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σ 상수stefan-Boltzmann , 5.67×10-8W/m2 K․ 4

ε 방사율(emissivity)
Fk-j 면에서 면으로의 형상계수k j (view factor)
J 라디오시티(radiosity), W/m2

q'' 열유속, W/m2

q 열전달률, W
T 온도, K
k 시트의 열전도도ABS , W/m K․
h 대류열전달 계수, W/m2 K․
m 무게, kg

CP 시트의 비열ABS , J/kg K․
A 면적, m2

th 가열 시간, sec
n 요소의 개수

RaL Rayleigh number, dimensionless
g 중력가속도, m/s2

υ 공기의 동점성계수, m2/s
α 공기의 열확산율, m2/s
β 공기의 체적 열팽창 계수, K-1

P 둘레길이, m

Subscript
j 나누어진 요소 번호

∞ 주변 (environmental)
in 시트로 공급되는 양

rad 복사 열전달에 의한 양

conv 대류 열전달에 의한 양

elec 공급 전력량

열성형 과정에서 반응면 기법을 이용한 히터의 비정상 최적제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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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ime-Dependent Optimal Heater Control for
Thermoforming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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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oforming is one of the most versatile and economical processes available for the manufacturing
polymer products. The drawback of thermoforming is difficult to get uniform thickness of final
products. For the distribution of thickness strongly depends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heet, the
adjustment of heater power is very important In this paper, an optimization study for getting 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carried out using dual optimization steps. At first, the steady state optimal
distribution of heater power is searched by numerical optimization to get uniform temperature of sheet
surface. In the second step, time-dependent optimal heater inputs have been found out to decrease the
temperature difference through the direction of thickness using Rseponse Surface Method and D-optimal
method. The optimization results show that the time-dependent optimal heater power distribution gives
acceptable uniform sheet temperature in the field of form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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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히터

s 시트ABS
req 필요로 하는 양

i 초기온도, K
f 목표온도, K

서 론1.

열성형 이란 열가소성 수지의 시(Thermoforming)
트를 가열연화 시켜 진공 또는 압축공기로 플라/ ,
스틱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타 방법과 비교할.
때 설비비가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아 산업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성형품의 두께 조절이 힘

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열성형을 수치적 방법으.
로 모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

행되었으나 최적화 계산에 의한 성형기 제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1-4].
성형품의 두께는 성형하기 전 시트 온도에 많

은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열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상 히터제어 값을 최적화 하

였다 최적화의 목적은 시트를 표면 뿐 아. ABS
니라 두께방향에서도 온도구배를 최소화하기 위

한 비정상 히터제어 값을 찾는 것이다.
가열 공정에서 시트는 유리화 온도ABS (grass

이상 가열됨으로 비열의 변transition temperature)
화가 크고 복사와 대류 열전달 되는 양 또한 변,
하게 되는 비선형 문제가 된다[6] 그러므로 가열.
후 시트온도를 이용하여 목적 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최적화 과정에서 전도 열전달을 고려한 비

정상상태 계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시트의 대표온도를

선정하고 이때 시트로 들어가는 열유속과 시트가

필요로 하는 열유속의 차를 목적함수로 하여 최

적화를 수행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상상태.
복사 열전달과 대류열전달 계산으로 정상상태 최

적 히터제어 값을 찾을 수 있다 다음 두께방향.
에서의 온도구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응면기법

과 실험설계법(Response Surface Method) (Design of
중의 하나인 방법을 이용하Experiments) D-optimal

여 일련의 비정상상태 해석결과로부터 최적의 비

정상 히터 입력값의 변동을 모사하였다[4-5].

해석 모델 및 지배 방정식2.

해석 모델2.1
가열공정에서 시트는 과 같이 배치ABS Fig. 1
된다 상하부 의 면적에 로 배치된. / 2m×1m 10×8
개의 히터가 면적이 같고 두께가 인 시트80 3mm
를 초 동안 가열하며 총 가열시간은 부분으로90 3
나누어 각각 제어할 수 있다 히터와 시트의 거.
리는 성형기 내부온도0.2m, (T∞ 는 히터 하) 303K,
나에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이며975W
히터와 외부와의 대류 전도 손실을 무시하였다,
[6] 시트에는 복사열전달에 의해. q''rad가 들어오고

주변과의 대류열전달에 의해 q''conv가 나간다.
시트와 히터는 확산회체 표면(diffuse, gray

의 평판으로 간주하고 주변은 흑체surface) ,
로 가정하였다 시트와 히터의 방사율(blackbody) .

