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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출성형공정은 대량의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하는데 장점이 있

으며 최근엔 적용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열

가소성 소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내열성을 요구하거나 화학적 안

정성을 요구하는 제품의 경우엔 적용하기 어려워 열경화성 소재를 

사용한 사출성형 공정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되고 있다.
냉각관을 이용해 금형을 냉각 후 제품을 취출하는 열가소성 소

재와 달리 열경화성 소재는 히터를 사용하여 금형을 가열하여 소

재의 경화반응을 유도한 후 제품을 성형하므로 히터가 제품의 품

질 및 생산 시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 때 금형의 

가열을 담당하는 히터는 가격적인 측면과 조작성을 고려해 주로 

카트리지 히터를 사용하며 Fig. 1에 일반적인 카트리지 히터의 구

조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카트리지 히터는 승온속도가 느려 금형이 대형화될수록 

가열시간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열경화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

우엔 금형의 온도를 충분히 승온시킨 후 제품 성형을 진행하며 이 

과정을 예열과정이라고 하는데 대형 금형의 경우엔 예열에만 수십 

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다.
금형의 예열시간 단축을 위해선 히터의 출력을 높여 짧은 시간에 

많은 열이 방출되도록 만들면 되지만 본 방법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온도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히터의 출력 증가는 

경화 중 발생되는 발열 반응에 의해 제품의 온도편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열경화성 소재의 경우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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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에 주입되므로 금형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졌다가 히터에 

의해 재 가열된다. 이 때 단순히 출력만 증가시킬 경우엔 전술한 

문제로 제품에 크랙 및 변형 등의 불량발생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제어장치의 출력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카트

리지 히터의 경우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제어장치가 필

요한데 이 제어장치는 일반적으로 최대 출력이 정해져 있어서 히

터의 출력에 따라 설치 가능한 최대 히터의 개수가 자동으로 결정

된다. 그러나 본 제어장치는 전력사용량이 높아서 공장의 최대허

용전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구비를 하므로 단순히 히터의 출력을 

높이고자 고출력 제어장치를 구매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히터의 추가나 출력조정 없이 히터의 위

치 최적화를 통해 금형의 가열 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확인해보면 Kim은 해석을 

통해 히터의 깊이와 간격을 설계변수로 하여 고무 사출 금형 캐비

티의 온도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히터 배치를 최적화하였다[1]. Li 등
은 RHCM(rapid heating cycle molding)금형 캐비티의 온도를 

측정하고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히터간의 거리를 설계변수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2]. Barone 등은 평판 금형에서 히터의 배치

와 출력을 바꾸어가며 캐비티 온도편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를 수

행하였다[3]. Upadhyay는 복합제의 압축 금형에서 금형 표면의 온

도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히터의 위치와 출력을 최적화하였다[4]. 
Song 등은 캐비티간의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히터 

출력을 도출하였다[5].
전술한 선행연구들은 단일 목적함수로 온도편차를 지정하고 이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나 승온속도는 고려하지 

못하여 사이클 타임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온

속도와 온도편차 각각을 목적함수로 정의한 후 승온속도는 높이고 

온도편차는 감소시키는 방향의 다목적함수최적화 방법론을 적용

하기로 결정하였다. 승온속도는 증가시켜야 금형의 가열시간을 단

축시킬 수 있지만 온도편차는 감소시켜야 제품의 불량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일반 단일목적함수 최적화로는 두 개의 목적함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워 다목적함수최적화 방법론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최적화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실험점을 빈 공간 

없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수히 많은 실험점을 배치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한 개수의 실험점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근사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예측된 데이터를 활용

할 경우 실험 비용 절감 및 보다 효과적인 최적화가 가능하기에 

근사 모델이 최근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6-9]. 본 연구에서도 

설계 변수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라는 점, 실험점의 성

능 평가뿐만 아니라 최적 설계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 근사 모델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목적함수를 달성하기 위해 정의된 설계변수는 히터의 깊이와 간

격의 두 개로 선정하였고 최적화 방법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함

수의 최적화에 많이 활용되는 파레토 최적화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계획법으로는 완전요인배치법(FFD, full factorial design)을 

적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석을 수행해 목적함수를 계산한 후 

RBFi Method 및 Kriging method를 적용하여 근사 모델을 생성하

였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근사 모델에 MOGA를 사용해 파레토 

Front를 계산하였다.
본 과정에서 열경화성 소재의 성형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Coretech사의 Moldex3D이며, 최적화에 활용된 소프트웨어는 

PIDOTECH사의 PIAnO이다. 또한 개발된 방법론은 평판에 먼

저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후 실제품에 적용하여 검증을 수

행하였다.

