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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injection molding industries, CAE analyses are generally used to find out problems predicted dur
ing the process of manufecturing. The results of CAE analyses consist of much in formation such as 
meshes and stress, so that the size of data is pretty large. To reduce the size of the data and to make it 
easy to share, the CAE result to JT translator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translator consists of three 
modules to translate CAE result to JT format; Extracting module gets ASCII data of product shape and 
the result values of CAE analysis. Sorting module and mapping module make an element data set and 
JT file with the data extracted from Extracting module respectively. To the JT files, engineers are able 
to append product properties and their comments, so that they can share the whole history of the analy
sis process. In addition, our case study shows that the size of JT format is reduced by alm。아 90% of 
its original data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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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LI 연구배경 및 목적

플라스틱 사출성형은 플라스틱 수지에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들어 금형에 밀어 넣고 냉각해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 공정의 대표 

적인 기법 중 한 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사출 성형은 

사출, 보압, 냉각, 취출의 네 가지 공정으로 구분되는 

데, 설계자는 각각의 공정에 따른 올바른 공정 조건을 

설정하여야 하며 잘못된 공정조건의 설정은 미성형, 

잔류응력으로 인한 파손, 변형, 기포 발생 등 주요 결 

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설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상용 CAE 소프트 

웨어를 이용해 공정조건을 적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한다.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개발부터 금형 제 

작까지의 과정은 도메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 

반적으로 제품의 구조구상 심의회를 거쳐 금형 심의 

도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수정하여 확정도를 작성하 

여 금형을 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간에 제품의 

CAD 데이터를 비롯하여 CAE 해석 결과 데이터, 2D 
도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공유된다. 사출 제품 

을 생산하기 위한 사출 금형의 설계에서 생산까지의 

과정은 분야의 성격상 지역적으로 분리된 여러 업체 

와 부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叫 따라서 최근 

들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출 업 

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STEP, IGES, STL 등 다양한 

중립포멧을 이용한 공유가 가능한 CAD 시스템과는 

달리, 사출 해석 데이터를 온전히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 공용 포맷의 개 발은 미진한 상태 이다.

사출성형 제품에 대한 CAE 해석 결과 데이터는 크 

게 유동, 냉각, 변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뉘며 각 형 

태에 따른 세부적인 해석 결과의 종류는 수십 개에 이 

른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프로젝트 단위의 파일로 

묶여 다닐 수 밖에 없어 각 부서에서 원하는 해석 결 

과만을 공유하기 힘들다. 또한 해석에 필요한 계산식 

과 공정 조건 설정 데이터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량 또한 방대하여 부서 간 공유가 

용이하지 않아 CAE 해석 결과 파일 자체가 아닌, 서 

면 보고서를 통한 결과 정보 공유 정도에 그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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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더욱이 사출 성형 제품의 특성 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해석 결과가 큰 의미를 가지며 시간 

단계가 보통 30 단계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정적인 

상태만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정보 공유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연구된 해석 데이터 공유 

시스템岡에서 사용될 사출성형을 위한 경 량화된 데이 

터 및 변환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상 정 

보, 해석 결과 정보를 추출해서 중립 데이터인 JT의 

계층 구조를 이용해 원하는 종류의 결과만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을 위한 CAE 시스템은 사출 

성형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Moldflow Plastic 

Insight（이 하 Moldflow）를 사용하였다.

1.2 관련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D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손쉽게 교환하기 위한 공용 포맷에 관한 연구 및 

CAD 시스템과 CAE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최 영的 등은 STEP AP209를 

이용해 STEP 공통자원과 응용자원을 결합한 유한요 

소 해석 통합 정보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유한 

요소 해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STEP은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의 발생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방법 

으로 표준화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1983년부터 

ISO（Intem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0!] 의해 만 

들어진 중립 포맷이다同. 그러나 STEP AP209는 데이 

터의 양이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활용하기가 쉽 

지 않다. LeW는 CAD 시스템을 위한 모델 데이터와 

사출 해석을 위한 CAE 용 모델 데이터를 하나로 통 

합하여 CAD/CAE Integration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 

는 협업 환경 하에서 CAE 결과에 대한 가시화 및 데 

이터의 공유가 목적이 아닌 CAD 시스템과 CAE 시 

스템의 통합에 관한 연구이므로 해석 결과의 가시화 

및 공유와는 거리가 멀다. 김현구闵는 Moldflow의 해 

석 결과 데이터를, OpenGL을 이용하여 협업 환경에 

서 웹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동, 냉각 

해석 결과 데이터의 가시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냉 

각 채널 및 러너시스템의 구현이 미흡하였다. 본 논문 

에서 는 상용 CAE 시스템 인 Moldflow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형상 정보인 중립면 메쉬, 복합 메쉬, Tetra 메쉬 

정보와 냉각 채널 및 러너 시스템（러너시스템）을 형성 

하는 Beam 메쉬, 그에 따른 80여 종류의 해석 결과 

정보를 이용하여 중립 포맷인 JT로 각각의 플롯을 원 

본 프로젝트 파일과 동일한 형태로 계층화하여 변환 

하고자 한다.

