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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DURACON® POM 은 폴리아세탈 코폴리머(Polyacetal Copolymer)라고 불리는 결정성이 뛰어난 열가소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뛰어난 성형가공성을 활용하여 모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 역시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DURACON 의 성형가공법으로는 사출, 압출, 블로우(Blow) 몰딩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사출성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술자료에서는 DURACON 의 사출성형과 성능 및 치수정밀도를 100%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DURACON 수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DURACON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비충진타입(M90-44 : 일반타입, M270-44 : 고유동타입, M25-44 : 

고점도타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도표에 별도의 그레이드 표시가 없는 것은 M90-44 을

시험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DURACON 의 그레이드에는 비강화타입 외에 유리섬유 등의 강화재 및

각종 충진재를 첨가한 강화충진타입 등 다양한 그레이드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의

제품소개, 기술지원, 물성 및 성형특성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출성형작업 시 주의사항 및 유해성관리

2.1 사출성형작업 시 주의사항

분해 재료가 열분해 되지 않도록 수지온도와 실린더 내 체류시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 수지온도 : 190�210℃ (250℃ 이상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 실린더 내 체류시간

수지온도 허용체류시간

200℃ 60 분 이내

210℃ 30 분 이내

230℃ 10 분 이내

성형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실린더 안의 재료를 퍼징하고 실린더 온도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린더 온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료로

과열된 것을 퍼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퍼지된 용해물을 물 속에 넣어

냉각시킴으로써 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징 시에는 보호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노즐 앞에 손이나 얼굴을 절대로 가까이 대서는 안 됩니다.
염화비닐 등의 염소계열 재료 및 할로겐계열 난연재를 포함한 재료 등은 DURACON®
POM 의 분해를 촉진시키므로 실린더 안에 함께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가스 작업 시에는 국소 환기 또는 전체 환기를 권장합니다.

취급 바닥 등에 널린 펠릿은 얼어붙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 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청소하여 제거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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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해성관리

포름알데히드 가스는 인체의 눈이나 목을 자극하여 불쾌감을 주므로 장시간에 걸쳐 일정 농도 이상의

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포름알데히드의 자각한도는 개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0.05�0.06ppm 정도이며. 일본산업위생학회 권고치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허용량은 8 시간 노동에 0.1ppm 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허용농도는

0.75ppm 입니다.

2.3 작업 시작, 정지, 재료의 교환

(1) 앞의 재료가 DURACON 인 경우

그대로 가열하여 노즐 및 실린더 온도가 적정온도가 되면 수 차례 퍼징 후 사출성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즐부의 수지가 용융되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노즐의 '드룰링'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DURACON 이 있는 상태로 성형기를 정지시킬 때에는 재료공급을 중단하고

노즐에서 재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퍼지한 후 히터를 끕니다.

(2) 앞의 재료가 DURACON 이외의 수지인 경우

(a) 그대로 DURACON 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DURACON 과 동일한 성형온도에서 성형할 수 있으며 열안정성이 우수한 수지,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AS 수지 등 및 기타 폴리아세탈의 경우에는 그대로 DURACON 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b) 일단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교환한 후 DURACON 으로 교환해야 하는 경우

DURACON 보다 성형온도가 높은 수지(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 나이론, PBT, PET, PPS 등)나 반대로

성형온도가 낮아 DURACON 의 성형온도에서는 분해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예를 들면 염화비닐 등)의

경우에는 실린더 온도를 앞 재료의 성형온도까지 높인 후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교환하고, 이어서 DURACON 성형온도로 설정하여 DURACON 으로 교환합니다.

(c) 앞의 재료를 빼기 힘든 경우

앞의 재료가 흑색 착색품 등과 같이 색상이 짙어 좀처럼 색이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추럴 유리섬유를

넣어 퍼지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판되는 실린더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DURACON 에서 다른 재료로 교환

DURACON 과 성형온도가 동일한 재료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재료로, 성형온도가 다른 경우에는

DURACON 성형온도에서 먼저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교환한 후 성형온도를

변경하여 다음 재료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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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형기

3.1 성형기 선정

DURACON® POM 의 성형에는 일반적인 시판 성형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양의 성형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형기를 선정할 때에는 성형품 1 쇼트의 사출량과 투영면적을 바탕으로

성형기의 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음 2 가지를 사항을 고려하여 성형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쇼트의 사출량 ＝ 사출용량 × 20�80% (가능하면 30�50%)

형체력 ＞ 성형품의 투영면적 × 100MPa

3.2 가소화 기구

스크류 구조로는 수지 온도분포가 되도록 좁은 혼련이 우수한 구조가 바람직하지만, DURACON 에는

주로 범용 스크류가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스크류 구조까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스크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류방지밸브입니다. 이는 보압공정 중 용융수지가 호퍼측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캐비티(Cavity)에 충분히  압력을 가하기 위한 부품으로, 역류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싱크

마크(Sink Mark), 보이드(Void), 치수편차 발생, 강도저하 등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사출기구

사출기구에서는 사출률과 사출속도 유형 제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형품의 두께가 얇을 때나 가는

러너로 멀티캐비티(Multi-Cavity)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출률이 큰 성형기가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면에서 고속으로 사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형품 형상에 따라 최적의 사출속도가 있으며, 예를 들면

플로우 마크(Flow Mark)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이트를 통과할 때의 속도를 줄이는 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4 노즐구조

노즐에는 개방형과 밸브형이 있으며, DURACON 은 일반적으로 개방형 노즐을 이용함으로써 이상 없이

성형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노즐 이용 시 드룰링(Drool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역 테이퍼

노즐이나 밸브형 노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밸브형 노즐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으나, DURACON 성형에는 사출 시 실린더 안에 발생하는 수지압을 이용해 밸브를 여는 기구라면

어떠한 형식이든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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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출조건

4.1 표준 사출조건

DURACON® POM 의 표준 사출조건

예비건조 ：80�90℃ × 3�4 시간

수지온도 ：190�210℃

금형온도 ：60�80℃

사출압력 ：50�100MPa

사출속도 ：5�50mm/s（0.3�3m/min）

스크류 회전수 ：100�150rpm

성형사이클 (사출＋보압) ：게이트 고화시간＋α

(냉각) ：가소화 시간 또는 이형가능시간

4.2 예비건조

DURACON® POM 은 흡습률이 낮으며 방습을 고려하여 포장하고 있으나, 성형 전에는 예비건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형 시의 펠릿 흡습률은 0.1% 이하가 적당합니다.

