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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단납기 고품질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전세계의 소비자를 상대로 업체간 경쟁이 발생하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표준화 부품기업의 중층화 부품의, ,
모듈화 기술 중심의 부품 전문기업의 육성 전문기업과 아웃소싱, ,

확대 등의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Out-sourcing) ,
따라 한 기업 내에서 하던 일을 많은 전문기업 및 기업 내부

여러 조직과 신속하게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 환경 아래서 기업 간의 협력 및 유기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제조전략으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유도하고 실시간 차원의 제조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기술IT
접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있어서,
동시공학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과 개발,
주기의 단축이 요구된다.
매뉴팩처링기반구축사업은 년도설계 생산 블로우제품e 2004 , ,

협업허브를시범사업으로하여시작되었으며 이들 개허브의보, 3
완과제품의품질혁신지원을위한대중소기업상생모델로서엔‧
지니어링기술정보의축적및기술협업체인구성을목적으로엔

지니어링협업허브가 년에신규구축되어활용중에있다2005 .
본 논문에서는 년에 기 구축되어 활용중인 엔지니어링2005

협업허브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제품의,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사출금형업체들에게

실질적인도움이 될수 있는 사출성형 유동해석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개발된 유동해석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엔지니어링 협업헙브에 대하여 간. 2
략히 소개하였고 장에서는 사출금형업체를 위한 유동해석 엔, 3
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장에서는 개월간의, 4 6
시범운영을 통한 성과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장에. 5
서는 유동해석 라이브러리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엔지니

어링 협업허브에 실재로 적용된 유동해석 라이브러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엔지니어링협업허브2.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협력업체가 영세하,

고 부품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제품개발을, .
하는 제품설계자의 경우 금형 및사출에 관련된기술을 보유하기

힘든경우가 많아 생산기술이 고려된제품설계가어렵고 제작과,
정에서의 잦은 시방변경은 품질문제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개발

기간을 지연시켜 시장 투입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
금형을설계하고생산하는기업의입장에서보면 제품의특성,

및기술사양을정확히알수가없으며 대기업과의업무협력체계,
는업체간기술분담이어려운수직적인구조로되어있다 따라서.
부품및제품생산에관한선행연구를수행할수있는구조를갖추

지못하고있어국내대다수의제조업체는경험에의한기술개발

방식을취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대기업과중소기업의입장.
차이에서오는품질문제와협력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

술적인혁신뿐만이아니라 협업모델개발및적용을통해제품을,
개발하는프로세스및생산방식등전부문에서의혁신없이는불

가능하다.
일반적인금형개발프로세스를살펴보면 선행기술개발과상,

품기획 조립설계 부품설계등은대기업에서담당하며 금형의제, , ,
작 시사출및양산은중소기업에서담당하고있다 제품개발프로, .
세스를진행하는과정중에대중소기업의대표적인애로사항으‧
로들수있는기술부문으로는제품개발관련장비 신뢰성평가,
및시사출지원 설계의사전평가부분및전문가의지원등을들,
수있다 엔지니어링협업허브는이러한제품개발프로세스상에.
서기업과제품의품질혁신을이룰수있는기술인프라를구성하

는것을목적으로하여개발되었으며 은엔지니어링협업허, Fig. 1
브의메인화면으로서이를통해지원되는엔지니어링협업허브

의주요기능은협업프로젝트를기반으로하는엔지니어링서비

스의수행과엔지니어링협업이며 결과보고서및기술자료또한,
제공하고있다.

Fig. 1 Main Homepage of Engineering Collaborative Hub

사출금형업체를위한엔지니어링서비스3.
엔지니어링 협업허브에서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제

품의 사전 예측인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CAE .
서비스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향후 기술자료 및 를DB
관리할 때 프로젝트와 제품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한다 엔지니어링 협업허브에서의 서비스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는 와 같다Fig. 2 .
대기업 또는 제품을 설계하는 기업에서는 부품설계 정보를

