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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출 성형은 비교적 복잡한 형상을 정밀하게 성형할 수 있으며 

낮은 생산 비용으로 균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플라

스틱 성형법이다[1]. 사출성형공정에서는 사출기 스크류 안에서 가

열되어 일정한 유동성이 확보된 열가소성 수지가 사출기의 마지

막 단계인 노즐을 지나 금형의 입구인 스프루, 런너 및 제품 입구

의 게이트까지 이르는 유동안내부를 통과하게 된다. 유동안내부 

중에 콜드런너를 사용할 경우, 유동성을 지닌 용융수지가 런너를 

통과하여 흐를 때 금형으로의 열전달로 인하여 런너의 벽 위에 

유동경로를 따라 형성되는 응고층으로 인하여 유동단면은 작아지

고 유동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콜드런너는 간단한 금형구조

와 저렴한 제작비로 인하여 다양한 금형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콜드러너 방식은 사출 후 제품을 취출 공정에서 금형으로

부터 콜드런너를 제거해야하는 별도 공정이 필요하며 게이트의 

후가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생산원가의 상승 등 공정에서 요

구되는 부수적인 생산비용이 증가되게 된다[2]. 최근에는 한 사이

클마다 발생되어 성형 후 버려지는 스프루와 콜드런너의 재활용

에 대한 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ot-runner 방식의 적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PVC의 소재와 같이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소재의 

경우는 버려지는 스프루와 런너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

하다. 하지만 PVC는 열안정성이 매우 약한 소재로서 건드릴 방식

으로 제작되어 설계에 제약이 큰 일반적인 hot-runner 적용 시 유

동분기부에서 발생되는 유동 정체로 인하여 수지의 체류현상이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열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hot-runner
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체류 현상을 최소화하는 

유로 설계와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hot-runner 제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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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폴더 분할하여 유로를 직접 가공하고 접합하는 방식의 적용

이 필요하다. ㈜유도실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Fig. 1과 같이 “ISO MANIFOLDS”공법을 적용하여 hot-rruner 
금형을 개발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유도실업의 “ISO MANIFOLDS”공법를 이용

하여, 플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대체 가소제를 

사용한 친환경 PVC로 제품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스크랩이 생기지 

않도록 hot-runner를 사용한 금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PVC의 열안정성을 분석하고 hot-runner 금형 개발시 유동안내부

에서의 유동정체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

하였다.

2. PVC의 열안정성 분석
PVC의 열안정성을 분석은 일반적으로 TGA (Thermal Gravi-  

metric Analysis)를 사용하여 승온 조건에서 완전분해 될 때까지 

가열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다[5]. 하지만 PVC를 

이용하여 사출할 경우 배럴안의 체류가 일어나면 성형온도 아래

에서도 열분해가 일어남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등온조건하에서 TGA 
시험을 진행하였고 질량 감소분을 측정하였다. 측정기기는 

Mettler Toledo사의 TGA/SDTA 85 1e를 사용하였고 실험방법

은 성형온도인 160°C로 등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60분간 질량 감

소분을 측정하였다. 또한 비교군을 위하여 열안정성이 좋은 소재

로 알려져 있는 PP(LG화학 LOPOL)를 성형온도인 230°C에서 

동일한 조건을 이용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동일하게 질

량 감소를 측정하여 PVC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VC소재는 엘라스캠사의 중합도 1,000 PVC와 GL 300가소제 

50 phr을 혼합한 PVC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소재의 수분 함유

량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70°C에서 4시간 건조 후 측정

을 진행하였다.
대조군인 PULOY의 경우 성형온도에서 60분 측정 후 질량감소

분은 Fig. 2와 같이 0.16%였으며 엘라스캠사의 PVC의 경우는 

Fig. 3과 같이 7.2%로 단순히 소재에 함유된 수분이나 저분자성 

휘발성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PVC 자체의 열분해가 발생하

였거나 가소제 성분의 열분해에 의한 현상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열분해 성분을 분석하고자 Shimadzu사의 GC/MS-QP2010 
Plus를 사용하여 GC/MS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험은 PVC의 성형

조건보다 매우 낮은 120°C와 성형온도인 160°C에서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 같이 160°C에서 Momo(mono(2-  
ethylhexyl)) phthalate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성형온도 조건에 서 PVC의 열분해가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Hot runner 유로 설계
3.1 대상모델 
본 연구의 대상은 Fig. 5와 같이 T사의 친환경 PVC를 이용한 