예비건조조건

• 표준 : 80�90℃ × 3�4 시간

• 성형 침전물이 문제인 경우 : 100�120℃ × 3�4 시간

주의사항

• 선반식 건조기 사용 시

펠릿 두께는 25mm 이하로 설정

• 호퍼 드라이어 사용 시

펠릿 온도가 권장온도를 유지하도록 열풍온도 및 풍량을 조절

호퍼 내 체류시간이 3�4 시간보다 짧지 않도록 설정

그림 4-1 펠릿 건조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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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린더 온도

4.3.1 실린더 온도 설정 예시

DURACON® POM 의 융점은 약 165℃이지만, 실제 성형 시의 수지온도는 190�210℃(권장온도

200~210℃)가 적당합니다. 수지온도는 일반적으로 실린더 설정온도(프론트부)보다 10�15% 정도

높습니다. 실린더 온도의 설정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노즐에서 에어 쇼트(Air Shot)한 용융수지 안에

온도계를 꽂아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실린더 온도 설정 사례

호퍼부 (호퍼 측) ： 150�170℃

중심부 ： 170�190℃

프론트부 ： 180�200℃

노즐 ： 190�210℃

수지온도가 알맞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지온도가 너무 높을 때：재료 분해, 변색 등

• 수지온도가 너무 낮을 때：비 가소물 혼입 등

측정조건

  상승속도: 5°C/min
  시료중량: 14mg

온도항목

  T1: 용융 시작 온도

  T2: 용융 흡열 정점

  t1: 분해 시작 온도

그림 4-2 DSC 곡선

측정조건

  상승속도: 5℃/min
  시료중량: 14mg

온도항목

  T1: 분해 시작 온도

  T2: 50% 분해온도

  T3: 분해 종료온도

그림 4-3 TG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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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류로 인한 변색

성형품 변색은 수지온도와 실린더 내 체류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레이드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DURACON M90-44 의 대체적인 변색한도는 그림 4-4 와 같습니다. 이러한 허용 체류시간은

물성저하보다 변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림 4-4 내열변색영역

4.4 금형온도

DURACON 성형 시의 표준 금형온도는 60�80℃이지만, 성형품의 물성, 표면상태, 성형 중 치수변화, 

성형 사이클 등의 요구품질에 따라 금형온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형품의 사용주위온도가

높은 경우, 치수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형온도를 사용 온도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어닐링(Annealing)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면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120℃ 정도의 높은 금형온도로 성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형 사이클을 단축하기 위해 30�40℃와 같은 저온으로 금형온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잔류응력이 남을 우려가 높음

• 양호한 외관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사용온도가 높은 경우 성형 후 수축 발생

• MD 부착률이 높아짐

• 미성형(Short Shot) 발생률이 높아짐

또한 휨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형온도분포의 균일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5 사출압력

DURACON 의 일반적인 사출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출압력은 유동성, 수축률, 성형품의 물성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주로 성형품의 외관, 치수를 확인하면서 결정합니다.

사출압력 설정 예시

사출압력 ： 100MPa 이상

보압력   ： 50�100MPa

사출공정에서 보압공정으로 전환 : 캐비티의 80�90%가 충진된 점

그리고 사출압력과 보압력은 위의 사출압력 설정 예시와 같이 구분하지 않으며, 사출압력이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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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출압력이 너무 높을 때 ： 버(Burr) 발생 등

• 사출압력이 너무 낮을 때 ： 미성형, 싱크 마크, 플로우 마크, 보이드 등

4.6 사출속도

사출속도는 일반적으로 5�50mm/s (0.3�3m/min)로 설정하지만, 성형품 형상, 두께(Thickness), 

요구품질, 러너 굵기, 게이트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빠른 편이 좋은 경우： 얇은 성형품이나 멀티캐비티로 치수정밀도가 높은 경우

• 느린 편이 좋은 경우： 두꺼운 성형품으로 보이드나 플로우 마크가 문제인 경우

그리고 사출속도가 알맞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출속도가 너무 빠를 때： 제팅(Jetting), 플로우 마크, 버, 탄화 발생 등

• 사출속도가 너무 느릴 때： 미성형, 플로우 마크 등

4.7 스크류 회전수 및 배압

용융수지의 온도차이 관점에서 스크류 회전수는 느리게, 배압은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생산성까지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이 일반적입니다.

설정 예시

스크류 회전수 ： 100�150rpm

배압 ： 0�5MPa

배압이 너무 낮은면 공기가 유입되어 불안정하게 계량되고, 너무 높은 경우에는 노즐에서 드룰링 발생, 

가소화시간 연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성형사이클

4.8.1 사출 및 보압시간

사출시간과 보압시간은 그 합계가 게이트 고화시간보다 조금 긴 값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이트 고화시간이란 그림 4-5 와 같이 성형품의 중량이 일정해지는 최단시간을 나타냅니다. 사출 및

보압시간이 게이트 고화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형수축률이 커짐(그림 4-6)

• 치수편차 발생률이 커짐(그림 4-7)

• 보이드, 싱크 마크 발생.

