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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서론서론서론 

사출 성형에서 복수 캐비티를 가지는 

금형은 한 벌의 금형을 이용하여 다수 개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복수 캐비티 금형의 러너에서 

발생하는 전단 가열 현상으로 인하여 

분기점에서의 온도 차이에 따른 불균형 분기를 

발생하여 충전 불균형을 일으킨다[1]. 특히 

렌즈 금형에서의 캐비티 내의 온도와 압력 

차이는 렌즈의 광학특성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렌즈 금형에서 캐비티 내의 온도와 

압력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소형 렌즈 금형에서 사출 

속도의 변화가 전단 가열에 의한 충전 

불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출성형 CAE 프로그램(Moldex3D)를 

이용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2. 해석해석해석해석 모델모델모델모델 설계설계설계설계 및및및및 해석해석해석해석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 과 같이 16 개의 

캐비티 중 1/4 부분만을 간략화 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또한 스프루에서 발생되는 전단 

가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3] 

스프루를 제외한 형상을 해석 모델로 

설계하였다. 

전단 가열은 수지의 전단 변형율과 

연관되며, 수지 유속이 빠를수록 전단 가열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4 가지의 다른 사출 

속도를 이용하여 수진 선단 속도를 변화시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수지와 

해석 조건은 Table 1 과 같다. 

 

3. 사출사출사출사출 속도의속도의속도의속도의 영향영향영향영향 

Fig. 2 는 사출 속도에 따른 게이트를 

통과하는 수지 선단의 각 캐비티 별 속도 

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사출 속도가 빠를수록 

수지가 게이트를 통과할 때의 속도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출 속도가 

빠를수록 충전 패턴의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Fig. 3 과 같은 각 

캐비티 별 압력 차이를 발생시킨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에 의하면, 러너의 직경이 

작을수록 캐비티 별 압력차이가 크게 발생되며, 

충전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러너의 직경이 기존 대비 70%일 때에는 

사출 속도에 따라 각 캐비티 별 압력 차이가 

최대 5Mpa 가 발생되며, 이는 렌즈 캐비티의 

압력 이력의 차이를 가져와 광학 품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4.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수 캐비티 렌즈 금형에서 

의 사출 속도에 따른 충전 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러너 직경과 사출 속도를 달리하여 

CAE 해석을 실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사출 속도가 높을수록 게이트를 통과하는 

수지 선단의 각 캐비티 별 속도 편차가 

크게 나왔으며, 이것은 빠른 사출 

속도에서의 많은 전단 가열에 의한 충전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 직경이 작은 러너에서 사출 속도가 

사출속도사출속도사출속도사출속도 변화에변화에변화에변화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다수다수다수다수 캐비티캐비티캐비티캐비티 렌즈금형렌즈금형렌즈금형렌즈금형의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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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를수록 각 캐비티별 최대 압력 차이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각 캐비티 

별로 다른 광학 특성을 유발 할 것이라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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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E analysis base conditions 
 

Resin material 
Osaka chemical 

OKP4-HT 

Cooling medium oil 

Coolant temperature 140℃ 

 

Table 2 Design variable and process condition 
 

No. 1st Runner diameter Injection speed 

1 4.0mm (100%) 
0.31cc/s, 1.57cc/s, 

3.14cc/s, 4.71cc/s 

2 3.4mm (85%) 
0.31cc/s, 1.57cc/s, 

3.14cc/s, 4.71cc/s 

3 2.8mm (70%) 
0.31cc/s, 1.57cc/s, 

3.14cc/s, 4.71cc/s 

 

 

 

Fig. 1 Runner designs. 

 

 

Fig. 2 Melt front velocity differences versus injection 

rate. 

 

 

Fig. 3 Cavity pressure differences versus inj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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