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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조향장치 감속기 하우징(Housing)을 생

산하는데 있어서 기존 금속 소재에서 유리섬유강

화플라스틱(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으로 대

체하면 가벼우면서도 진동·소음발생이 감소되며 

금속 재료 수준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출성형 제품은 성형 직후 또는 성형 후에 

휨, 수축, 비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며 변형의 

원인으로는 불균일한 금형온도, 첨가제(유리섬유 

등) 유무 및 배향성, 공정조건, 캐비티 형상의 비대

칭성 및 두께차이 등이 있다1. 감속기 하우징도 

마찬가지로 사출성형 후 웜기어가 안으로 들어가

는 원형 홀 부분에 약간의 변형(Deformation)이 발

생되면 이후 하우징과 웜기어 등의 다른 조향장치

부품과 조립·작동 시 기어와 하우징의 접촉에 의한 

소음·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우징

에 대하여 기어를 둘러싸는 부분인 원형 홀의 변형

을 최소화하기 위한 냉각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금형 가공의 용이성을 강조한 기존 냉각시스

템과 금형온도분포, 원형 홀 부분의 변형량 등을 

해석적으로 비교하였다.

2. 해석 모델

본 연구의 대상금형인 하우징 제작용 사출금형

은 Fig. 1과 같이 단일 캐비티로서 콜드 런너를 

적용하였고, 하우징 중 두꺼운 부위인 6개 리브

(Rib) 위에 모두 핀 포인트 게이트(Pin point gate)로 

설계하였다. 

3. 냉각시스템 설계

냉각시스템 설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균일한 

Fig. 1 Housing 3D model and mesh information

금형온도 분포를 달성함으로써 캐비티 안팎의 수

축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경이 큰 

1개의 냉각채널보다는 직경이 작은 여러 개의 냉각

채널을 구성하고, 균일한 냉각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한 채널을 캐비티 표면에 접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2. 본 연구대상인 하우징의 경우, 기존 

냉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우징을 제작하면 원형 

홀 안팎의 금형온도 차이로 인하여 홀 안쪽으로 

휨(Warpage) 등의 변형이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냉각시스템 구

조를 제안하고(Fig 2. 참조) 이를 기존 냉각시스템

과 동일한 공정조건상에서 사출성형해석을 수행

했을 때 홀 안팎의 금형온도분포 및 원형 홀 부분의 

반지름 변화량 등을 비교하였다(Fig. 3참조). 기존 

냉각시스템(Model(A))은 상·하 코어에 직경 8㎜의 

사각형 채널이 캐비티 외곽을 따라 1개씩 배치되어 

있고, 상 코어 측 원형 홀 안쪽에 냉각채널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으며 하 코어 측 원형 홀 안쪽에 

직경 20㎜의 베플(Baffle)을 적용하였다. 반면 제안

된 냉각시스템(Model(B))은 원형 홀 안쪽의 냉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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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향상시키고 홀 안팎에 균일한 금형온도를 

구현하고자 하 코어 측의 베플을 없앤 대신 상·하 

코어 측 모두 원형 홀 안쪽에 홀의 표면과 z축 

방향으로 평행한 5㎜의 직선채널 12개가 원형으로 

배치되도록 설계하였으며, 하우징 상단은 원형상

이기 때문에 기존 냉각시스템에 적용된 상 코어 

측 하우징 외곽의 사각형 채널 대신 직경 10㎜의 

원형 채널로 변경하였다.

 (a) model(A) (b) model(B)

(c) upper core
(top view)

(d) the  front view 
of model(B)

(e) lower core
(bottom view)

Fig. 2 The designs of model(A) and model(B)

Fig. 3 The points to observe the radius variation and the 
analysis condition

3. 결과 및 고찰

기존 냉각시스템 적용 시, 하우징의 중간 지점에

서의 원형 홀 안팎의 금형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94~105℃) 본래 설계된 하우징 원형 홀의 반지름

보다 평균 0.15㎜ 감소한 수준의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4, 5 참조). 반면 제안된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냉각채널 출수부가 원형 

홀 측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냉각시스템

의 금형 온도 분포 결과처럼 원형 홀 내부의 금형온

도 등고선이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금형온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96~10
0℃) 본래 설계된 하우징 원형 홀의 반지름 감소량

은 평균 0.1㎜정도로 기존 냉각시스템보다 반지름 

변형이 33%정도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이

클 시간 비교 결과 기존 냉각시스템을 적용했을 

때는 249초, 제안된 냉각시스템을 적용했을 때는 

128초로 나타났다. 이는 원형 홀 내부의 채널 추가

로 인해 캐비티의 온도가 취출 가능온도(203℃) 
이하로 하강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

된 것으로 보인다.

model(A) model(B)

Fig. 4 The mold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mid-point of the cavity between two cooling 
systems

Fig. 5 The deformation results of circular hole radius 
when the two cooling systems are applied

4. 결론

감속기 하우징의 원형 홀 안팎의 균일한 금형온

도 구현을 통한 원형 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냉각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기존 냉각시

스템과 해석적으로 비교하였다. 원형 홀 내부에 

냉각채널이 추가·수정 설계된 냉각시스템이 기존 

냉각시스템보다 불균일한 금형온도 분포로 인한 

변형 발생이 33%정도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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