• 변형성이 커짐(그림 4-8)

• 충격강도가 약해짐(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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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조건

  실린더 온도: 190℃

  사출압력: 75MPa
  사출속도: 17mm/s

금형:
120×120×3mmt 평판

  (사이드 게이트 4w×2t)

그림 4-5 성형품 중량과 게이트 고화시간

사출조건

  실린더 온도: 190℃

  사출압력: 75MPa
  사출속도: 17mm/s

금형:
120×120×3mmt 평판

  (사이드 게이트 4w×2t)

그림 4-6 성형수축률과 게이트 고화시간

시험편: ASTM 인장시험편 (두께 3.2mm)

측정부: 긴 방향 (213mm)

그림 4-7 치수편차과 게이트 고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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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고화시간은 성형기 용량과 1 쇼트 중량의 관계 또는 게이트 크기나 게이트부의 성형품

두께(Thickness), 그리고 사출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실제 성형품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편 데이터는 표 4-1, 4-2 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1 게이트 고화시간 (사이드 게이트)

금형온도

(℃)
제품 두께

(mm)
게이트 크기

(w × t)
게이트 고화시간 (초)

M90-44 GH-25

40

1 2 × 1 4 -

2
2 × 1 9 6
4 × 2 9 6

3
2 × 1 11 10
4 × 2 17 10
6 × 3 20 11

4
2 × 1 14 11
4 × 2 20 15
6 × 3 26 16

60

1 2 × 1 4 -

2
2 × 1 10 6
4 × 2 10 7

3
2 × 1 14 10
4 × 2 19 12
6 × 3 21 12

4
2 × 1 15 13
4 × 2 22 17
6 × 3 31 18

80

1 2 × 1 5 3

2
2 × 1 11 7
4 × 2 12 7

3
2 × 1 17 14
4 × 2 22 14
6 × 3 24 15

4
2 × 1 18 16
4 × 2 27 20
6 × 3 34 21

GH-25: 유리섬유 25% 강화 그레이드   시험편: 80mm 사각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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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게이트 고화시간 (핀 게이트)

금형온도

(℃)
제품 두께

(mm)
게이트 크기

(Ø)
게이트 고화시간 (초)

M90-44 GH-25

40

1 0.5 3.4 2.8
1.0 3.4 2.8

2
1.0 8.6 6.2
1.5 9.0 6.4

3 1.5 13.8 10.6
2.0 15.8 11.2

60

1
0.5 3.8 2.8
1.0 3.8 2.8

2 1.0 9.8 7.0
1.5 10.6 7.8

3
1.5 16.6 12.8
2.0 18.2 12.8

80

1 0.5 4.2 3.4
1.0 4.2 3.4

2 1.0 11.8 7.8
1.5 12.6 9.0

3
1.5 19.2 15.8
2.0 20.6 16.8

GH-25: 유리섬유 25% 강화 그레이드   시험편: 50mm 사각 평판

시험편:
  120mmφ×2mmt 원판

  (1.5mmφ 핀 게이트)

그림 4-8 변형량과 게이트 고화시간

사출조건:
  실린더 온도: 180℃

  금형온도: 80℃

  사출압력: 100MPa
  사출속도: 50mm/s

금형:
인장충격 시험편

  (2.5mmφ 핀 게이트)

그림 4-9 충격강도와 게이트 고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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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냉각시간

그림 4-10 은 DURACON® POM M90-44 성형품의 이형가능시간을 실제로 측정 및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형 가능할 정도로 고화될 때까지의 기준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성형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압시간을 게이트 고화시간보다 길게

설정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냉각시간은 가소화시간에 더해 성형품의

이형가능시간(보압시간+냉각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성형품 두께가

두꺼운 경우, 가늘고 긴 코어처럼 축열부분이 있는 경우, 변형이 문제인 경우 등에는 보다 긴

냉각시간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편:
  80mm 사각 평판 1�8mm 두께

사이드 게이트:
  2w×1t (두께 1�4mm 경우)
  4w×2t (두께 5�8mm 경우)

산출방법:
   80mm 사각 평판의 이형 가능한 고화 층

비율에서 일반 성형품의 비율을 추정하여

이형가능시간을 산출하였 습니다.

그림 4-10 성형품의 이형가능시간

4.9 성형 침전물(Mold Deposit)대책

DURACON® POM 을 장시간에 걸쳐 성형하면 금형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성형품 표면에 파인

모양이 생겨나거나 치수가 달라지거나 이형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질을 성형

침전물이라고 합니다. 성형 침전물 발생을 억제하거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료의 예비건조온도를 높이고(통상 60�80℃를 100�120℃로 설정), 펠릿 안에 남아있는 수분

및 포르말린 제거(도전성 그레이드 등 특수 그레이드 제외)

• 일반적인 수지온도는 190�210℃로, 이 범위 내에서 낮게 설정하여 가스 발생 억제

• 실린더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성형기 용량과 1 쇼트 중량의 균형을 고려

• 저온금형은 침전물이 쉽게 부착하므로 금형온도를 높게(60℃ 이상) 설정

• 금형에 가스 벤트를 설치하면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추가로 러너에도 가스 벤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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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생재의 사용(리사이클)
그림 5-1 은 100% 재생을 반복한 경우의 물성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물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상은 서서히 변화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시 주의점

• 분쇄공정 시 찌꺼기나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

… 찌꺼기나 다른 재료가 파괴원인이 될 수 있음

• 알갱이가 큰 재생품이 없도록 함

… 가소화 불량으로 인한 결함 발생

• 분쇄 시에 발생하는 부스러기는 제거하는 편이 좋음

… 부스러기 편석이 가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림 5-1 재생회수와 물성

6. 성형가공 특성

6.1 유동성

그림 6-1 M90-44 의 봉 유동길이（얇은 부분） 그림 6-2 M270-44 의 봉 유동길이（얇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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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2mmt 봉 유동길이 그림 6-4  0.5mmt 봉 유동길이