2. 본 론

2.1 최적화 개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최적화 과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제품을 

빠르고 균일하게 가열하기 위한 최적의 히터 배치를 도출하는 것

을 최적화의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 변수는 히터의 깊이와 

간격, 목적함수는 제품의 평균 온도와 온도의 표준편차로 설정하

였다. 실험계획법을 수립하여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한 후 해석 

결과 데이터로부터 근사 모델을 생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파레토 

최적해를 구할 수 있었다.

2.2 설계 문제 정의
최적화를 위한 설계 변수와 목적함수는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Find a = depth of cartridge heater
b = distance of cartridge heater

(1)

to maximize
to minimize

f1 (a,b) = average temperature
f2 (a,b) = standard deviation of temperature

subject to 80 mm ≤ a ≤ 120 mm 
30 mm ≤ b ≤ 70 mm

Fig. 1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cartridge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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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는 히터의 깊이와 간격으로 지정하였다. 히터 깊이의 

경우 히터 직경의 3배 이상으로 여유 있게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히터의 직경이 6 [mm]이고 히터의 깊이가 히터 중앙과 제품 표면 

사이의 거리로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히터 깊이의 하한값은 

30 [mm]로 정하였다. 기준 깊이가 50 [mm]이기에 상한값은 70 
[mm]로 정하였다. 히터의 깊이와 간격이 같은 같은 값으로 변화되

게 하기 위하여 히터의 깊이 범위는 기준값인 100 [mm]에서 20 
[mm]씩 되도록 하였다. 목적함수는 제품 전체 온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지정하였다. 두 목적함수를 모두 고려한 최적화를 수행하

고자 본 설계문제를 2개의 목적함수를 지닌 다목적함수 최적화 문

제로 정의하였다. 
히터의 배치를 정해진 구속 조건 내에서 임의로 변경해가며 데

이터를 얻을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설

계 변수의 영향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실험계획법은 최

소의 실험 횟수로부터 최대의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결

과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에 대한 영향도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10]. 본 연구에서는 설계 변수가 2개로 많지 않고, 
실험이 아닌 전산 해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계획법 중 완전요인배치법을 사용하

였다. 완전요인배치법은 다양한 실험계획법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실험점을 생성하는 방법이어서 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걸리지만 설

계 영역을 고르게 채우며 실험점을 생성기에 랜덤 에러가 없는 전

산 실험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11]. 완전요인배치법을 통해 2개

의 설계 변수를 각각 5수준으로 실험계획법을 수립하였다.
히터 배치에 따른 제품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출성

형 해석용 프로그램 Moldex3D 2021을 사용하였다. Fig. 3에 해

석용 형상을 나타냈으며 가로세로 100 [mm]100 [mm], 두께 2 
[mm]의 사각 평판과 금형 및 카트리지 히터를 모델링 하였고 예

열, 충진, 경화 과정을 포함하여 해석을 수행했다. 제품의 소재로는 

Epoxy 계열의 열경화성 소재를, 금형의 소재로는 일반적으로 금

형에 주로 사용되는 P20을 사용하였다. 실험계획법으로 도출된 총 

25개 Case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한 후 각 Case에 대한 제품 온도

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수집하였다.
설계변수인 히터의 깊이와 간격, 목적함수인 제품의 평균온도와 

표준편차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 분

석(analysis of means, ANOM)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평균 분석은 인자들의 수준별 목적함수 값을 계산하

여 인자 간의 영향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이때 표준편차(σ)가 

큰 인자가 주요 인자가 된다.
Fig. 4에 따르면 제품의 평균온도와 표준편차 값 모두 상대적으

로 히터 깊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제품이 평판 형상이므로 

모든 히터가 제품과 동일한 거리를 가져 효율이 높기 때문이며 실

제 곡면이 많은 제품의 경우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히터의 간격과 표준편차의 경우 선형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