파워코드 생산을 위한 금형이다. 제품 개발에 있어서 규제 항목의 

플탈레이트 4종 대체 가소제를 사용하는 친환경 PVC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출공정에서 발생되는 스크랩의 원인인 스프루와 

콜드런너를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hot-runner 방식의 금형개발이 요구된다. 
이 때 PVC의 경우는 열안정성이 매우 낮아 hot-runner 유동안내

부에서 유동지체 현상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서 열분해가 일어날 수 

Fig. 1 PVC fitting hot runner system developed by YUDO 
Group[4] Fig. 2 Thermo gravimetric analysis of PP (LUPOL)

Fig. 3 Thermo gravimetric analysis of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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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유동 정체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형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hot-runner는 Fig. 6(a)와 같이 건드릴 

방식으로 제작되며 다 캐비티를 제품을 생산할 경우 유동안내부에

서 유로의 분기가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때 Fig. 6(b)과 

같이 유동지체부가 발생하게 된다. 콜드런너를 사용할 경우 콜드슬

러그웰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다소 완화 시킬 수 있으나 hot-runner
의 경우는 콜드슬러그웰 안쪽의 수지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여 

이 부분에서 탄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적용하기 어렵다.

3.2 Hot runner 유로 설계
Hot-runner 개발 시 유동 정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Comsol 

Multiphysics 5.4를 이용하여 설계된 hot-runner의 유동안내부

에 대한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Mesh분할 방법은 Comsol 
Multiphysics 5.4에서 제공되는 Physics-controlled mesh기법[6]

을 사용하여 Fig. 7과 같이 요소분할을 하였으며 결과의 신뢰성 

및 분석을 위하여 해석에 사용된 요소(elements)의 수는 789,736
개이다. 해석 조건은 hot-runner의 온도는 성형온도와 동일한 

160°C로 설정하였으며 사출압은 입구압력 45 MPa로 설정하였다. 
Hot-runner의 유로안내부는 본 연구의 대상인 금형의 유동안내부

를 적용하였다. Hot-runner의 유로안내부에 대한 유동 현상을 검

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속도분포는 Fig. 8-9
와 같다.

Fig. 9와 같은 유동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유동안내부 분기부에

서 유동정체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유동정체부에서 

PVC는 사출 사이클을 반복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열을 받게 되고 

낮은 열안정성으로인하여 열분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유동

정체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낮은 유속으로 인하여 1 cycle이 완

료된 이후에도 hot runner 안에 용융수지가 체류하게 되는 유속

에 대한 isovelocity-surface 결과를 Fig. 9(b)와 같이 표시하였

다. 이는 한 번의 사출 사이클 동안 배출되지 않은 소재는 지속적

(a) (b)
Fig. 5 (a) Full 3D assembly shape of the mold, (b) Hot runner 

manifolder

(a) (b)
Fig. 6 (a) Making hot runner manifold using gun drill, (b) melt 

flow characteristics at the intersection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runner

Fig. 4 Chromatogram profiles of PVC oven temperatures. (a) 120°C, (b) 1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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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hot-runner안에 잔류될 수 있어, isovelocity-surface를 이

용하여 유동정체부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isovelocity-surface 계
산 결과는 유동정체부를 제거하기 위한 유로설계 최적화에 적용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isovelocity-surface 이미지를 CAD 데이터로 변환

하였다. 우선 isovelocity-surface의 결과 이미지를 jpg형식의 파

일로 저장한 후 jpg화일을 파일 형식 변환기인 convertio를 이용하

여 도면 파일 형식중의 하나인 dxf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였다. 이
후 이를 autodesk inventor를 통하여 CAD화 시키고 여기서 유동

분기부 부분의 형상들 대상 hot-runner의 치수에 맞도록 유동안내

부를 재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재설계된 hot-runner 각 코너부의 

필렛 R값을 Fig. 10과 Table 1과 같이 변경하면서 유동정체부를 

확인하였다. R1과 R3의 경우 isovelocity-surface의 결과값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hot-runner의 지름 ϕ8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에서 

변화시켜 적용하였으나, 유동정체에 대한 영향은 좋지 않았다. 따
라서 실제 유동정체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R2”값을 변수로 설

정하여 그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필렛 R값의 변경은 ㈜유

도실업의 “ISO MANIFOLDS”공법 적용 시 메니폴더에 직접 가

공을 후 접합방식을 적용함으로서 자유롭게 설정 및 가공이 가능하

다. 위와 같은 필렛 R값을 적용하여 재설계된 hot-runner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Fig. 11와 같다. 유동분기부의 유동속도 

결과 건드릴 방식의 hot-runner에 비하여 R값이 감소할수록 유동

정체부도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은 1 cycle동안 hot runner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유동