은 각각 를 사용하였다 해석을 위해 시0.85, 0.9 .
트면을 히터 개수와 같은 개로 나누었다80 [5].

Fig. 1 Schematic of model

지배 방정식2.2

복사열전달2.2.1
복사열전달 계산은 를 사Net Radiation Method

용하였으며 히터는 발열량을 시트는 표면의 온도

를 이용함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작성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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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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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이렇게 하여 N개(nh+ns 의 연립방정식이 구성되)
고 이의 해를 구함으로써 각 요소의 라디오시티

(radiosity:J 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식 에 의해) . (2)
시트 각 요소로 들어가는 열유속이 계산되며 식

에 의해 히터의 온도가 구해진다(3) .

″  



       ∼ (2)

  



 

″      ∼ (3)

대류열전달2.2.2
성형기 내부에 강제대류 요소가 없으므로 시트

는 주변과 자연대류 조건에 있다[5] 대류열전달.
계수(h 의 계산은 등과 와 이) Goldstein Lloyd Moran
제시한 상관식을 사용하였다[8] 가열되어 있는 평.
판의 윗면 또는 냉각되어 있는 평판의 아랫면의

경우 식 식 와 같으며 가열 평판의 아랫면(4), (5)
또는 냉각되어 있는 평판의 윗면의 경우 식 과(6)
같다.




 

  ≤  ≤ 
  (4)




 

  ≤  ≤ 
  (5)




 

  ≤  ≤ 
  (6)

상관 식에 사용된 L은 특성 길이로 식 같이(7)
표면적(As 과 둘레길이) (P 로 정의 되며) Rayleigh
수(RaL 는 식 과 같다) (8) .

≡

 (7)

 

 ∞ 


(8)

이렇게 계산된 대류열전달 계수를 이용하면 시

트에서 주변으로의 대류 열전달양(q''conv,j 을 구할)
수 있다.

전도열전달2.2.3

시트의 전도열전달은 가열공정 모사에서 비정

상상태 계산을 위해 사용되며 두께방향 차원 문1
제로 간략화 하였다[5] 계산에 사용된 이산화 방.
정식은 식 와 같이 완전 암시 도식방법(9) (fully

을 사용하였고 경계 조건은 식implicit method) (10)
과 같다.

∆
  



 

∆
      (9)

″   ″   ″      ∼ (10)

최적화3.

정상상태 히터 최적 입력 값3.1

.
2

.
우선 단계 최적화의 목표는 시트를 목1 ABS
표온도까지 균일하게 가열하기 위한 정상상태 히

터 설정값을 찾는 것이다.
열정산 식인 식 을 사용하여 시트 각 요소가(11)
초기온도(Ti 부터 목표온도) (Tf 까지 가열하기 위)
해 필요로 하는 열유속을 구할 수 있다[6].

″  
 




 (11)

최적의 히터 설정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설계변수는 히터의 공급전력이며 개수는 히터의

개수와 같다 목표온도까지 시트를 가열하기 위.
해서는 q''req,j가 나누어진 각 요소에 공급되어야

하므로 목적 함수는 식 와 같이(12) q''in,j과 q''req,j

차의 값을 사용하였고 최적화 계산에서 이를norm
최소화 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q''in,j은 시트가 고

정된 온도((Ti+Tf 일 때 설계변수를 변화시키며)/2)
구한 값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함수의 계산.
은 정상상태에서 복사와 대류열전달 계산만을 필

요로 한다 제약 조건은 히터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의 보다 작야야 한다는 것이다80% .
시트 상하부의 대류열전달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 위치에서 따로 계산하여 상하부 히터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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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값을 구하였다 사용된 최적화 알고리즘은.
이다SQP [9].

 



 
  



″   ″  




 (12)

과 는 최적화를 통해 얻은 하면Table 1 Table 2
과 상면의 각 위치별 히터의 최대 허용 입력값의

에 대한 백분율을 보여준다 이 값을 보면80% .
가 낮은 시트의 가장자리에 공급 전View Factor

력값이 높으며 상하 좌우 대칭을 이룬다 상하, . /
부 히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비교해 보면 시트의

상면에서 대류에 의한 열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

부에 더 높은 값이 나온다.