사출조건: 실린더 온도 190℃, 금형온도 80℃, 사출속도 67mm/s

6.2 성형수축특성

그림 6-5 M90-44 의 성형수축률（사이드게이트） 그림 6-6 M90-44 의 성형수축률（핀 게이트）

사출조건

  사출압력 : 50MPa
  실린더 온도 : 190℃

  금형온도 : 80℃

  사출속도 : 50mm/s
  금형 : 80×80mm 평판

사출조건

  실린더 온도 : 190℃

  금형온도 : 80℃

  사출속도 : 17mm/s
  금형 : 50×50mm 平板

  핀 게이트 : φ1.0

표 6-1 성형수축률과 사출조건의 일반적인 관계

변화 성형수축률 성형 후 수축률

성형품 두께 (Thickness) ↑ 두꺼움 ↑ 큼 ↓ 작음

게이트 크기 ↑ 큼 ↓ 작음

금형온도 ↑ 높음 ↑ 큼 ↓ 작음

수지온도 ↑ 높음 ↑ 큼

보압력 ↑ 높음 ↓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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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사출압력과 성형수축률 그림 6-8 수지온도와 성형수축률

그림 6-9 금형온도과 성형수축률

6.3 성형 후 수축 및 흡습에 따른 치수변화

6.3.1 성형 후 수축 및 어닐링

그림 6-10 성형품 두께와 성형 후

수축률（금형온도 30℃）

그림 6-11 성형품 두께와 성형 후

수축률（금형온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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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성형품두께와 성형 후 수축률（금형온도

120℃）

그림 6-13 처리시간과 성형 후 수축률

제품성능상 성형 후 수축이 문제인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금형온도, 어닐링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하며, 주로 다음 2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높은 금형온도로 성형

• 저온금형으로 성형하고, 사용 상한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어닐링

어닐링은 위에서 서술한 치수안정성 향상 이외에 잔류응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형품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잔류응력 제거를 목적으로 한 어닐링 처리

시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정 어닐링 온도 : 145�150℃

• 금속 인서트류는 어닐링 처리하지 않음

• 두께 2�3mm 의 기준 어닐링 시간 : 약 30 분

6.3.2 흡수로 인한 치수변화

그림 6-14 주위 조건과 흡수율 그림 6-15 흡수율과 치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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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열안정성

6.4.1 실린더 내 체류로 인한 물성변화

그림 6-16 성형기 실린더 내 체류시간과 물성

6.4.2 해 시작 온도

DSC(시차주사열량계) 및 TG(열중량 분석)를 이용하여 DURACON® POM 의 분해 시작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6-17, 그림 6-18 과 같습니다. 이를 아세탈 호모폴리머와 비교하면 온도는 20∼30℃ 높고, 
융점은 10℃ 정도 낮으며, 성형온도 범위가 넓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조건

  상승속도: 5°C/min
  시료중량: 14mg

온도항목

  T1: 용융 시작 온도

  T2: 용융 흡열 정점

  t1: 분해 시작 온도

그림 6-17 DSC 곡선

측정조건

  상승속도: 5℃/min
  시료중량: 14mg

온도항목

  T1: 분해 시작 온도

  T2: 50% 분해온도

  T3: 분해 종료온도

그림 6-18 TG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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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형품 설계

7.1 제품설계 포인트

• �균일 살두께를 고려한 설계

두께(Thickness) 차이에 의한 수축차를 해소합니다. 두꺼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고, 코어(Core)는 되도록 크게 설정합니다.그 이유는 코어가 작으면

고온화되어 성형 사이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얇은 살두께를 고려한 적절한 설계

기능상 이상 없는 범위 내에서 얇게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두께(Thickness)가 얇을수록 성형

사이클상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 대칭형상화

외부 리브가 남는 형상이나 코어형이 되어 고정측과 이동측에 온도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리브의 받침목이나 온도차로 인한 수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휨 등의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칭형상이 되도록 수축 균형을 맞춥니다.

• 리브 보강화

제품형상에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강용 리브를

설치하여 기울어지거나 휘는 현상을 교정합니다. 이 때 리브의 두께는 제품을 기준으로 1/3~1/2 로

설정합니다.

7.2 치수정밀도

(a) 일반적인 치수공차

DURACON® POM 의 일반적인 치수공차는 그림 7-1과 같이 미국 SPI 규격을 표준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밀급 성형 시 치수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수가 20�40mm 정도일 때의 치수공차 … ±0.20�0.25％

• 치수가 80�100mm 정도일 때의 치수공차 … ±0.15％ 정도

그리고 멀티캐비티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일 때보다 치수편차가 커지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지가 균형있게 유입되도록 조절하거나 금형 표면온도분포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림 7-1 폴리아스텔의 치수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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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치수편차

표 7-1 성형품 치수와 편차

성형일
평균

χ (mm)
표준편차

±3휎
변동계수 (%) (*1)

일내변동 연속 3 일내 변동 전체

초기값 49.025 0.006 0.012 -

0.047
(49.045 ± 0.023)

(*2)

1 개월 후 1 일차 49.047 0.005 0.010
0.0202 일차 49.047 0.005 0.010

3 일차 49.053 0.003 0.006
2 개월 후 49.055 0.005 0.010 -
3 개월 후 49.055 0.009 0.018 -
4 개월 후 1 일차 49.049 0.007 0.014

0.0242 일차 49.057 0.006 0.012
3 일차 49.055 0.006 0.014

5 개월 후 49.046 0.004 0.008 -
6 개월 후 49.046 0.004 0.008 -
7 개월 후 49.042 0.006 0.012 -
8 개월 후 1 일차 49.039 0.006 0.012

0.0202 일차 49.045 0.005 0.010
3 일차 49.045 0.006 0.012

9 개월 후 49.045 0.006 0.012 -
10 개월 후 1 일차 49.046 0.006 0.012

0.0202 일차 49.040 0.004 0.008
3 일차 49.039 0.006 0.012

11 개월 후 49.033 0.004 0.008 -
(*1) ±3휎 휒̅ ×  100⁄  (%)

(*2) 휒± 3휎  (푚푚 )

7.3 변형

(a) 리브 보강 평판의 변형

원인

• 밑단(Base)과 리브의 두께(Thickness) 차이로 인한 수축차

• 밑단 양면의 금형온도차

이 대책은 밑단 양면에 리브를 보강하여 단면을 H 형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제품설계상 H 형 형상을 만들 수 없어 한 면만 리브로 보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변형이

발생합니다 (표 7-2, 그림 7-2).