2. 사출 해석 결과 데이터

2.1 제품 형상 데이터

일반적인 사출 해석에 있어 공정조건 설정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계자들은 스 

스로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기존 제품의 공정조건 중 

몇몇을 표로 만들어 그 표를 그대로 따라서 공정조건 

을 설정하며, 만족할 만한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 공 

정조건을 수정해가면서 여러 번 재해석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보압을 높게 설정할 경우, 제품에 과도한 

잔류응력이 남아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 

다. 이 때, 잔류응력만을 고려하여 보압을 크게 낮추 

어 재해석 할 경우, 잔류응력은 해결이 될지 모르나 

Sink mark, Glass fiber streak과 같은 결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는 보압을 조금씩 

낮춰가며 재해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Fig. 1에 나타나 있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자 

는 CAD 모델을 CAE 시스템으로 가져와 메쉬를 생 

성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AE 시스템인 

Moldflow의 경우, Fig. 2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메 

쉬 타입을 지원한다. 중립면은 3D CAD 모델의 중립 

면을 곡면 모델 형태로 Moldflow 내로 불러들여 메 

쉬를 생성한 것이다. 중립면 타입은 중립면을 얻는 과 

정 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두께 변경이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

C Start 3

Fig. 1. Procedure of Analysis in Injection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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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es of mesh for CAD model from Moldflow.

복합 타입은 3D CAD 모델의 표면에만 메쉬를 생 

성하는 방법이며 해석 모델 준비과정의 노력이 중립 

면에 비하여 적다는 장점이 있다. 사면체 타입은 흔히 

알고 있는 3D 볼륨 메쉬며 평판 모델이 아닌 범주의 

제품 해석에 사용되며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형태이 

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증가한다回. 주목할 것은 세 

가지의 메쉬 타입 모두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점이다. 즉, 메쉬 타입과는 상관없이 STL 형태로 

불러 들인 3D CAD 모델은 메쉬 생성 과정을 통해 

모든 요소가 세 개의 노드로 연결된 Triagular 요소로 

구성된 유한요소로 변환된다. 이러한 제품 형상 데이 

터는 ASCII 파일 형태로 얻을 수 있으며 그 구성은 

Fig. 3과 같다. 각각의 노드는 노드 ID와 함께 X, Y, 
Z 좌표를 가지며 세 개의 노드 ID가 하나의 요소 ID 
에 할당된다. 이렇게 할당된 데이터는 제품의 형상을 

이룬다. TSET은 TCODE SET을 의미한다. TCODE 
는 Moldflow 내에서 Solver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즉, 각각의 요소에 부여된 TSET 내의 TCODE 값에

// Beginning of node data set.
// NODEO-ABEL LABa„ON(0:FALSE(1 IRUE) LAYER COLOR MESH SEZEXYZ} 
NODE{1 0 301,000000^000 -1.741894e-001 1.560907e-001 -9.50018ye-002} 

NODE{2 030 1 .OOOOOOeWCO 1,855535e-001 6.185727e-002 -6483686^-002} 
NODE(3 0301 OOOOOOe+OCO 2.029000e-001 5.4998W002 -8.350066e-002) 

NODE{4030 tOOOOOOe^OOO亠.68W6e-001 1.607712e-001 -5,4l3928e-002} 
NODE{50301 .OOOOOOe-i-OOO-1.685390e-001 1,607780e-00l -3365279e-002} 
NODE{6 0 3 0 1,000000e+000 -1 .^5282e^01 1.607937e-001 -1.321761e-002} 
NODE{7 0301,000000e+000 1,658677e-001 1.609129e-001 -1.027972e-002} 
NODE(8 030 1 000000e*000  二.685435e-001 1 607834e-001 彩％089珈 2} 

NODE{9 03 0 1,00000Qe*000  -1.909975&-001 5.499991e-002 -7.500665e-0D3} 
NODE<100 3 0 1,0000006^-000 -284159고。-5.500000e-002 -&649226泓孩)7} 
村$30 ,0000。。스+C00 1 5.499991e-0027.500665e-003}

