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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블로우 성형(blow molding)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출성형 공법

으로 예비 성형체를 만들어 금형 안으로 이송시킨 후 공기를 주입

해 성형하는 방법이다. 이 성형 공법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신속하게 양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블로우 성형공법은 음식 및 음료 등을 담기 위한 용기 

제작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소재를 이용하여 식품 운송 및 냉장고 

선반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이스팩 용기 제작으로도 활용 분야

가 넓어지고 있다[4].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신속

하게 양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블로우 성형 공법은 Fig. 1과 

같이 좌·우 금형이 맞닿으며 성형되는 과정에서 버(burr)가 발생하

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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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우 성형으로 용기를 양산하면서 발생하는 버는 사용하는 제

품에 따라 다르나 아이스 팩 기준 약 1 mm 내외로 날카롭게 형성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

야 한다. 대부분은 날카로운 도구나 칼 등을 이용하여 버를 제거하

지만, 이 방법은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5-8].
현재까지 주로 연구 개발된 디버링(deburring) 기술은 금속 가

공 시 발생하는 칩 형태의 버를 제거하는 기술이 대부분이다. 금속 

가공 중 특수 디버링 툴과 더불어 버를 제거하는 과정 중 청결도 

유지를 위해 브러시 공정을 추가하여 디버링 효율이 개선될 수 있

는 디버링 방법 등이 있다[9,10].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플라

스틱 버 제거 기술 동향은 제품을 고정한 뒤 연마 수단을 이용하여 

버를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수작업으로 버를 제거하는 방

법보다 자동화 공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제품의 동일한 품질과 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만[6],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을 연마방식으로 버를 제거하는 경우 작

업 중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의 오염은 물론 작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버 제거공정이 연속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많은 제품의 버를 제거하고자 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HDPE 블

로우 성형품인 아이스팩에서 발생하는 버를 종래의 버 제거 기술

과 달리 비접촉 방식으로 연속적인 버를 제거하여 불량 발생의 

우려가 적은 자동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열풍 방식의 

버 제거장치를 제작하였고, 자동화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설

계 파라미터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설계 파라미터는 

버 제거장치의 열풍 온도, 풍속, 컨베이어 벨트의 이송속도이며, 
선정한 설계 파라미터가 제품의 버 제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2는 버 제거 자동화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한 직교형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열풍 분사 노즐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열풍 방식의 버 제거장치는 직교 컨베이어 위로 HDPE 소재의 

아이스 팩이 이송되는 동안 장치의 측면부에 거치된 히팅 노즐을 

통해 분출되는 열풍으로 버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자동화 공정의 

설계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해서 먼저 아이스팩의 원재료인 

HDPE의 용융온도 범위와 열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차주

사열량계(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분석을 진행

하였다. 재료의 열적특성 파악을 위해 DSC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시료의 열적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온도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1]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용한 DSC 분석 방법은 

HDPE의 용융점이 포함되도록 진행하였으며, 실험 방법은 25℃
에서 300℃까지 1분당 10℃의 온도로 승온시킨 후 300℃에서 3
분간 온도를 유지한다. 이후 300℃에서 25℃까지 1분당 –10℃씩 

온도를 감소시켜 온도가 변화하는 동안 재료의 열적 특성을 관찰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질량은 5.7 mg이며, DSC 측정 챔

버에 넣을 시료 팬은 바닥면이 밀착되도록 하여 열전달이 촉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DSC의 온도보정은 인듐을 사용하여 실시하

였으며,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3회 이상 측정하여 평

균값을 취하였으며, 모든 보정과정과 측정은 불활성기체인 질소

(N2)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HDPE의 용융온도를 확인한 이후 디버링 대상의 아이스팩 모

델을 선정하고 제품을 고정한 상태에서 히팅노즐 온도를 변화시켜 

디버링을 진행 및 최적의 열풍 온도를 선정하였다. 
실험 방법은 먼저 히팅 온도를 130℃부터 500℃까지 변화에 따

라 디버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해당 실험을 통해 확인한 실험

값을 바탕으로 Fig. 2(a)와 같이 열풍 방식의 디버링 자동화 장치

Fig. 1 Burr generated during blow molding process for making 
an ice pack

(a) Conveyor belt

(b) Heating nozzle

Fig. 2 Deburring orthogonal conveyor belt of blow mold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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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교형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하였다. 고안한 장치는 HDPE 소
재의 아이스팩을 불로우성형을 통해 제작할 때 발생한 네 측면의 

