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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레진 (TSR-755)을 이용한 시작형몰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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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작형 몰드재료로 우레탄 레진 (TSR -755)을 이용하여 레이저 조형으로 다$탤 형태의 냉각

채널을 가진 몰드로 가공했을 경우， 사출성형 상용패키지 (Simpoe-Mold)를 사용하여 냉각채널 변화에 따라 사출물의
냉각시간과 변형량을 비교 검토 하였다 해석결과， 사출물 주변의 적절한 냉 각채널배치 로 기 존 금속재질의 시작형 몰
드 대비

19 % 최대 변형량 감소와 46 % 의 냉각시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nlct The urethane based on prototype mold is very usefuJ for making prototype. Especial1 y, the method
of stereoJithography mold was turned out to be rapid and accurate 3-dimensional modeJing data. Urethane resin
(T SR-755) has heat resistant and is good for make hundreds of prototypes. In this study, we compared with
various designed cooling channel and analyzed of cooling effect and defonnation using commercial code
Simpoe-Mold for injection mold. As a result , efficiently arranged cooling channel could make 19% of shrinkage
to reduce and 46% cooling time to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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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과 레이저 조형의 장점을 조합함으로서 시제품제작에

1. 서론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 개발과정 에서 제품설계 후 시제품제작을 통한 성
[표

능과 조립성， 생산성의 평가는 제품개발의 성공을 죄우하

1]

시제품 제작방법 비교 [1]

는 매우 중요한 과정 이다.

지금까지 제품의 조립성과 기능성，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시제품은 수십개 미만일 경우에도 대부분
금형을 통해 제작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개발기간과 벼용
부담이 컸다.

최근에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의 도입과

*

함께 제품개발과정에서 시제품제작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많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공법별 상대적 비교 수치를 나타냄

그림 1 은 우레탄 원료의 레 진드로 제작된 시작형 몰드

그 중 액상의 우레탄 재질을 레이저 로 경화， 적층히는

로 비교적 단순한 형상의 화장품용기， 휴대폰 커버 퉁을

레이저조형 몰드는 기존의 시작형 금형과 기존의 시작형

사출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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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조형의 적층방식으로 제작하므로 조형시간이

2/3 이상을 차지하므로 효율적인 냉각회로 설계는 냉각시

빠르고 제품의 형상의 제한이 적음은 물론 몰드 주변 냉

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적절한 냉각채

각채널을 자유콩게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

널을 통한 균일한 냉각은 잔류ι용력올 줄이고 치수정밀도

로 개 발되고 있는 강성이 보완된 재질을 적용 할 경우，

를 유지시켜 성형품질올 향상시킨다. [3]

기존 시작형 금형을 대체하여 수백개 이내의 시험사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a) 부적절한 냉각

혔쳤혔다늙돼
(b) 적절한 냉각
[그림

2]

냉각채널 설치애 따른 제품 비교

이론적인 냉각시간은 가장 두꺼운 제품 두께의 제곱
[그럼 1) 시작형 몰드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예

또는 가장 큰 러너 지름의 1. 6 제곱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표

2]

TSR-7S5 의 물생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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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로 만들어 사출성형 할 경우， 냉각채널의 배치에 따

CI'

speci 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몰드재질은 폴리우레탄

(2)

(3)

의P

CM ET사， TSR-755)을 이용하여 컵헝패의 제품을 시작형

시용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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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해석 상용패키지인 Simpoe-Mold

를

(

싫

’서않쩍 3 “1체 불썼뺑l쉴懶繼

t

른 시험시출품의 최대 변형량을 비교하였다.

다음의 표2 은 시출해석 에 사용된 우페탄아클리레이

따라서 제품의 두께가 2배가 되면 냉각시간은 4배 가

트 재질인 TSR-755 의 울성치를 나타내는데， 표면정도가

된다 [4]

높고 수축이 적으며 내열성이 다른 례진에 비해 우수함

을 나타낸다.

2.2

설계변경 인자

금형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냉각채널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

2.

