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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가전 및 이동통신제품의 슬림화로 이를 구성

하는 플라스틱 부품의 박육(thin-wall)화는 계속적으로 가속

화 되고 있으며, 이미 마이크로급 두께의 부품성형을 요구

하고 있다. 박육사출성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휴대폰 배
터리부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박육화 조건을 충족시키

기 위해 기존의 하드형에서 모바일폰 안에 삽입하여 사용

이 가능한 이너팩(inner-pack)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너팩은 슬림화 및 표준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배터리 자체는 계속 얇으면서 고용량을 만족시키는 방향으

로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터리를 보호하는 
외장 플라스틱 부품 또한 슬림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진행

되고 있다. 이너팩 케이스의 두께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

면 현재 180µm 까지 성형된 기록이 있으나, 이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PC/ABS 를 사용하여 성형한 예이다. 실제 
적용되고 있는 부품은 약 300µm 이다. 하지만 두 경우 모
두 분리형으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즉, 박스 형태의 
케이스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6 개 이상의 게이트를 
적용하여 사출성형한 후 초음파 융착을 하는 구조로 개발

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박육 특성에 따른 미성형

(short shot)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 및 많은 불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리형 박육 케이스 부품

에 대해 융착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형내에서 일체의 부품 
성형이 가능한 일체형 박육 고세장비 각형 배터리 케이스 
성형용 금형을 설계 제작하였고, 개발된 금형을 활용한 박
육 부품 성형기술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형제작에 
앞서 사출성형해석 및 충진과정에서의 수지와 금형 코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유체-고체(fluid-solid) 상호연계해석을 
통해 박육 고세장비 사출성형부품의 성형상의 문제점인 미
충진과 이로 인한 두께 편차를 사전에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형 구조를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두께 
350µm 의 고세장비 일체형 플라스틱 배터리 케이스의 사출

성형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금형설계 및 제작  
개발 대상 모델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2.6mm, 

34.4mm, 6.21mm 인 직육면체에서 길이방향에 대해 수직인 
면 중 한쪽면이 없는 박스형이며, 가로, 세로 치수에 해당

되는 외벽의 두께가 350µm 인 사출성형이 매우 힘든 고세

장비(유동거리/두께=150) 플라스틱 박육 부품이다. 이러한 
두께 350µm 의 일체형 박육 이너팩 케이스를 성형하기 위
해서는 정밀사출성형기술 및 금형설계/제작기술이 요구된

다. 금형을 설계 및 제작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
분은 성형을 위한 고세장비 코어의 설계 및 사출성형된 제
품의 취출 구조의 설계이다. 박육형상이면서 일체형 박스

형구조인 모델의 특징으로 인해 게이트의 위치 및 취출을 

위한 구조설계가 모델의 상부면으로 제한되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제약성이 고려된 금형의 구조를 Fig. 1 에 제시하

였다. 즉, 사출이 진행된 후 이동측은 후퇴하고, 캐비티는 
취출공정을 위해 회전하게 되고, 회전이 완료되면 취출부

가 작동되어 제품을 취출하게 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injection mold movement for plastic 
injection and ejection 

 
두께 350µm 인 일체형 이너팩을 사출성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된 금형의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의 
모습을 Fig. 2 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2 Designed and manufactured injection mold for 350µm thin-
walled inner-pack battery cover case 

 
3. 사출성형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세장비 형상인 마이크로급 두께

의 플라스틱 부품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문
제점이 발생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박육 특성

으로 인해 성형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현상과 과다 성형

압력을 동반한 양쪽 벽면에서의 압력편차로 인한 고세장비 
코어 자체의 구조적 변형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성형부품

의 성형불량 및 두께편차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전에 이너팩의 양쪽 박육면의 두께

가 여러 원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러

한 미세 차이가 사출성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Fig. 3 에서와 같은 단순화된 해석모델을 제

일체형 박육 Inner-Pack Case 성형을 위한  
사출금형제작 및 성형에 관한 연구 

*이성희 1, 김선우 2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밀금형팀, 2 ㈜민성정밀 

 

A Study of Injection Molding and Mold-Making for United Thin-walled      
Inner-Pack Case 
*S. H. Lee1, S. W. Kim2 

1 Precision Molds and Dies Team, KITECH, 2 Min-Sung Precision Co. 
 

Key words : Thin-Walled Molding, Inner-Pack, Injection Mold, High-Aspect-Ratio, Core Shift Analysis 

하코아하코아

캐비티캐비티

런너판런너판11

상고정판상고정판

런너판런너판22

연결링크연결링크캐비티캐비티
회전용회전용
실린더실린더

하고정판하고정판

스페이서블럭스페이서블럭

하원판하원판

상원판상원판

상코아상코아

취출부취출부

37



    한국정밀공학회 2006 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안하여 사출성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세장비 코어의 
구조적 변형을 고려한 CORE SHIFT ANALYSIS 를 수행하였

다. 그림에서 t 는 이너팩의 두께, w 는 코어의 두께, Sc 는 
코어 중심부의 편심을 의미한다. 사출성형해석에 사용된 
고분자 재료는 PC(TRIREX)이다. 
 

