀 게이트를 사용한 CASE-2의 충진 시간이 더 짧아서 사

이클 시간이 줄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형체력 측면에서

도 CASE-1보다 CASE-2가 더 낮게 나왔으므로 공정성이 향상되었다.

  2) CASE-1은 게이트 위치가 옆면에 있어 수지 배향이 게이트 쪽에

서 제품 끝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제품 취출 후 유동 방향(좌우)으로 

더 많은 수축이 일어나 아래 면이 하부 덮개와 조립될 때 수축에 의한 

크기의 변형 현상이 나타났다.

  3) CASE-2는 윗면에 두 개의 핀 게이트를 만들어 유동성과 부피수

축성이 하부 덮개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CASE-1 보다 조립성 및 제

품 조립 후의 변형 및 물성 발현이 향상된 것으로 기대된다.

  4) 전단속도와 전단응력의 해석결과, 기존 공정의 문제점이 잔류 응

력에 의한 것보다는 상⋅하부 덮개의 크기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CASE-2의 설계로 파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유동 균형은 변형 및 수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같은 유

동 현상을 보이기 위한 게이트 설계의 설정이 관건이다. 따라서 

CASE-2는 두 개의 핀 게이트를 설치 함으로서 외관 품질 및 유동 발

란스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CASE-1보다 향상된 성

형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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