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직교 형태의 컨베이어 이송시스템

의 네 측면에 열풍을 가할 수 있도록 코일이 감싸진 노즐을 설치한 

형태이다. 컨베이어 벨트 이송속도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속도를 1 cm/s 씩 상승시켜 연속적인 제품 투입 시 아이스팩 각 

부위의 버 높이 확인을 위해 Fig. 3과 같이 사각형 아이스팩의 각 

모서리(Ⓐ, Ⓑ, Ⓒ, Ⓓ)와 물 주입구(Ⓔ) 부분의 디버링 여부를 확인

하였다. 컨베이어 벨트의 이송속도는 최대 10 cm/s 이내에서 조정

이 가능하며, 히팅노즐 온도는 코일 온도 기준 최대 750℃까지 가

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아이스팩의 크기는 

300 × 220 × 18.3 mm이며, 형성된 버의 높이는 약 0.95 mm이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HDPE의 열적 특성

열풍 방식의 디버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DPE 열적 

특성을 DSC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4는 아이스팩의 재료

인 HDPE의 25℃에서 300℃까지 승온시켰을 때 나타나는 열 흐

름 곡선이다. Fig. 4와 같이 HDPE는 85℃부터 용융이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약 135℃ 내외에서 열 흐름의 최대 변곡

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때 온도에서 대부분의 시

료가 용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1,12].
Table 1에서 DSC 분석을 통해 확인한 HDPE의 용융시작 온도

(on Temp.), 시료 대부분이 용융되는 온도(peak Temp.) 그리고 

용융이 종료되는 온도(end Temp.)를 정리하였다.
DSC 분석을 통해 HDPE는 약 130℃ 이상의 열이 가해져야 

고체에서 액체로 용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용융온도 

이상의 열풍이 가해져야 디버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었다.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컨베이어 벨트 설계와 히팅 노

즐 설계를 진행하고 아이스팩을 이용하여 디버링 실험을 진행

하였다.

3.2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디버링 실험
히팅 노즐이 장착된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하고 이 장치를 이용

해 아이스팩 측면부에 있는 버 제거 여부 확인을 위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디버링이 가능한 최적 온도를 선정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아이스팩을 이송시키지 않고 노즐의 유속은 4.6 m/s로 일

정하게 유지하였을 때 열풍의 온도 변화에 따른 버 높이는 Fig. 
5와 같다. 

노즐과 제품이 맞닿아 있는 0 mm의 경우 200℃까지 버 높이

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250℃부터 버 높이가 0.15 mm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풍 온도를 50℃씩 상승시켰을 때 버 높이가 0.01 mm 내외가 

되는 온도는 약 500℃였으며, 제품이 맞닿지 않도록 10 mm로 

간격을 조정한 뒤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노즐과 제품과의 간격

을 10 mm로 유지하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간격이 10 mm일 경우 250℃까지 버는 제거

되지 않다가 300℃부터 버의 높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0℃까지 열풍 온도를 상승시킨 결과 버의 높이는 약 

0.08 mm로 전체 높이의 90% 이상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6의 노즐에서 분사하는 고온의 열풍이 –y방향뿐만 아

니라 x, -x 방향으로 열전달이 진행되나, 제품에 필요 이상의 열
Fig. 3 Location of burr generated during blow molding process 

for making an ice pack

Fig. 4 The DSC curve of HDPE, the raw material of ice packs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HDPE, obtained from DSC 
analysis

Material Onset 
temperature

Peak 
temperature

Endset 
temperature

HDPE 85°C 133.78°C 138.6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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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가해질 때 버 발생 부위 주변에 결함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적용되는 최대 열부하량은 –y 방향으로 되

어야 한다. 열풍과 제품 표면의 열전달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즐 직경(B)과 제품과의 간격(Z)을 산출하여 실험과 비교해보

았다[13-17].
본 실험에서 사용한 노즐의 직경(w)은 1 mm, 노즐과의 제품과

의 간격(Z)은 10 mm로 공기 충돌거리 비(Z/B)는 10이며, 원형 

충돌분류에 대한 레이놀즈수( : Reynold’s number)를 식 (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

식 (1)에서 는 평균유속,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 d는 노즐의 

내경이다. 히팅 노즐의 내경은 약 1 mm, 평균유속 4.6 m/s, 온도 

500℃ 공기의 동점성계수 7.8×10-5 m2/s를 적용한 결과 레이놀즈

수는 약  ≒58.97 로 유체의 흐름이 층류구간임을 알 수 있었

다. 고체와 유체간의 열전달에 관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시스

템의 누셀트 수( : Nusselt number)를 식(2)를 통하여 산출하

였다[18].

