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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VIEW기반 사출성형 이상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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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출성형은 단일공정만으로도 높은 정밀도  및 

생산성, 생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사출 

성형 공정에서는 기계, 금형 형상, 재료 특성, 

작업자의 숙련도 등의 다양한 요소가 제품의 

품질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이상상태 모니터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 그 중에서도, Ribeiro는 

사출성형 공정에서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SVM 

(Support Vector Machine)기반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태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3].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공정에서 

수집된 캐비티 압력 및 스크류 위치 센서 신호를 

개발된 특성신호도출(Feature Extraction 

Algorith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성구간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확률신경망모델에 적용하여 

LabVIEW기반 사출성형 이상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출성형 공정에서의 이상상태 진단을 

수행하였다.

2. 사출성형 실험 설계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Arburg사 25ton 유압식 

사출성형기 (최대 사출압력 : 1570bar)를 사용하

였고, 재료는 LG Chemical의 ABS를 사용하였다. 

또한, 캐비티 압력 및 스크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Kistler사의 압력센서(모델명 : 6157BA) 및 

사출성형기에 내장되어 있는 Potentiometer를 사

용하였다.

사출성형 실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실험은 Ex.1을 기준으로 보압절환점 (Switch 

-over)을 3수준으로 선정하였고, 사출속도 

(Injection velocity)는 20 ccm/s로 고정 

하였으며, 총 3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Switch-over (ccm) Injection velocity (ccm/s)
Ex.1 3.5 (Normal)

20Ex.2 3.8 (Premature)
Ex.3 3.2 (Late)

Fig. 1은 사출성형 공정에서 보압절환점에 따른 

캐비티 압력 신호의 결과이다. Ex.1은 정상상태, 

Ex.2, Ex.3는 각각 이른보압절환, 늦은보압절환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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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results

3. LabVIEW기반
사출성형 이상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Fig. 2는 특성신호도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캐비

티 압력 및 스크류 위치 프로파일에서의 신호의 

특성을 도출 방법이다. 캐비티 압력 프로파일에서

는 5가지, 스크류 위치 프로파일에서는 2가지 특성 

구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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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vity pressure

(b) Screw position
Fig. 2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위에서 도출된 특성신호는 확률신경망이론을 

통하여 모니터링 모델구축에 적용된다. 구축된 

모델은 LabVIEW기반 사출성형공정 이상상태 모니

터링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Fig. 3 (a)와 같다. 

또한, Fig. 3 (b)에서 볼 수 있듯이, 사출성형 

이상상태 모니터링 결과 Ex.1에서 90%, Ex.2, Ex.3

에서는 각각 87%, 90%의 진단율을 확인하였다.

(a)

(b)
Fig. 3 Result of injection molding abnormal condition 

monitoring system based on LabVIEW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공정에서의 이상상태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캐비티 압력 및 

스크류 위치 신호를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여 

이상상태 모니터링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LabVIEW기반 사출성형 이상상태 모니터링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 약 89%의 이상상태 

진단율을 확보하였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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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

환으로 수행하였음[10040952, 신속대응 가능한 

BIS(Bulit-In Sensor) 기반 자율 지능형 사출성형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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