• 비강화 그레이드 또는 구슬형, 분말형 필러 충진 그레이드

리브 두께(Thickness) ＜ 밑단 두께(Thickness)인 때에는 리브측으로 볼록하게 변형

리브 두께(Thickness) ＞ 밑단 두께(Thickness)인 때에는 리브측으로 오목하게 변형

리브/밑단 ＝ 1�1.2 에서 거의 균형을 이루며 평판이 됨

• 섬유 충진 그레이드

리브/밑단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항상 리브측으로 볼록하게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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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리브 보강 평판의 변형량

단면형상

1 2 3 4 5 6

금형온도
30℃ 0.04 0.06 0.29 -0.68 -0.55 0.04
80℃ 0.05 0.08 0.61 -0.44 -0.04 0.04

변형량: 마이너스값은 리브측으로 오목한 변형

그림 7-2 리브 보강 평판의 변형량

(b) ㄴ자형/ㄷ자형 성형품의 기울어지는 변형

ㄴ자형/ㄷ자형 성형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변형을 일으키는데.

원인

• 캐비티측에 비해 코어측 코너부의 금형온도가 높아져 코어측 수축률이 커짐

대책

• 형상

코너에 삼각 리브를 보강한다. 단, 리브 두께는 밑단 두께의 1/3�1/2 로 한다.

코너부에 관통 구멍을 만든다.

ㄴ자가 아닌 T 자로 한다.

ㄷ자형 형상의 경우 벽 두께(Thickness)／밑단 두께(Thickness) ＝ 1/2 로 설정한다.

• 금형

코어를 냉각한다.

섬유 충진 그레이드는 코너부에 게이트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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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ㄴ자 성형품의 변형량

단면형상

1 2 3 4

M90-44 2.3 -0.7 3.4 2.4
GH-25 3.5 2.1 2.7 2.8

단면형상

5 6 7

M90-44 1.6 0.2 0.0
GH-25 2.4 0.8 0.0

수치는 심취 각도 입니다. 단위는 "°"입니다. 마이너스값은 밖으로 기울어지는 값.

(c) 상자형 성형품의 안쪽으로 휘는 변형

상자형 성형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쪽으로 기울어져 변형되는데, 그 원인은 ㄴ자형/ㄷ자형 성형품과

마찬가지로 코어측 금형온도가 높아져 코어측 수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책

• �형상

적당한 수치로 삼각 리브를 보강한다.

코너부에 관통 구멍을 만든다.

외곽리브를 보강한다.

비강화 그레이드는 벽 두께(Thickness)／바닥판 두께(Thickness) ＝ 1/2 로 설정한다.

외벽에 역휨효과를 준다.

• �금형

코어를 냉각한다.

섬유 충진 그레이드는 사이드 게이트보다 바닥판 중앙부의. 핀 게이트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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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원판형 성형품의 휨 변형

원판형 성형품은 물결형 변형 또는 우산형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원인

분자배향 또는 강화섬유 배향에 따라 지름방향과 원주방향의 수축률 차이 발생. 

• 지름방향 수축률 > 원주방향 수축률일 때에는 물결형 변형 발생.

• 지름방향 수축률 < 원주방향 수축률일 때에는 우산형 변형 발생.

대책

• �형상

물결형 변형의 경우, 원주부에 H 형 리브를 보강하거나 도너츠형으로 두께를 조절한다.

우산형 변형의 경우, 방사형 리브를 양면에 보강한다.

• 금형

냉각회로는 캐비티에 근접하게, 원주형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진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이트 수,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 점 사이드 게이트, 1 점 핀

게이트에 비해 3 점 이상의 핀 게이트가 더 효과적이며, 3 점 핀 게이트에는 정삼각형 정점에 게이트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위치는 성형품 중심이나 이에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중앙보다

바깥둘레 동심원상에서 수지를 유입시키면 진원도가 향상됩니다. 그림 7-3 과 같이 동심원상으로

유입되면 보다 높은 정밀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 웨브 부 3 점 게이트의 유입 유형

(b) 베어링 보스 단면 4 점의 유입 유형

웨브 부 3 점 게이트

(φ1.0)

베어링 보스 단면 4 점

(φ1.0)

그림 7-3 기어(Gear)의 게이트 위치와 유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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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원주형 성형품의 변형

가늘고 긴 원주형 성형품은 양 끝의 바깥 지름이 크고 중앙부의 바깥 지름이 작은, 장구형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 끝은 빨리 고화되고 중앙부는 천천히 고화되기 때문인데, 2 중

원통형으로 하는 등 두께(Thickness)를 얇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중 원통형으로

할 때에는 외벽과 내벽을 잇는 리브의 두께를 얇게 하는 편이 리브로 인한 싱크 마크 등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f) 가늘고 긴 성형품의 휨

가늘고 긴 성형품의 긴 변에 게이트를 설치하면 보통 게이트측으로 오목하게 휘어지므로 게이트는 짧은

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림 7-4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7-4 가늘고 긴 성형품의 게이트 위치와 변형

(g) 사출조건과 변형

변형과 관련있는 사출조건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출 및 보압시간, 냉각시간, 사출속도, 

금형온도입니다.

(1) 사출 및 보압시간

사출시간과 보압시간의 합계를 게이트 고화시간보다 긴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 시간이 게이트

고화시간보다 짧으면 그림 4-8 과 같이 변형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냉각시간

일반적으로 냉각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변형이 줄어듭니다.