NODE{120301 000000^000 2041592e-001 5.500000e-002 -6.649226e-007} 
NODE{130 3 0 t000000e+000 t422029e-001 1.619717e-001 *9.500196e-002)  
NODE{140 3 0 tOOQOOOe^OOO 9.007279@-002 t636951e-001 -9.500198e-002}

H Beginning ofTrs3 etement dat스 set
// TRI3{LABEl LABEUON(0：FALSE,1:TRUE) LAYER COLOR 
// DISPLAY GROUP„REFERENCE TSET_WE T5ET_LABEL 

甘 NODE1„LABEL NODE2AABEL NODE3_LABEL}" 
TRJ3{1 D5 00“F08① 339 1329 1 2062} 
TR成20500財삭08① 33960S 2571}

TR 职3 0500"” 408D1 340 5124 3 5126} 
TRJ3{4 0500 ” 40801 340 5146 3}
W{50 5 00 財 40801 341 26 4 4562}' 

TPI3{6 0500 40801 3424539 5 4573} 

TRI3{7 0500""40801 342454054539) 
IW 050040801 34346176 1594} 
积脱9050040^)1 3434537 64617} 
TR 印 100500,,n 40801 3431543 7 1544} 

TRI3{11 050040801 3441726 8 4591} 
끼기훤 12 0-5 0 0 "‘ 401 3綱 1204 81726}

Fig. 3. ASCII data of meshed 3D CAD model Extracted 
from Moldflow. 

따라 그 요소가 가진 속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앞 

으로 언급하게 될 냉각 채널 및 러너시스템 구성에 있 

어 TCODE SET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TCODE 

Number에 따른 속성은 Moldflow의 Manual을 참조 

하면 알 수 있다.

2.2 냉각채널 및 러너시스템 형상 데이터

냉각 채널과 러너시스템의 형상 데이터 역시 ASCII 
파일 형태로 얻을 수 있으며 3D CAD 모델의 형상 

정보와 같은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다. 냉각 채널 및 

러너시스템은 여러 개의 실린더를 쌓아 올린 형태로 

표현되며 Moldflow 내에서 1D 요소 또는 Beam 메 

쉬라는 이름으로 구분되어 형상을 나타낸다. 각각의 

1D 요소 ID는 한 개의 실린더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실린더를 이루는 두 원의 중심점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D 요소는 삼각 

요소와 마찬가지로 각각이 TCODE SET을 가지고 있 

으며 TCODE SET 내에서 각 TCODE는 요소의 속 

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요소 s ID가 30번인 1D 
요소의 TSET 타입 40430이고 TCODE가 30262라면 

이 요소는 러너시스템을 이루는 1D 요소 중 'Tapered 
circular shape by end dimension'인 Cold Sprue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 Cold Sprue인지 또는 Hot Sprue인지 

는 러너시스템의 형상을 JT로 변환하는데 있어 중요 

하지 않지만, 1D 요소의 치수 정보는 1D 요소 내에 

위치하지 않고 TCODE로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TCODE로부터 역으로 치수를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 

다. 즉, 1D 요소 ID 안에서 두 원의 중심점 좌표와 

TSET 타입 및 TCODE를 얻어 실린더의 형태가 일반 

적인 형태인지, Tapered 형태인지, 반원 형태인지 등 

을 판단한 후, 치수를 TCODE로부터 얻어와 형상을 

구현해야 한다.

2.3 해석 결과값 데이터

일반적으로 CAE 시스템은 해석 결과를 노드 솔루 

션(nodal solution) 또는 요소 솔루션의 형 태로 사용자 

에게 가시화한다. 노드 솔루션은 해석 결과 값을 각 

노드에 적용하여 노드 간 값 차이를 통해 색을 보간하 

여 가시화 한다. 요소 솔루션도 같은 원리로 각 요소 

에 값을 적용하여 가시화한다. 따라서 노드 솔루션 보 

다 요소 솔루션 결과값 데이터의 양이 많다. 

Moldflow의 해석 결과값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따른다. Moldflow는 해석 결과가 하나의 프로 

젝트 파일 안에 약 80여 가지의 플롯으로 저장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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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플롯은 크게 Fill, Cool, Warp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각 플롯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포맷으로 얻을 수 있으며 각각의 플롯은 

Fig. 4와 같이 8가지 데이터 타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에 의해 어떠한 데이터 타입인지 결정된다. 최 

상위 레벨은 결과 값 데이터 set을 나타내며 XML 데 

이터 파일 자체를 나타낸다. 2nd 레벨은 결과 값의 형 

태가 노드 솔루션인지, 요소 솔루션인지를 구분한다. 