속도를 나타내는 위치로 유동분기부의 중앙을 따라 벽면에서부터

의 거리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쓰이

는 건드릴 방식으로 ϕ8의 유로설계 시 벽면으로부터 3.43 mm 영
역까지 유동이 정체되는 구간이 형성됨을 알 수 있으나 R값이 작

을 수로 유동이 정체되는 영역이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R=0
일 때는 1.11 mm까지 감소함으로써 유동정체 영역을 벽면으로부

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67.6%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PVC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hot-runner 금형 개

Table 1 Fillet radius

R1 (mm) R2 (mm) R3 (mm)
Case 1 “1” “3” “3”
Case 2 “1” “1” “3”
Case 3 “1” “0” “3”

Case 1              Case 2              Case 3
Fig. 10 The velocity change in a cross section

(a) (b)
Fig. 7 (a) Finite element model of the hot-runner, (b) Mesh for 

cross-section of the hot-runner

Fig. 8 Flow velocity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runner

(a) (b)

Fig. 9 (a) The velocity distribution in a cross section at the junc-  
tion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runner, (b) Isovelocity 
surface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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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 유동분기부의 설계는 건드릴 방식의 가공보다는 금형에 직접

가공을 하고 접합하여 생산하는 공법의 적용을 통하여 열분해의 

문제점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다.

3.3 유동가시화를 위한 실험 장치 및 실험결과
Hot-runner 실제 유동 현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모사한 실

험 장치를 Fig. 12와 같이 구상하였다. Hot-runner 내부의 온도는 

성형온도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1,000 cs 실리콘 오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흐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검정색 고무입자를 혼합하여 압력탱크에 실리콘 오일을 

넣은 후 공압펌프를 사용하여 40 psi의 압력으로 hot-runner 가시

화 장치로 주입하여 유동 형태를 촬영하였다. 동영상 촬영으로 실

리콘 오일의 흐름성을 직접 표현할 수 없지만 유동분기부에서 유

동정체부에서는 고무 입자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

하여 많아지게 된다. Fig. 13(a)는 건드릴 방식을 모사하여 제작한 

가시화 장치의 유동분기부의 유동결과를 보여주며, Fig. 13(b)는 

Case 3을 모사한 가시화 장치의 유동분기부의 유동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두 결과

를 비교하면 Fig. 13(a)의 고무입자가 유로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유동분기부 벽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Fig. 13(b)의 경우에는 

유로의 모든 부분에서 거의 유사한 고무입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

다. 이는 위의 해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PVC를 사용하는 

hot-runner 금형개발시 유동분기부 형상의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4 금형개발과 시사출
해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주)유도실업과 hot-runner를 적용한 

금형을 Fig. 14와 같이 개발하였고 시험사출을 진행하였다. PVC
는 일반적으로 열분해가 일어나면 사출 후 소재의 색이 변하게되는

데[7], 이를 고려하여 시사출에 사용되는 소재로 비교적 밝은 색상

인 회색 PVC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시사출을 진행하였고, 탄화가 

발생되지 않고 사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PVC은 열안정성이 낮은 소재로 hot-runner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하기가 어렵다. 이는 다 캐버티를 사용할 경우 유동안내부에서 

필연적으로 유동분기점이 생성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유동정체

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VC소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을 위 하여 hot-runner에 대한 해석적,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열안정이 비교적 높은 PP 소재의 경우에는 TGA실험에서 알 

Fig. 11 The distance from the wall along the center of the flow 
branch, based on the flow velocity that can not escape 
out of the hot runner during one cycle

Fig. 12 Experimental apparatus for flow visualization

(a) (b)
Fig. 13 (a) Distribution of rubber particles in flow branch 

manufactured by gun-drill method, (b) Distribution of 
rubber particles in the flow branch with Case 3

(a) (b)
Fig. 14 Mould for injection moulding and Mould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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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60분 이후 질량 감소분이 0.16%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

된 PVC의 경우에는 7.2%의 질량 감소가 측정되었고 GC/MS 분
석결과에서도 일부 프탈레이트가 열분해로 인하여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동정체부가 존재할 경우 PVC의 경우는 열분해

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Hot-runner의 일반적의 제조공정인 건드릴 방식을 적용하여 

유동안내부를 제작할 경우 형성되는 유동정체부의 최소화 유로 설

계를 위하여 isovelocity-surface를 정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이를 통하여 유동해석을 진행하였고, 유동분기부의 필렛 R값

을 감소시킴으로써 유동정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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