협력업체에 전달하게 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엔지니어링 협업허.
브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하 생기원 과( )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 수행팀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서비스 의뢰업체와 협업허브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서비스의 요청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며 총 단계의 입력4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단계는 제품의 기본정보 단계는 요청. 1 , 2
사항 단계는 제품의 설계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3 .
단계에서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지정보 사출조건4 ,
정보 및 사출기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입력정보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 이외에 향후 서비스의

결과를 화하고 제품기반의 지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DB ,

사출성형해석의납기단축을위한유동해석라이브러리개발
이동윤* 1 최영재, 1 송기형, 1 이석우, 1 최헌종, 1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가공공정팀e

Development of Library for shortening the lead time of Injection Molding Analysis
*D. Y. Lee1, Y. J. Choi1, K. H. Song1, S. W. Lee1, H. Z. Choi1

1 e-Machining Process Team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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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력 및 설계 표준서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는 서비스를.
수행한 후의 제품별 수지별 불량 발생별로 정보의 검색이 가능, ,
하도록 되어 있어 금형설계자 및 제품설계자가 가령 의 수지를A
사용할경우과거의설계경향과문제점을정리하여볼수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 수행의 결과뿐만이 아닌.
커뮤니티 포럼 기술자료실의 결과를 함께 검색하여 볼 수 있도, ,
록 되어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유용한 정보 습득 및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Fig. 2 Process of Engineering Service

엔지니어링협업허브성과및개선방향4.
엔지니어링 협업허브를 통해 수행된 프로젝트는 총 건168 (’06.
기준 이며 이중 건은 해석 건은 측정을 위한2. 22 ) 88 CAE , 80

프로젝트이다 엔지니어링 협업 프로젝트의 운영으로 품질향상.
에기여한부분을제외한직접적인경제적효과는약 억 천만원3 3
의 불량개선 효과와 약 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8
분석되었다 비용절감 효과는 수지절감으로 인한 약 천만원의. 2
재료비 절감 수지 종류 및 중량 변경에 따른 약 억 천만원의, 1 4
절감 그리고 사출압 변경 등에 따른 사출 감소에, Cycle Time
의한 약 억 천만원의 운영비 절감효과에서 기인한다 또한6 4 .
변형개선 웰드라인 개선 유동밸런스 개선 수축 개선, (Weldline) , , ,
사이클 타임 감소 등많은품질향상을위한사항들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협업허브를 통하여 제품 설계자 금형 설계자,
에게 금형설계의 사전검토로 해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CAE
하여 금형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엔지니어링 기술력 향상의

필요성을인식시키고이를 활용할수 있는 창의적 협업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었다.
건의 사출성형해석 결과에 대한 사출금협업체들의88 VOC

접수 결과 납기단축에 대한 요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금형과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 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출금협업체들이. ,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는 러너 게이트 시스템 등의, Feeding

에 대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통한 해석입력 조건System CAE
의 간소화를 통하여 업체의 해석요청 후 실재 해석 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유동해석라이브러리개발5.
금형의 납기 단축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해석을 통하여 사출

금형설계를 조기에 결정하여야하며 향후 발생할 수있는다양한,
불량문제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금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 정보 중에서도 사출금형의 사전검토에 관련된 Feeding

과 냉각 시스템을 라이브러리로 관리함으로서 사전 검토System
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라이브러리를 개발구축하였다 엔지니어링 협업허브, / .
를 통해 수행된 프로젝트 중 해석 수행을 통하여 산출된CAE
약 건의 보고서 및 각종 해석 결과 자료들로부터 제품별부품200 /

별사례별구조별로 분류하였다 특히 해석 서비스를 신청/ / . , CAE
하는 사출금형업체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의 부품의

성형에 적용되었던 의 전체적인 소개와 함께Feeding System ,
각 회사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있도록 자유도를 높임으로

서 향후 라이브러리가 시스템적으로 자동 등록될 수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Fig. 3 Searched Feeding System (LCD TV Cover Front)

은 의 에 기존에 사용되었던Fig.3 LCD TV Cover Front Feeding
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출금형업체에서는System .
해석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에 이 결정되지CAE Feeding System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방법을 참고로 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는 냉장고용 부품에 적용된 냉각. Fig.4
채널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4 Searched Cooling System (Refrigerator Case Low)

후기

본 논문은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는 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e
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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