는데, 히터의 간격이 가장 넓을 때 표준편차가 높게 나왔고 중간 

값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히터의 간격이 넓어지면 제

품에 히터의 열이 닿는 부분과 닿지 않는 부분의 가열 효과 차이가 

커지기에 표준편차도 커지게 된다. 반대로 히터의 간격이 좁아지

면 열원의 위치가 제품 표면에 촘촘하게 배치되므로 표준편차가 

Fig. 2 Flow chart of the optimization process

Fig. 3 Analysis model; (a) iso view and (b) side view

Fig. 4 ANOM plot of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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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데, 제품 형상에 따라 제품 표면과 히터가 가까운 국부적

인 영역에 과열이 발생하여 온도 표준편차가 커지기도 한다. 본 

사각 평판 해석에선 히터의 개수를 고정시켰으므로 제품 중앙부 

기준으로 간격을 좁혔을 때 제품 중앙부는 과열되고 제품 외곽부

엔 가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온도 표준편차 값이 커지

며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히터의 깊이나 간격을 기준 없이 좁히거나 넓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5에 따르면 제품 온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사이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0.8259로 선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의 최적화 목표

는 제품 온도의 평균값은 최대화하고 표준편차값은 최소화하는 것이

기에 두 값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최적 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3 근사 모델 생성 
실험계획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근사 모델을 생성하였

다. 근사 모델을 최적화에 사용할 경우 실험을 수행한 결과 중에서

의 가장 우수한 실험점을 판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험을 수행

하지 않은 설계안의 결과도 예측하여 최적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최적화 프로그램 PIAnO 2021을 사용하여 

근사 모델 생성 및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근사 모델은 크게 회귀 

모델(regression model)과 보간 모델(interpolation model)로 나

뉜다. 이 중 회귀 모델 타입은 근사 모델이 실험점을 정확히 지나지 

않아 노이즈가 심한 실제 실험에 적합하고, 보간 모델 타입은 근사 

모델이 실험점을 정확히 지나기에 랜덤 에러가 없는 전산 실험에 

적합하다. 본 설계 문제가 전산 해석 결과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최적화를 위한 근사 모델로 보간 모델 타입을 사용하였다.
보간 모델엔 대표적으로 Kriging과 RBFi(radial basis function 

interpolation)가 있다[12]. 이 두 모델은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잘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Kriging 모델은 식 (2)와 같이 평균을 나타내는 전역 모델 f(x)와 

편차를 나타내는 국부 모델 z(x)의 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때 국

부 편차는 전역 모델로부터 도출되는 항이며 평균값이 0인 표준편

차를 따른다. 

y(x) = f(x) + z(x) (2)

RBFi 모델은 설계 변수의 개수만큼의 입력값이 실험 횟수만큼

의 기저함수를 거치도록 하여 각 가중치를 가지고 합쳐지며 이루

어지는 함수로, 그 기본 이론식을 식 (3)에 나타내었다. nexp는 실험

점의 개수, 는 i번째 기저함수를, Wi는 i번째 기저함수에 적용되

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exp

  (3)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경향, 특성에 따라 적합한 근사 모델이 

다르기에 본 논문에선 두 가지 타입의 근사 모델을 생성한 후 예측 

성능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근사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예측 

성능 평가 지수로는 식 (4)와 같이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다. RMSE는 실제값과 예측된 값의 차이에 기반

한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낸다.

  






  



   
 (4)

여기서 ntest는 실험점의 개수, y(xi)는 xi에서의 실제값, 는 

근사 모델로부터 예측된 값을 나타낸다. 보간 모델은 모든 실제값

을 지나도록 생성되므로 실험점의 값만으로 실제값과 예측된 값을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정 개수의 실험점은 근사 

모델 생성에 개입하지 않게 하고 예측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점으

로 지정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을 통해 수집한 25개의 해석 결과 

중 22개를 Training points로 하고 3개를 Test point로 하여 근사 

모델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근사 모델들의 RMSE값을 구하였고 Table 1에 나타내

었다. 각 출력 변수에 대하여 RMSE가 우수한 근사 모델을 선택하

였고 제품 온도 평균의 근사 모델로는 Kriging 타입을, 표준편차의 

근사 모델로는 RBFi 타입을 최종 근사 모델로 사용하였다.

