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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Compact Injection Molding Machine for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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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a small injection molding machine for table top considering the material 

heating mechanism and the design and structure stability by securing the mechanism 

that compresses the inside of the material heating tube by using the electric actuator 

and by providing space between the body and the material heating tube to reduce 

heat loss Develop body. An electric actuator suitable for applying pressure to the 

inside of a material heating tube is a mechanical system composed of a rigid 

structure. Since a large force is repeatedly applied to the electric actuator and the 

push ro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oving parts and the dynamic Maximum stress 

through analysis and prediction of fatigue life of critical parts The pushrod reflects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the electric actuator and the push rod, and pushes the 

inside of the material heating tube by the push rod to inject the molten material from 

the nozzle into the mold. The pushrod operates by the operation of the electric 

actuator. The material heated by the coil heater is ejected through the nozzle by the 

pressure of the material heating tube, and the material heating tube and the nozzle 

are also lowered at the same time as the push rod is lowered, so that the material is 

closely adhered to the mold. We want to study the completion of the injection.

Keywords : Injection machine, Injection molding machine, Portable Injection 
machine,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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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한 기존의 사출성형기는 

막대한 금형비와 소량생산이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양산형 대형 사출장비와 비교하여, 빠르고 고품질

의 샘플링,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기존 사출장

비의 금형제작 시, 기계 장착을 위해 금형 크기 

또한 커지고, 불필요하게 Cavity 수를 증가 해야

만 하는 데서 비롯하여 가볍고 디자인도 우수하고 

국내 사출성형기는 아직 대량 생산에 방향성을 맞

추고 있고, 국내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된 소형 사

출기 있다고 하지만 그 또한 크기가 매우 크고 추

가적인 설비가 필요하며 사실상 소형이라는 의미

가 무색한 실정이다. 

아직 국내의 경우 탁상용 소형 사출성형기는 

없는 상황이며 전동 액추에이터를 활용한 소재가

열관의 내부에 압력을 가하여 압축 성형 할 수 있

는 메커니즘의 확보가 우선이다. 디자인 및 구조 

안정성을 고려한 탁상용 소형 사출성형기 본체 실

험에 있어서 소재 가열 관 내부에 압력을 가하는

데 적합한 전동 액추에이터 강체(Rigid)로 구성된 

기계적 시스템의 작동이 전동 액추에이터 및 푸시

로드에 큰 힘이 반복적으로 작용 되므로 부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하여 구조 및 피로해석이 수행 

되어야 한다[1]. 

그림 1은 전동 액추에이터 및 푸시로드의 구조

해석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움직이는 부품 간

의 상호작용과 동적 해석을 통한 최대 응력에 중

요한 부품의 피로수명 예측 가능 및 전동 액추에

이터 및 푸시로드의 구조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

하는 실험을 독창적으로 수행, 분석하고자 한다

[2]. 

Fig. 1 Concept of desktop small injection molding 

machine

2. 본 론

2.1 실험장치 및 방법

그림 2는 실험장치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로, 푸

시로드로 소재 가열 관 내부에 압력을 가하여 용

융된 소재를 노즐로부터 금형 내부로 사출하여 압

축 성형하는 구조 설계로써 전동 액추에이터의 작

동으로 푸시로드는 하강하며 소재 가열 관 내부에 

압력을 가하고 이때 코일 히터로 용융된 소재는 

소재 가열관의 압력으로 노즐을 통해 분출하여 푸

시로드의 하강과 동시에 소재 가열 관 및 노즐도 

하강하여 금형과 밀착되고 금형 틀에 의한 사출이 

완료되는 것을 진행하고자 한다. 

금형 탈부착, 금형의 반복위치 선정으로 정확성

을 가지는 금형 고정 장치와 금형 장착이 노즐과 

일치 할 수 있는 위치조절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설계 스크루를 이용한 바이스 프론트 플레이트의 

이동으로 금형 고정과 볼트의 좌우 이동으로 금형

의 위치를 조절 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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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s of compression molding 

mechanisms

실험에 제시된 아래 그림 3과 같이 바이스 백 

플레이트와 본체 사이에 와셔 개수에 따라 금형의 

전후 위치를 조절하였다.