Fig. 3 Three dimensional shape of high-aspect-ratio core part 
(STAVAX) and simplified core shift analysis model 

 
코어 편심이 충진패턴 및 코어자체의 변형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Sc 의 변화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Sc 의 값이 10, 50µm 인 경우에 대한 해석 수행 
결과를 Fig. 4 에 제시하였다. 
 

Fig. 4 The effect of core shift on fill pattern of thin-walled 
inner-pack battery cover case 

 
여기서 코어의 변형 결과는 10 배 확대해서 표시한 결과

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Sc 의 값이 10µm 인 경우 충진과정

에서 코어부의 변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두께가 줄어든 
쪽 측벽의 충진패턴이 유동끝단에서 일정하지 않고 감싸는 
형태의 충진패턴이 발생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Sc

의 값이 50µm 인 경우 더욱 심하게 발생되어, 만약 Sc 의 
값이 더 증가하게 되면 미충진 및 에어트랩(air trap)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코어의 변형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며, 외부하중의 감소, 코
어 길이의 줄임, 높은 탄성계수의 재료 사용, 단면이차모멘

트의 증가는 코어의 처짐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와 같이 모델의 형상변경이 제한적인 경우는 상기의 
방법적용이 힘들어 금형구조적으로 경계조건을 변경하여 
사출성형과정에서의 코어의 변형을 최소화 하였다. 즉, 모
델 상부의 홈 부분에 대해 캐비티부와 코어의 부분이 키 
형태로 체결되게 하여 변형 방향의 자유도가 제한되도록 

금형구조를 설계 변경하여 금형을 제작한 후 사출성형을 
진행하였다. 설계 변경이 진행되기 전의 사출성형결과와 
설계 변경후 성형결과의 비교를 Fig. 5 에 제시하였다. Fig. 
5(a)에서 보듯이 코어의 변형이 사출성형해석 및 실제 성형

제품에도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즉, 충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모델의 박육특성으로 인해 매우 큰 압력이 
발생되었고, 비록 대칭적으로 게이트를 설계하였지만 조립 
및 가공상에 발생될 수 있는 미소의 코어 편심으로 인해 
충진과정에서 탄성체 코어의 변형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비대칭적인 충진패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만약 모델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러한 영향성은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박육사출성형이 매우 
힘든 프로세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종적으로 균일한 
충진결과가 발생된 성형결과를 Fig. 5(b)에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고세장비 코어가 충진압력편차에 견딜 수 있도록 
금형구조를 개선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두께 350µm 의 일체형 각형 배터리 케
이스를 사출성형할 수 있는 금형을 설계 제작하였다. 모델 
특성상 고세장비 코어구조의 금형이 요구되었으며, 사출성

형후 부품의 원활한 취출을 위해 회전형 코어 구조를 적용

하였다. 개발된 금형으로 박육 부품 사출성형기술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세장비 코어구조 금형에서 충진과

정중 발생될 수 있는 코어 변형이 이너팩의 성형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여, 이러한 영향성을 최소화하기 위
한 고세장비 코어 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금형 구조를 제
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두께 편차가 적은 두께 350µm 의 고
세장비 일체형 플라스틱 배터리 케이스의 사출성형이 가능

하게 되었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S1006996)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
사 드립니다. 
 

참고문헌 
 
1. Isayev, A. I. and Upadhyay, R. K., Injection and Compression 

Molding Fundamentals, Marcel Dekker Inc., New York, 1987. 
2. Lee, C. C. and Castro, J. M., Fundamentals of Computer 

Modeling for Polymer Processing, Tucker III, C. L.(ed.), 
Hanser Publisher, New York, 1989. 

3. Huebner, K. H. and Thronton, E. A., The finite element method 
for engineers, Chap. 4 & 5,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2. 

 

(a) Short shot example  (b) Inner-pack cover case 
Fig. 5 Short shot example and finally injection molded plastic 

thin-walled inner-pack battery cover with 350µ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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