해석 방법
· 냉각채널 위치 및 크기
· 냉각채널 배치외 연결

2.1 냉각시스템 개요

· 냉각채널회 로의 길이

시출성형 제품생산에서 금형 냉각은 전체 사이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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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의 유량

3.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사출품의 형상은 겹형태로 설계하였고，

3.1 냉각 채널 형상 및 냉각 채널의 형태 비교

냉각채널 변화에 따른 최대 변형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Case 1, 2, 3은 우레탄 몰드에 적용한

표 3과 같이 사출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사출

냉각 채널의 형태와 사출성형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물주변의 냉각채널배치와 채널 두께， 냉각수 유속을 변화

기존 금형과의 비교를 위해 Case 4는 일반 금속재질 금

시켜서 그 영향을 비교 평가 하였다

형에서 적용되는 방식의 냉각채널의 형태와 사출성형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표

3]

사출조 건

사출의 모든 조건이 통일하지만， 냉각 채널의 두께에

따라 냉각수의 유속이 다른데 냉각 채널의 두께가 큰 경
우 유속이 크고， 냉각 채널의 두께가 작은 경우 유속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취출온
도를 135 'C로 설정하여 냉각 효융을 비교할 수 었도록
하였다.

3.2

전체 변위

[표 4] 변경 인자

Case 1

Case 2
Case I

Case3

Case 2

Case4
Case 3
[그림

41

Case 4
각 모댈의 변위 분포

모댈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전체 변형분포는 그림 4

와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텔의 최상단부분에서 변위가 가
장크게 나타났다

[그림

3]

각 냉각채널배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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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레탄 재질의 시작헝 몰드는 냉 각채널배 치와 냉

10

각회로 연결이 자유로우므로 몰드설계의 우연성을

9

8

짧 cooling lime [ sec ]

7

• max deform[ mm ]

부여힐 수 있다.

7.81

(2) 우레탄 재질의 시직-형 팔드는 적절한 냉각채널 배

6

치를 통해 기본 금속재질 금형보다 사출품의 냉각

5

시간을 최대 46% 단축시 킬 수 있다.

4

3.63
‘@

3

했繼

2

繼혔 1 얘

1

홉11Mii톨-

o

4.09

3.71

(3) 시출물의 최대 변형량도 우레탄 재질의 시작형 몰

‘

드는 금속곰형대비 19% 줄일 수 있다.

(4) 일반금형은 몰드베이 스를 통해 열이 방출되지만，
우레탄 코어는 베이 스로의 열전달보다는 코어속

싹~

case 1
[ 그림

5]

case 2

case 3

에서 냉각이 이루어지므로 냉각채널에 의한 효과

case 4

가상대 적으로크다.

각 모댈의 최대 변위와 냉각시간

3.3 변형랑 및 냉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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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제품 개발에 수백개 이내의 시제품을 제작할 때， 시

김 광 희(Kw.없19-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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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형 몰드를 활용하는 것은 제작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 2005 년 2 월 : 곽인대창꾀l 대 학원

좋은 방법이다. 그러 나， 실 제 로 시작형 몰드를 제작하여

기계설계공학과 (공학박사)

사출성형기에 장착 후시험시출 할 경우， 몰드가 파손되거

• 2009 년 2 월

나， 미 성형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일본에서
는 이러한 시작형 올드의 단점을 특수열처리 외 표면 코
팅 등을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상당부분 보완하여 폭넓 게

활용하고 있다
향 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시작형 몰드의 단점을 극

복할 수 있는 몰드설계와 표면처 리기 술을 확보할 수 있

〈관심분야a

다면， 일선 제품개발현장에서 시작형 볼드의 활용과 보급

정밀가공，최적설계

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출성형 해석

~ 현재

: (재)송도태

크노파크 기술혁신본부 본부장

상용패키지인

Simpoe-Mold를 시용하여 ， 우레탄 재질 (TSR-755)로 시

작형 몰드를 만틀어 시출할 경우， 냉각채널의 배치에 따
른 시험사출품의 최대 변형량과 냉각시간 해석을 수행하
여 디옴-괴- 갇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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