3. 파레토 최적화
3.1 판재 시편

선정된 최종 근사 모델과 최적화 기법 MOGA(multi-objective 

Fig. 5 Scatter plot between average temperatu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emperature



Mi Jin Kim, Jae Hyuk Choi

316

genetic algorithm)를 사용하여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단일

목적 최적화 문제의 경우 1개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1개의 최적

해가 존재하지만 2개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다목적 함수 최적화 

문제는 대부분 1개의 최적해를 도출해낼 수 없고, 다양한 가중치에 

따른 다양한 최적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계자의 선호에 따라 

혹은 목표치에 따라 특정 가중치를 적용시켜 다목적함수 문제를 

단일목적함수화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가중치법(weighted sum 
method)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중치법은 가중치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적합한 가중치를 설정해줘야 한다는 어려

움이 있다. MOGA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에 기

반한 다목적 최적화 기법으로, 설계자의 도입 없이 다목적함수를 

직접 처리하여 파레토 최적해를 얻을 수 있다[13].
최종적으로 총 25,002개의 실험점 중 2,793개의 파레토 최적해

를 얻었고 이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다목적함수 최적화에서 이러

한 파레토 최적해를 구할 경우 각 목적함수에 대해 적절한 제한 

조건, 중요도를 적용시켜 설계자의 선호에 따라 최적 설계안을 선

택할 수 있다.
최적 설계안의 검증을 위하여 파레토 최적해 중 2개의 최적해를 

대표 설계안으로 선정하였고 초기 설계안의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때 대표 설계안 2개는 각각 평균 온도를 

최대화하는 최적해 중 온도 표준편차가 가장 낮은 설계안인 최적 

설계안(a)와, 온도 표준편차를 최소화하는 최적해 중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설계안을 최적 설계안(b)로 나타내었다.
판재 시편의 최적화 결과 설계안(a)는 기존 설계안 대비 제품의 

평균 온도를 29.65% 상승시켰고, 온도 표준편차는 65.27% 상승

하였다. 설계안(b)는 온도 편차를 65.97% 감소시켰고 평균 온도는 

13.21%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다목적최적화를 적용하여 평균 온

도의 상승을 우선시하는 경우 설계안(a)를, 온도 편차의 감소를 우

선시하는 경우 설계안(b)를 선택하는 등 설계자의 목적에 따라 원

하는 최적해를 선택할 수 있다.

3.2 실물 형상
본 방법론을 실제품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사용한 실물 형상은 약 690 [mm]의 직경, 약 50 [mm]의 두께, 

약 20,000 [cc] 부피를 가지는 볼록한 반구 형태를 지닌 제품으로 

개발 진행 중인 제품이기에 보안 문제로 정확한 제품의 크기와 형

상은 기입하지 않았다

동일한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였고, 실물 형상에선 제품 평균 온

도의 근사 모델 RMSE값이 Kriging 모델은 1.654로, RBFi 모델

은 1.535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 표준편차의 근사 모델 RMSE
값은 Kriging 모델은 0.115, RBFi 모델은 0.002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실물 형상의 최적화를 위한 근사 모델로 평균온도와 온도 표

준편차 모두 RBFi 모델을 사용하였다.
생성된 근사 모델을 활용 MOGA 기법을 통해 최적화를 수행하

였고 Fig. 7에 표시한 바와 같이 총 25,002개의 실험점 중 3,663개

의 파레토 최적해를 얻었다. 실물 형상의 최적화 결과, 설계안(a)는 

기존 설계안 대비 제품의 평균 온도를 2.03% 상승시켰으며 이때 

온도 표준편차는 1.46% 감소하였다. 설계안(b)는 온도 표준편차

를 8.05% 감소시켰고 평균 온도는 1.41% 증가하였다.
Table 5를 참고하면 평판대비 개선도가 낮다. 실물 형상의 경우

엔 상대적으로 곡면이 많아 히터의 가열 효율이 평판대비 상대적

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에서의 경화도(degree of 
curing)를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화도는 제품의 