(3) 사출속도

성형품 형상에 따라서는 사출속도가 빠른 편이 변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느린 편이 적게 변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출속도를 바꿔 성형해보고 변형이 가장 적은

조건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4) 금형온도

금형온도는 낮은 편이 변형이 적지만, 성형품의 사용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성형 후 수축으로

인한 변형 및 치수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형온도를 설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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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치수관리법

DURACON® POM 의 성형품은 형상 및 사출조건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형 후 2 일

정도면 치수가 안정됩니다(그림 7-5). 따라서 정식 치수는 일정 온도하에 관리하는 실내에 놓아두었다가

안정된 후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형현장에서는 성형품의 치수가 공차 범위 내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2 일이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 성형품의 중량과 치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치수공차 범위 내일 때의 중량 편차폭을 구합니다.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중량을 측정하여 치수가 양호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형상이나 사출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성형 후 30 분 정도면 실온까지 냉각되므로

이 때의 치수(단, 꺼낸 후의 시간은 일정하다고 가정)와 2 일 후의 치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해 도면 치수를 대상으로 단시간 방치냉각에 의한 치수관리폭을 결정합니다.

방치조건 : 23℃×50％RH

시험편 : ASTM I 형 인장시험편

그림 7-5 성형 후 치수변화

7.5 성형품 강도

표 7-4 파괴발생점이 될 수 있는 장소

파괴장소 파괴 주원인

모서리부 (Sharp Corner) • 응력집중(특히 충격가중 시)
웰드 (Weld) • 연신율 저하

게이트 • 연신율 저하, 성형 뒤틀림

가늘고 긴 코어가 있는 두께

(Thickness)부
• 냉각부족으로 인한 분출(보압 불충분으로 인한 연신율 저하)

두께 (Thickness) 급변부 • 냉각속도 불균일로 인한 성형 뒤틀림

버 • 노치(Notch)발생의 원인

금속 인서트 • 게이트, 웰드로 인한 연신율 저하, 크립 파괴

평면적 얇은 두께부 • 유동배향으로 인한 물질의 이방성

기타

• 가소화 불량

• 콜드 슬러그(Cold Slug) 유입

• 다른 수지의 혼입

• 사출조건 부적합(예, 수지온도, 보압)
• 재생재 문제(예, 가소화 불량, 이물질 혼입)



25

형상문제

(a) 모서리부

이 모서리부에는 성형 시 뒤틀림이나 부하 시의 응력이 집중되어 파괴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코너부에는 허용범위 내에서 되도록 큰 굴곡률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림 7-6, 7-7).

그림 7-6 굴곡률과 응력집중

그럼 7-7 낙추충격강도의 굴곡률 의존성

(b) 웰드, 게이트

웰드부에 응력이 필요한 시험편의 인장강도 측정결과는 표 7-5 와 같습니다. 인장강도 저하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파단신율은 통상 시험편의 약 1/2�1/3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웰드부, 게이트부에는

되도록 응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게이트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웰드부의 밀착불량도

파괴원인이므로 사출조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표 7-5 웰드가 인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인장강도(MPa), 유지율 인장신율(MPa), 유지율

M90-44
웰드 없음 60 59

웰드 있음
58

(98%)
27

(46%)

GH-25
웰드 없음 129 2.2

웰드 있음
55

(42%)
0.9

(41%)
시험편 : ISO 인장시혐편(2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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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버, 금속 인서트

응력이 필요한 곳에 버가 있는 경우, 먼저 버에 크랙(Crack)이 생기고 이것이 노치가 되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금속 인서트 성형품의 경우 크립파괴를 고려하여 수지의 두께(Thickness)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 인서트에 모서리가 있거나 인서트 면에 버가 있으면 크립 파괴 수명이 짧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 7-8 금속 인서트류의 크립 파괴 수명 예시

8. 금형설계

8.1 러너

8.1.1 콜드 러너 (Cold Runner)

(a) 러너의 단면형상

러너의 형상은 원형 단면이 가장 적합하며, 금형의 고정판과 이동판 양쪽에 홈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형

러너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름모형이 좋으며, 반원형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름모형 러너의 예시는

그림 8-1 과 같습니다.

그림 8-1 마름모형 러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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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러너 크기

러너의 굵기는 용융수지의 냉각 억제, 압력손실 감소 등의 면에서는 굵은 편이 좋으나, 러너 발생비율을

줄이는 등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너의 간이설계도는 그림 8-2 와

같습니다. 이는 가장 긴 길이에서 필요한 러너의 굵기를 추정함으로써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8-2 러너의 간이설계도

(c) 러너의 배열

멀티캐비티의 경우, 각 캐비티에 수지가 동시에 충진할 수 있도록 러너 길이, 굵기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대칭형으로 배치되도록 설계합니다. 그림 8-3 은 러너 배열의 예시입니다. 각 캐비티에 대한 러너 길이가

동일하지 않거나 세트 추출 등으로 캐비티의 체적이 다를 때 등에는 러너의 굵기를 바꿔 동시에 충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림 8-3 8 캐비티 러너의 배열 예시

8.1.2 핫러너 (Hot Runner)

핫러너는 재료 절약, 성형 자동화 등에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 핫칩(Hot Chip)에서의 압력손실, 핫칩

및 매니폴드(Manifold)부에서의 변색, 리컬러링(Recoloring), 금형온도분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채택 시에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핫러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게이트부 절단현상(실바리), 

게이트 막힘, 드룰링, 체류변색, 핫칩 간 균형 등으로 이를 고려하여 핫러너의 종류을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DURACON® POM 에도 핫러너를 적용하여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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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게이트

게이트 크기

• 게이트 두께는 성형품 두께의 60�70%로 한다.

• 게이트 폭은 게이트 두께의 1�1.5 배 정도로 설정한다(사이드 게이트).

• 게이트 러너는 짧은 편을 권장한다(사이드 게이트).