Fig. 3 Examples of compression molding 

mechanisms

그림 4는 플라스틱 사출소재의 유입 및 저장을 

위한 호퍼의 터치 방식으로 소재의 유입이 원활하

고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소재의 저장으로 인

한 소재 분실 방지 및 제작 수량 파악에 용이하

고, 탈부착이 가능하여 소재 교환 및 청소의 편리

성을 진행하고자 설정하였다[4]. 

그림 4를 바탕으로 실험장치 및 방법론을 증명

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코일히터의 작동으로 

소재 가열관이 가열되는 구조이며, 본체까지 열전

도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구현하고자 

미들 플레이트 와 소재 가열 관 사이 공백을 두어 

열전도 현상 방지⋅소재 가열 관과 본체는 스프링 

가이드 핀으로 연결하여 본체에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Fig. 4 Mechanism of Hopper

Fig. 5 Designed to prevent heat co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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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히터는 시즈히터와 카트리지히터를 코일 모

양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써 일반 히터보다 고열을 

필요할 때 유용한 히터로 고밀도 고압축 공법으로 

균일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부식 및 산화

와 침식을 방지 하고자 히터 자체에 열전대도 함

께 부착 할 수 있다.

코일히터의 특징으로는 히터를 취부하기 어려운 

원형 실린더 및 성형 노즐이나 높은 밀도를 요구

하는 곳에 다양한 모양으로 밴딩 할 수 있는 히터

이며, 비발열부가 있어 전원 어댑터 과열방지와 

방수용 어댑터를 부착해 습기로부터 완전 차단 

후, 한 방향으로 양 단자가 있어 결선 공간이 작

고 열전달 제어를 위해 J-Type, K-Type의 열전

대를 내장할 수 있으며, 360[℃] 전 방향으로 발

열되며 열전도와 수명이 긴 장점이 설계 고려사항

이다. 

소재 가열관의 외경과 코일히터의 내경이 소재 

가열관의 외경과 동일하게 조립되어 소재 가열 관 

내부의 열전도 현상을 높이고 소재 가열관의 길이

와 소재 가열관의 길이를 고려하여 히터코일 길이 

선정 및 온도센서 장착위치, 소재 가열 관 내부의 

온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위치를 그림 5에 나타내

고 코일히터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소재의 사출을 고려한 노즐 설계 고려 사항으

로 노즐 하단부의 각도와 노즐의 상부는 금형과의 

접촉에서 압력이 누설되지 않고 노즐 내부의 직경

은 사출 속도를 반영하여 직경 선정의 경우 그림 

7에서와 같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및 조작부 제작에서 별도의 온도 

설정 없이 소재별 온도설정을 메모리 할 수 있으

며 제어 버튼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하여 소재에 

따른 용융 온도 UP/DOWN 버튼을 사용하여 수

동으로 온도 조작과 실내외 및 계절의 영향으로 

인한 온도 편차와 수동으로 온도 조작 가능하다. 

Fig. 6 Coil heaters Photos and design 

considerations

전동 액추에이터 수동/자동레버 선택 그리고 수

동으로 상하자동 START 버튼 조작 시, 하강 후 

자동 복귀하는 것과 온도 설정 컨트롤러 및 DC모

터 드라이브 모듈에서 온도 조절장치(PID제어 방

식) 전동 액추에이터의 부하 량을 측정하였다. 

Fig. 7 Nozzle Design Preparation

피드백 핵심부품인 전동 액추에이터의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DC모터 드라이브 모듈을 모터 드



탁상용 소형 사출 성형기 개발 261

라이브 부하로 인한 발열 PCB, 회로설계 Lab 

view를 활용한 자동운용 프로그램 DC 액추에이

터에 의한 사출 시 모터에 걸리는 부하 량에 대한 

모터 보호 알고리즘을 그림 8에서와 같이 열전대 

포함 실험 장치로 측정 하였다[5].

Fig. 8 Controller operation panel

2.2 실험결과 및 고찰

탁상용 사출성형기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사하

고,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 1에서와 같이 히터 온도, 사출용량, 사출속도, 

사출 가압력, 액추에이터 소요 동력, 가압력 반복 

오차 범위, 소음도 7가지 실험 항목에 대한 설명

을 표에 도시하였다.