3rd 레벨은 이 데이터가 Time step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Fill Time이나 Pressure와 같은 플 

롯은 시간에 따라 각 노드 또는 요소에 할당된 값이 

달라지는 반면, Weld Line, Air traps와 같은 플롯은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값을 보인다. 마 

지막 레벨은 결과 값이 스칼라 데이터인지, 벡터 데이 

터인지를 나타낸다. 스칼라 데이터는 각 노드 또는 요 

소에 할당되는 결과값이 하나인 경우 즉, Air trap 발 

생 여부, Weld Line의 발생 여부와 같이 하나의 숫자 

로 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벡터 데이터는 주로 

Warp로 구분되는 플롯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속도나 

변형과 같이 하나의 노드 또는 요소에 X, Y, Z 와 

같이 방향성을 갖는 데이터가 할당되는 경우를 말한 

다. 이와 같이 정의된 형태에 따라 JT로 변환 시, 그 

방법이 결정된다.

Fig- 4. Types of Result Value Extracted from Moidflow.

3. 번역기 개발

번역기의 구조는 Fig. 5와 같다. Moldflow는 해석 

결과 파일에 대해 이진 데이터 형태로의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제품 형상 

및 냉각 채널, 러너시스템에 대한 ASCII 데이터와 

XML 형태의 해석결과 값을 이용해 번역을 진행하게 

된다. 번역을 위한 중립 포맷은 JT를 이용한다.

3.1 JT 포맷

JT 포맷은 대용량 3D CAD 모델의 효율적인 가시 

화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자동차 CAD 분야에서 

DMU 또는 중립 포맷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Siemense社의 판권 아래 JT Open Tookit이라는 API 
형태로 제공되며 여러 도메인에서 활용되고 있는 JT 

는 효율적 가시화뿐만 아니라 하나의 JT 구조아래 에 

여러 형상 및 속성 정보를 계층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력 관리에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JT 포맷 내에서 각 노드 및 요소에 매 

핑되는 색 정보 저장 공간에 해석 결과 값을 매핑하여 

가시화한다. JT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해석 데이터 

의 계층화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JT 파 

일 안에 트리형 구조로 여러 개의 해석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Fig. 6은 JT 노드 클래스 계층구조를 나타낸 

다m. 각 노드로부터 최종적으로 여러 형태의 기하정 

보를 표현하며 여기에 속성을 부여해 최종적인 JT 파 

일을 생성해 낸다.

본 논문에서는 :jtTriStripSet'과 'jtCylinderSef을 

주로 사용하여 형상을 표현하였다.

3.2 해석 결과 번역

해석 결과의 변환은 2장에서 언급한 세 가지 데 이 

터를 이용한다. 우선 요소 ID를 이용해 각 노드 좌표 

를 할당하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 요소 하나에 들어 

갈 데이터는 세 노드의 좌표, 해석 결과 값이다. 요소 

ID는 삼각 요소, 사면체 요소, 실린더 요소에 상관없 

이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상호 중복되는 ID는 나타나 

지 않는다. 요소를 위한 데이터 공간에 위에서 언급 

한 데이터 이외에 요소 형태를 결정짓는 Flag bit이 

추가된다. 삼각 요소나 사면체 요소는 모두 삼각 요 

소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이 가능하지만, 실린더 

요소는 그 생성 방법이 다르므로 Flag bit이 필수적 

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모든 요소에 대해 데이터 Set 
이 형성되면 해석 결과값을 매핑해야 한다. 해석 결 

과는 Fig. 7과 같이 XML 파일 형태로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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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석결과의 매핑은 노드 솔루션일 경우, XML 파 

일 내에서 결과 값에 대한 ID가 노드 데이터로 표시 

되며 요소 솔루션일 경우에는 요소 데이터라고 표시 

되므로 구분이 어렵지 않다. 노드 솔루션은 노드 데 

이터 공간에 해석 결과값을 매핑하여 요소 데이터 공 

간에 함께 넘겨준다.

JtNode

頂P 新贏11 I RG矗 I I 璃哗 I I Jtln細*  I I RL0D I

I JtTHS机僞헤 照(灿液11] JtPolyg曲彌

Fig. 6. Jupiter Node Class Hierarchy.