그러나 품질상 이상 없다면 성형 사이클 향상, 게이트 컷 등을 위해 보다 작은 게이트를 배치합니다.

게이트 위치

• 성형품의 최대 두께(Thickness) 부분에 배치한다.

• 성형품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배치한다.

• 성형품에 힘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게이트를 배치하지 않는다.

• 웰드라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고려한다.

게이트 형상

DURACON® POM 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이트 형상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핀 게이트, 터널 게이트는 형상에 따라 게이트의 절단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그림 8-4 와 같습니다.

그림 8-4 터널게이트 형상의 주의점

8.3 드래프트(Draft)

DURACON® POM 은 성형수축률이 크므로 비결정성 (非晶性) 플라스틱 등에 비해 드래프트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형성 관점에서는 허용 범위 내에서 되도록 큰 드래프트를 설치합니다.

• 최소 0.25°�0.5°에서 가능다하면 1°정도로 설치

그리고 이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 아웃(Knock Out)방식, 녹 핀(Knock Pin) 위치, 수량 등에도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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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언더 컷(Under Cut)

언더 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냅피트(Snap-Fit)방식으로 조립하는 경우에는

언더 컷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통형상일 때의 언더 컷은 다음과 같습니다.

• M90-44 2.5�3％까지

• GH-25 0.5％까지

8.5 가스 벤트(Gas Vent)

가스 벤트의 설계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스 탄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성형 침전물이 생기기 쉬우므로

가스 벤트에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가 분리선에서 배출되는 구조일 때에는 그림 8-5 와

같이 성형품 외부의 모든 면에 걸쳐 배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벤트부의 깊이는 성형품

바깥둘레에서 수 mm 까지는 1/100�2/100mm 정도로 표면을 조면가공하고, 그 후 깊이 1mm 정도의

홈을 파 금형 밖으로 연결합니다.

그림 8-5 가스 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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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금형 온도조절

금형온도는 성형 사이클, 성형품 품질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러너, 게이트, 녹 아웃 방식 등의

금형구조와 마찬가지로 온도조절 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형 온도설계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히터가 아니라 온수 등의 순환방식을 권장

• 온수순환방식의 포인트

(a) 냉각회로의 전열면적이 충분할 것 (냉각회로는 굵게, 많이 설치)

(b) 냉각회로는 되도록 캐비티와 가깝게 설치

  (냉각회로가 캐비티에서 멀수록 금형의 표면온도분포가 커짐)

(c) 순환하는 물의 양이 충분할 것

  (수로에서의 압력손실에 밀리지 않을 만한 배출압을 유지하고, 배출량이 큰 온조기 사용)

• 코어냉각에 신경쓸 것(코어부는 굉장히 열이 잘 쌓이는 장소이므로 충분히 냉각되지 않으면 성형

사이클이 길어짐)

(a) 수냉식인 경우(그림 8-6, 8-7)

(b) 공냉식인 경우(그림 8-8)

(c) 열전도성이 큰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그림 8-9)

(d) 히트파이프을 사용하는 경우(그림 8-10)

그림 8-6 물을 이용한 코어냉각 예시

(버플 플레이트)

그림 8-7 물을 이용한 코어냉각 예시

(기포 튜브)



31

그림 8-8 공기를 통한 코어냉각 예시 그림 8-9 열전도성이 큰 금속을 이용한

코어냉각 예시

그림 8-10 히트파이프을 이용한 코어냉각 예시

8.7 금속재질

DURACON® POM 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금형재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분해가스로 인한 부식

• 유리섬유 등으로 인한 마모(강화 그레이드의 경우)

금형부식이 문제일 때에는 먼저 가스 벤트를 강화하고 사출조건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금형재료를 변경합니다. 각종 강재를 포름산에 담가 표면의 부식상황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55C < NAK-55、SNC415 < SKD-11 < 머레이징강 ≤ SUS440C < PSL

(불량)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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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모대책으로는 담금질, 질화처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강재의 특징은 표 8-1, 8-2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8-1 금형재료의 열전도율

열전도율 (W/m�℃)
동(순수) 386
베릴륨동 20C 121
베릴륨동 275C 109
알루미늄(순수) 221
알루미늄 A7075 151
아연 합금(ZAS) 109
탄소강 53
SKD 61 34
SKD 11 27
스테인레스 13Cr 26
스테인레스 18-8 16

표 8-2 금형재질의 특징

JIS 외

경
도H

R
C

내
마
모
성

내
식
성

인
성

열
처
리

치
수
변
화

피
삭
성

경
면
성

표
면

및

방
전
가
공
성

용
접
성

프리하든강

S55C 13 D D A' - A" C B B'
SCM440 28 D' D' B' - A B B' B'
SCM440 개량 33 C C A - A' C' B A
SNCM420 개량 33 C D' A' - B' B' A' A
SUS 계 33 C A' A D' A' A A
SUS 계 쾌삭 33 C A A B B A A
SUS630 계 35 C' A' A D' B' B' A
SKD61 개량 40 B B B - B' C C' B
석출 경화계

쾌삭 AISIP21
40 B C D' - A' A B B'

석출 경화계 AISIP21 40 B B C' - B' A' A" B'

조질형 강재

SKD11 개량 60 A' B C' B B A' A D
SKD12 57 A B C' B' B' C' C C
SKD61 50 A B B B A B' B' B
SUS420 계 52 A A' B A' B A" A' B
SUS440C 계 57 A' A C A C' A' A D

석출 경화형

스테인리스강
머레이징강 53 A B A" A' C' A" A" A"

평가등급: （양호）A" > A' > A > B' > B > C' > C > D' > D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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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형불량과 대책

표 9-1 성형불량의 원인과 대책

불량현상 원인 대책

1. 플로우 마크 (1) 수지가 게이트부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제팅(Jetting)모양이 표면에

남음

<1 차 대책>
제팅을 방지한다.
a. 초기의 게이트 통과속도를 줄인다.
b. 게이트를 확대한다.
c. 유동성이 큰 그레이드로 변경한다.
d. 수지온도를 높인다.
<2 차 대책>
제팅이 발생하더라도 모양이 남지 않도록 한다.
e. 금형온도를 높인다. 보압력을 높인다.
f. 게이트 위치를 변경한다

(게이트 통과 후의 직진거리를 줄임).
• 흐름이 코어에 부딪치는 위치로 게이트를

변경한다.
• 두께가 얇은 부분으로 게이트를 변경한다.

g. 탭 게이트(Tab Gate)를 사용한다.
(2) 수지의 코너부 및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부분(얇은

부분⇔두께(Thickness))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유속변화로 인한

흐름모양이 표면에 남음

a. 코너부에 R 을 설치한다.
b. 두께(Thickness)가 변하는 부분에 드래프트 및

R 을 설치한다.