제어 컨트롤러는 320[℃]로 설정 후 최고 온도 

시점에 측정하고 제어컨트롤러 온도 설정 및 가열 

관에 소재를 넣고 액추에이터를 하강하여 압력을 

가하며, 액추에이터 제어를 자동으로 로드쉘 설정 

하강 압력이 최대가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타이머

로 측정하였다. 

액추에이터를 수동으로 로드쉘 지그 위에 고정 

하강 측정된 최대 압력 값과 액추에이터 위치 로

드쉘을 지그 위에 고정하여 로드쉘을 가압하여 증

가 컨트롤러 측정 오차 범위 사출 압력(100∼

150[kg])범위로 지그 위치를 조정하여 액추에이터 

로드쉘을 가압할 때 파워 미터를 통해 동력을 측

정하고 소음계를 사출기 앞에 설치하여 로드쉘 지

그 위치에 고정 후, 하강 자동모드로 작동 하면서 

소음의 최댓값을 측정, 기록하였다.

Items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unit goal result

Material heater 
temperature

℃ 320 322

Once injection 
capacity

gram 18 26.91

Injection speed 18g/sec 12 9.41

Maximum 
injection pressure

kg 200 241.6

Injection force 
repetition error 

range
% ±5 ±5

Power required 
for electric 

actuator
w 120 30.73

Noise level db 70 58.8

Table 1. Performance quantitative evaluation

DC 전동 액추에이터 가압에 따른 기구 설계 

오류 여부 파악을 위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그

림 9와 같이 액추에이터 압력 3,200[N]으로 변형 

및 스트레스 분석하였고, 해석 결과 변형 율은 미

비하였으나 영구적으로 판단 할 때 그림 9와 같

이 구조적인 개선 및 변경이 필요 하였다.

고온으로 실린더를 가열할 때 열손실 여부 및 

구조적인 적합성 해석으로 사출소재가 용융될 실

린더에 300[℃]의 열을 가하여 열 분포 및 열전도 

분석 해석 결과 최대 321.46[℃]까지 가열한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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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및 주변으로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사출 소

재 용융 실린더에만 열이 절단되어 매우 적합함으

로 디자인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구조

로 개선된다는 것을 그림 10에서와 같이 해석하

여 결과로 분석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재용융 히터 온도 제어 컨트

롤러의 온도를 320[℃]로 설정 한 후 히터를 작동 

시켜 소재 가열관의 온도를 상승시킨 후, 소재 가

열관의 온도를 측정하고 최고 온도가 되는 시점에

서의 온도를 기록 측정하여 Digital Thermometer 

온도 측정기로 결정하는 실험을 비교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동액추에이터 가열 관 내부에 소재를 넣고 

제어 컨트롤러에서의 온도를 320[℃]로 설정

한 후 온도를 높인 후, 소재가 용융되면 전

동 액추에이터를 하강하여 소재 가열 관 내

부에 압력을 가하고 노즐을 통해 사출된 소

재를 가지고 저울 측정을 하였다.

2) 전동액추에이터에 제어컨트롤러의 모드를 자

동으로 설정하고 로드쉘을 지그 위에 고정

시킨 후에 하강 시 압력이 나오도록 지그의 

위치를 조정, 시작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서 

전동 액추에이터가 하강하여 로드쉘의 압력

이 최댓값이 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타이

머로 측정 5[회] 반복하여 실험 영역 형태에

서 차이를 나타낸다. 

3) 제어 컨트롤러에서 액추에이터 모드를 수동

으로 로드쉘을 지그 위에 고정 시킨 후 하

강 시 압력이 나오도록 지그 위치를 조 정 

수동 모드로 액추에이터를 하강 시키고 로

드쉘을 가압하여 측정된 최대 압력 값을 나

타낸다.

본 연구는 Digital Power Meter를 전원부에 설

치 액추에이터 로드셀 가압할 때 파워 미터 를 통

해 소요 동력을 5[회] 반복 하여 측정하고 소음계

를 탁상용 소형 사출성형기 앞부분에 설치하고 전

과 동일하게 액추에이터를 위치시키고 로드쉘 지

그 위에 고정 제어 컨트롤러에서 자동 모드로 발

  

  Fig. 9 Structural analysis  Fig. 10 Analysis of thermal distribution condu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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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소음 기록 정량적 목표 항목을 설정하여 

달성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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