Table 1 RMSE of meta model
RMSE

Average temperature Standard deviation of temperature
Kriging 0.070448021742 0.0397598826940
RBFi 0.126495626363 0.0365067888325

Fig. 6 Pareto front of the test specimen

Table 2 Optimization design of the test specimen
Depth [mm] Distance [mm]

Initial design 100 50
Optimal design (a) 80 70
Optimal design (b) 119 36

Table 3 Optimization results of the test specimen
Average 

temperature [°C]
Standard deviation of 

temperature [°C]
Initial design 62.06 3.118

Optimal design (a) 80.46 (29.65%▲) 5.153 (65.27%▲)
Optimal design (b) 53.86 (13.21%▼) 1.061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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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제품이 경화되는 정도를 

0~100%의 수치로 나타낸다. 경화도는 Kamal model에 의해 계산

되었으며 이를 식(5)에 나타내었다. 이때 는 0에서 1까지의 값으

로 경화도를 나타낸다. m과 n은 반응 차수를, Ei는 활성화 에너지

를 의미한다. R은 기체 상수이고 T는 절대온도이다.




  



        exp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히터의 제어 방식은 입력된 설정온도와 열

전대에서 측정되는 온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히터의 On/Off를 수

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온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히터 배치를 수행한다면 제품 위치 별 경화도 편차

가 심해질 수 있으며 제품의 두께가 두꺼울 수록 이러한 문제가 

커진다. 또한 본 제품에 적용된 소재는 임계온도 이상에 도달하면 

속경화가 되는 소재이므로 국부적으로 발생된 작은 온도편차가 경

화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확인하고자 제품 일부영역 단면에서의 온도와 경화도를 확

인하였고 Fig. 8에 나타내었다. 경화공정이 시작되고 1080초 후 

총 6개의 지점에서의 경화도를 표시했으며 초기설계, 최적화 결과 

(a)안, (b)안 순서로 표시하였다. 확인 결과 초기설계에선 제품 표

면부와 중심부의 경화도 차이가 최대 50% 이상 발생하지만 최적

설계를 수행한 설계안(a), (b) 모두 경화도 차이가 최대 5% 이내

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작은 온도편차가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큰 경화도 차이를 유발한 상황이며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다목적함수최적화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출 금형의 히터 배치를 최적화하여 제품 온도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개선하는 다목적함수 최적화를 수행하

였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실험계획법을 통해 사출성형 해석 수행 후 데이터를 수집

하였고 히터 배치와 제품 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품 온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
로써 다목적함수 최적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 출력 변수에 대하여 Kriging
과 RBFi 타입의 근사 모델을 생성하였고 예측 성능 평가 비교를 

통해 최종 근사 모델을 선정하였다. 사각 평판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선정된 근사 모델로부터 3,391개의 파레토 최적해를 

Fig. 7 Pareto front of the commercial product

Table 4 Optimization design of the commercial product
Depth [mm] Distance [mm]

Initial design 78 54
Optimal design (a) 75 77
Optimal design (b) 86 55

Table 5 Optimization results of the commercial product
Average

temperature [°C]
Standard deviation of 

temperature [°C]
Initial design 126.52 4.10

Optimal 
design (a) 129.09 (2.03%▲) 4.04 (1.46%▼)

Optimal 
design (b) 128.30 (1.41%▲) 3.77 (8.05%▼)

Fig. 8 Degree of curing and temperature at the time of 1080 
sec after the start of the c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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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전술한 최적화 과정은 실물 형상에도 적용하였으며 3,663개의 

파레토 최적해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최적 설계결과 중 2가

지를 선정하여 온도 및 편차 결과를 비교하였고 두 목적함수를 동

시에 개선시킬 수 있었다. 
또한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제품의 경화도를 확인하였고 초기설계 

대비 최적 설계에서 경화도의 편차를 약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초기설계값은 실제 양산에서 사용되는 기준값이기에 초기설

계에서도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목적함수 최적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

할 뿐만 아니라 생산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가열에 

소모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 실제금형을 

제작한 후 온도측정까지 진행해 실험과 해석의 비교 검증으로 연

구결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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