<HEADER>

«NAME> MokdUow Sim니ation Results XML Writer</NAME>

3您旧on》1.00■:/Version^

<4HEADER>
<Dataset Name-"F(II time" |D™'161O">

<DataT^e> NDDTfNode data)</DataType>

<DeptVar Name^Till time'1 니 nit="s">

<NumberOfCornponents> 1 </NurnberOfComponents>

<NumberOfindpV®ables> 0</NumberOflndpVariabtes>

<Bfocks>

<Numb8rOfBIocl<5> 1 </NumberO®locks>

〈히。ckiRdex 느 "「'a
<NumberOfDepefdentVariabies> 4249</NumberOfDependentVariabies>

■<Data>

<NodeData ID="2">

«DeptValues> <. 103Be-001〈/DeptV 지 U8$>

</NodeData>

<NodeData ID^,'3">

어艾 Values〉 挡每48 斜 001 芍DeptV 기 ue$>

Fig. 7. XML Result File of Fill Time.

요소 솔루션일 경우, 노드 데이터를 요소 데이터 공 

간에 넘기기 전, 해당 ID의 요소를 이루는 세 노드에 

동일한 결과 값을 매핑 하게 된다. 요소 데이터는 배 

열로써 구성되며 그 구조는 Fig. 8과 같다. 저장된 데 

이터를 차례대로 jtTriStirpSet과 jtCylinderSet을 이용 

해 제품 형상 및 냉각 채널, 러너시스템을 형성하며, 

Time step을 가지고 있는 해석 결과의 경우, 각 Time

Efement
Ostta Set

Fig. 8. Data Structure of Fhll Element Set.

Step에 따라 JT 내부에 계층화하여 결과 파일을 생성 

해 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플롯의 XML 파일만을 

추출하여 계층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4.구  현

시스템 구현 환경은 Microsoft Windows XP SP2 

를 운영체제로 선택, MS Visual C++, MS Visual 
Basic을 개발도구로 사용하였고 JT 파일 생성을 위해 

UGS의 JT Open Toolkit 4.0을 이용하였다. Visual 
Basic과 Moldflow API를 이용하여 형상 ASCII 파일 

및 해석 결과 값의 XML Result# 추출하여 JT로 변 

환하였다. 변환에 사용된 모델은 프로젝트 파일의 용 

량이 165 Mb이며 제품의 요소 수는 8899개 이다. 변 

환된 플롯의 수는 63개이며, 그 용량의 합은 5.9Mb 
이다. Fig. 9(a)은 Fill time으로써 좌측이 Moldflow 
의 해석 결과이며 우측이 JT로 변환한 것이다. 제품 

형상 자체에 결과 값이 적용되어 노드 솔루션 형태로 

번역된 모습이다. 이 플롯에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실 

린더 형태의 냉각 채널은 반투명 상태로 표현된다. 

Fig. 9(아은 냉각 채널에 결과 값이 적용된 플롯이다. 

Fill time과는 반대로 제품이 반투명하게 표현되었다. 

Fig. 10은 각 플롯이 하나의 JT 파일 안에 계층화된 

모습이다. Time Step을 가진 해석 결과의 경우, 이러 

한 구조로 각 Time Step에 대한 해석 결과를 계층화 

할 수 있어 각 Time Step에 대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원본 프로젝트 파일을 검토할 때와 같은 

효과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플롯을 선택적 

으로 JT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플롯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 용량 또한 경량화 할 수 있다. 

개별 플롯에 대한 JT 파일 하나의 용량은 대부분 

100 kb 정도로, 모든 플롯의 용량을 더하더라도 원본 

프로젝트 파일 용량의 3-4% 밖에 되지 않는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분야의 성격상 지역적으로 분리된 

여러 업체와 부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출성형 업 

계에서 CAE 결과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를 위하여 

CAE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형상 정보 및 해석 결과 

정보를 JT Structure에 매핑 하여 해석 결과를 JT로 

변환, 경량화 하였다. 제품 형상은 jtTriStripSet을 이 

용해 변환 하였으며 냉각 채널 및 러너시스템은 jt실 

린더 Set을 이용해 모든 형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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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amples of the Translated Results (Moldf low).

Fig. 10. Properties and Structure Tree of JT.

Time Step을 가지고 있는 해석 결과에 대해서는 파 

일 Structure를 계층화 할 수 있는 JT의 장점을 이용 

하여 각각의 Step에 대해 모든 결과를 가시화 하였 

다. 또한 원하는 플롯 만을 추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용량 증가를 지양하고 협업 환경 내에서 설계자가 원 

하는 결과들만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 

일 수 있다. 향후 해석 결과 중, Tensor 형태로 구성 

된 결과 값의 매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JT 

는 X, Y, Z 형태의 벡터 데이터까지만 컬러 정보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개 이상의 값으로 구성되어 

추출되는 Stress Tensor, Strain Tensor와 같은 플롯의 

변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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