(3) 가스 벤트 불량 가스 벤트 홈을 강화한다.
2. 기포, 플로우

마크

(1) 캐비티 내압 부족으로

인한 수지의 캐비티

밀착불량

a. 보압력을 높인다. 보압시간을 늘린다.
b. 러너, 게이트를 확대한다.
c. 금형온도를 높인다. 수지온도를 높인다.
d. 사출속도를 높인다.

(2) 가스 벤트 불량 a. 가스 벤트 홈을 강화한다.
b. 수지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다.
c. 재료를 충분히 건조한다.

3. 웰드 마크 유동 앞부분의 융착부족 a. 금형온도를 높인다(웰드부에 카트리지 히터

설치)
b. 사출속도를 높인다.
c. 유동성이 큰 그레이드로 변경한다.
d. 웰드부의 가스 벤트 홈을 강화한다.
e. 웰드 릴리프(Relief)를 설치한다.
f. 부분적으로 두께(Thickness)를 수정하고, 

웰드부로 유입되는 유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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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줄

(Silver Streak)
(1) 수분이나 분해가스 등의

휘발성분 및 가소화 시에

유입된 공기

a. 재료를 충분히 건조한다(100℃ 이상).
b. 수지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다.
c. 스크류 배압을 올린다.
d. 가스 벤트 홈을 강화한다.
e. 러너에서 가스를 뺀다.

(2) 캐비티 내 유동

불균형으로 인한 에어

포켓(Air Pocket) 발생

(3) PE, PP 등의 다른 재료

혼입

실린더 안을 충분히 퍼지한다.

5. 싱크 마크 두께(Thickness)부와

리브부가 냉각부족, 캐비티

내압부족으로 내부 수축을

동반하며 표면이 빨려들어가

오목해진다.

a. 금형온도를 낮춘다.
b. 스프루, 러너, 게이트를 확대한다.
c. 보압력을 높인다. 보압시간을 늘린다.
d. 게이트 고화 시까지 쿠션량이 남도록 한다.
e. 리브 두께를 밑단 두께(Thickness)의 1/3 정도로

설정한다.
f. 두께(Thickness)부의 두께를 줄인다.

6. 표면박리 (1) PE, PP 등의 다른 재료

혼입

실린더 안을 충분히 퍼지한다.

(2) 전단박리 a. 금형온도를 높인다.
b. 사출속도를 낮춘다.
c. 게이트를 확대한다.

(3) 오일 첨가 그레이드의

오일 분리

a. 초기의 게이트 통과속도를 줄인다.
b. 가소화 시 투입불량으로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도록 한다(실린더 온도 제어).
7. 거친 표면 (1) 형 침전물 <형 침전물 대책>

a. 재료를 충분히 건조한다(100℃ 이상).
b. 수지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다.
c. 가스 벤트 홈을 강화한다.
d. 금형온도를 높인다.
<캐비티의 세척>
e. 용매에서 초음파 세척

(2) 캐비티 밀착 불량 a. 금형온도를 높인다. 사출속도를 높인다.
b. 보압력을 높인다. 보압시간을 늘린다.
c. 스프루, 러너, 게이트를 확대한다.
d. 가스 벤트 홈을 강화한다.

8. 진공 보이드 두꺼운 성형품의 표면 고화가

빠른 경우, 중심부의 수지가

냉각, 수축을 동반하여

표면으로 당겨진다. 그 결과

중심부의 충진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그 결과 중심부의

충진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a. 게이트 위치는 성형품의 두께(Thickness)가 가장

두꺼운 부분에 배치한다.
b. 게이트, 러너, 스프루, 노즐을 성형품 두께에

맞춰 확대한다. 게이트 두께는 성형품 두께의

50�60% 이상으로 설정한다.
c. 보압력을 높인다. 보압시간을 늘린다. 게이트

고화 시까지 쿠션량이 남도록 한다.
d. 보압 시에 역류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작동시킨다.
e. 사출속도를 낮춘다.
f. 점도 높은 그레이드로 변경한다.



취급상 주의사항

● 본 자료에 게재된 물성치는 각종 규격 및 시험법으로 규정된 조건하에서

측정된 시험편 등에 따른 측정치 또는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축적한 경험 및 실험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 

제시된 데이터를 다른 조건하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은 귀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용조건을  보증하는 자료가

아니며, 참고자료로  활용 시 귀사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례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사용수명•가능성 등은 귀사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당사의

재료는 의료용도인 임플란트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용도로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적절한 작업을 위해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재질의 '기술 자료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재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각각의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인 'SDS'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작성 시점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새로운 정보 및 사례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개정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당사 제품 및 설명자료 또는 여기에 제시한 주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URACON®은 폴리플라스틱스주식회사가 일본과 기타 국가에 출원한 등록상표입니다.

한국 폴리플라스틱스 주식회사

Address: #1713, Hanshin Inter Valley 24, 707-34, Yeoksam-dong, Gangnam-gu, Seoul 06211, Korea 

Phone: +82-2-2183-2270

Fax: +82-2-2183-2273

http://korea.polyplas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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