  Pr  

 (2)

식 (2)는 누셀트 수를 구할 수 있는 수식으로 는 대류 열 전달

계수, 는 유체의 열전도율이다. 식 (1)을 이용해 산출한 레이놀즈

수와 온도 500℃ 공기의 프란틀 수(Pr: Prandtl number)를 대입

하여  ≒2.79의 값을 구하였으며, 식 (1)과 식 (2)를 통해 얻은 

결과 값을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동일한 충돌거리 비(Z/B=10)을 가진 실험값과 비교를 해보

면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누셀트 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19].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누셀트 수가 클수록 식 (2)의 대류 열전

달계수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대류 열전달계수가 증가할수록 

열 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고온의 공기가 노즐 

출구에서 제품까지 도달하는데 최대한 열 손실을 줄여야 하며 누

셀트 수가 낮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누셀

트 수를 갖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히팅 노즐의 출구와 

버가 맞닿아야 하는 경우이지만, Fig. 7과 같이 노즐 출구와 맞닿

으면서 생기는 스크래치 및 불량으로 인해 비접촉 방식으로 간격 

10 mm를 갖도록 설계하게 되었다.

Fig. 5 The height of the burr according to the nozzle 
temperature and spacing with the products

Table 2 The height of the burr according to the nozzle 

Air temperature
(°C)

Burr height (mm)
spacing 0 mm spacing 10 mm

130 0.95 0.95
200 0.95 0.95
250 0.8 0.95
300 0.75 0.83
350 0.6 0.7
400 0.35 0.46
450 0.1 0.22
500 0.01 0.08

Fig. 6 Schematic of free-surface fluid jet: planar jet[13]

Table 3 The heat transfer properties of system and the 
dimensionless number

Properties (air temp. = 500°C) Value
  4.6 m/s
 7.8 × 10-5 m2/s

 1 mm
 0.01 m

 58.97
Pr 0.6951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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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컨베이어 벨트의 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디버링 최적화
HDPE 소재 아이스팩의 빠른 디버링 제거를 위한 실험으로 컨

베이어 벨트의 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디버링 여부를 확인하였다. 
노즐 코일의 온도를 750℃ (제품 표면 온도 480 ± 20℃), 노즐 

출구와 제품 간격을 10 mm로 고정하고 컨베이어 벨트 이송속도를 

1 m/s부터 10 m/s까지 1m/s씩 상승시켜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의 이송속도를 1 m/s부터 

3 m/s 사이에 진행하게 되면 제품이 천천히 이송되면서 디버링 이

후 제품 표면까지 용융되면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결함이 Fig. 
7과 같이 발생하였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의 이송속도를 6 m/s부터 10 m/s 사이로 실

험을 진행한 결과 제품의 디버링이 완료되기 전에 빠르게 이동하여 

디버링의 품질 기준인 0.1 mm 이내로 제거되지 않았다. 이송속도

가 4 m/s와 5 m/s는 제품이 이송되면서 적절한 디버링이 진행되었

으며, 버 높이는 실측한 결과 Table 4와 같이 0.1 mm 이내로 디버

링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HDPE 소재의 용기 디버링 수행을 위해서 3.2 실험에

서 도출한 공기온도 500℃에서 우수한 디버링 효과가 확인되었으

며, 열풍의 풍속을 고정함에 따라 열전달에 관련한 무차원수의 변

화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HDPE 소재 용기의 디버링 

시스템 최적화 및 균일한 품질로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4. 결 론
블로우 성형으로 제작하는 HDPE 제품에서 발생한 버를 제거하

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에 히팅노즐을 활용한 고온 열풍식 디버링 

공정 최적화를 위해 실험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직교형 컨베이어 벨트에 거치하는 히팅 노즐을 활용한 HDPE 

용기의 버 제거를 수행하였을 때 제품 표면의 온도가 약 500℃일 

때 최적의 디버링 효과를 보였다. 최적의 디버링 시스템은 노즐 

출구와 버가 맞닿는 경우 열 손실이 작은 최적의 누셀트 수를 가질 

경우이지만, 맞닿는 설계를 진행하여 디버링을 수행한 결과 제품

의 결함 및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 출동거리 비가 Z/B=10을 

가지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누셀트 수는 약 2.79로 열풍의 열 

손실이 비교적 작아 적절한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버

링 공정 최적화를 위해 컨베이어 벨트 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버 

제거 실험 결과 버의 높이가 1 mm인 제품일 경우 약 4 m/s ~ 5
m/s의 이송속도를 가질 때 최적의 디버링 효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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