Table 1 Heater power distribution of lower surface
for each position

Table 2 Heater power distribution of upper surface
for each position

히터 입력값의 시간에 따른 최적 변동3.2

ζ ζ ζ

ζ



      
 



  
 



 

  

 

 


 





 

  



는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로서 두께 방향ABS
온도차가 크므로 단계에서 얻은 최적화결과를1
바탕으로 반응면기법을 이용한 단계 최적화를2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가열시간 초 을. (90 )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제어를 하였다3 .
여기서 설계변수는 최대 허용 히터 입력값의

에 대한 배수로 선정하였다 은 설계80% . Table 3
변수의 와 를 보여주고 있upper bound lower bound
다 시트 하면의 평균온도 시트 중심부 평균온도. ,
와 시트 두께방향에서의 평균 최대온도차이에 대

해 각각 반응면을 구성하였다 반응면의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하여 와 같이 미지수 개수의Table 4
배인 개의 실험 점에서 계산 하였고 본 반1.5 15 ,

응면의 미정계수는 에 나타내었다 반응면Table 5 .
의 신뢰도 평가 기준인 R2

adj 는 로 에 가까0.98 , 1
운값을가짐으로서반응면은피칭모멘트의변화를

도식으로나타내는데충분한신뢰도를가짐을알수

있다.

100.0000 92.4810 98.3164 96.7570 96.7473 98.3185 92.4877 100.0000
72.0237 0 0 0 0 0 0 72.0251

0 8.8316 32.3100 25.3207 25.3541 32.3181 8.7968 0
81.9645 43.1142 32.1770 34.9269 34.8704 32.1337 43.2017 81.9565
32.9639 12.3788 25.1267 21.4794 21.5450 25.2010 12.2520 33.9837
33.9938 12.1742 25.4170 21.4219 21.3483 25.3423 12.2999 33.9657
81.9518 43.2477 31.9844 34.9563 35.0246 32.0251 43.1675 81.9680

0 8.7827 32.3773 25.3189 25.2815 32.3706 8.8113 0
72.0277 0 0 0 0 0 0 72.0232
100.0000 92.4869 98.3061 96.7532 96.7656 98.3028 92.4866 100.0000

100.0000 87.1805 94.3751 92.3631 92.3860 94.3616 87.1949 100.0000
64.3662 0 0 0 0 0 0 64.3734

0 10.5145 29.9864 24.1936 24.1023 30.0594 10.4359 0
80.8579 38.4693 31.5747 33.1536 33.3491 31.3937 38.6453 80.8356
31.0407 12.8849 23.5596 20.5639 20.3119 23.8230 12.6683 31.0772
31.0774 12.6585 23.8362 20.3227 20.5692 23.5560 12.8437 31.0458
80.8435 38.6280 31.3748 33.3351 33.1514 31.5977 38.5116 80.8535

0 10.4511 30.0710 24.1114 24.1936 29.9655 10.4965 0
64.3716 0 0 0 0 0 0 64.3686
100.0000 87.1922 94.3571 92.3847 92.3652 94.3809 87.1835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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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pper and lower bounds for each design
variable

Table 4 Analysis results of the selected
experimental points

Table 5 Coefficients for constructed response
surfaces

는 시트의 상면 하면과 나누어진 요소의Fig. 2 ,
두께방향 평균값으로 표현한 최적화를 통한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은 가열시간에 따른. Fig. 3 ABS
시트 표면중심면의 평균온도와 전체 평균온도/
변화로 표면이 먼저 가열되고 중심부온도가 전도

에 의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으로부터 최적화를 통하여 두께방향 최대 평균6
온도차이를 3.8o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C .
정상상태에서 최적화 계산을 한 히터제어 값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단계별 히터 입력값을 최

적화 한 결과 시트를 목표온도까지 시트의 표면

뿐 아니라 시트의 두께방향에서도 균일하게 가열

하였으며 히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더욱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5 Comparison of optimal heating and uniform
heating with checking accuracy of optimal results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

결 론5.

열성형의 가열공정에서 원하는 온도로 시트를

균일하게 가열하기 위해 히터 설정값을 우선 정

상상태 최적화 계산에 의해 구하였으며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최적의 히터 입력값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모사하여 구하였다 최적화.
과정을 정상상태의 계산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트

의 온도를 초기온도와 목표온도의 평균으로 고정

하고 이때 계산된 공급열유속과 필요로 하는 열

유속의 차를 목적함수로 선정하여 최적의 히터제

어 값을 찾았다 그리고 정상상태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면 기법과 방법을 이용하D-optimal
여 구축한 반응면을 근거로 최적화를 수행함으로

써 시트 두께방향 온도차이를 최소화 하였다.

a)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lower surface

Design variables
Minimum

Value
Maximu
Value

Heat for step 1(0-30Sec) 0.8 1.2
Heat for step 2(30-60Sec) 0.8 1.2
Heat for step 3(60-90Sec) 0.8 1.2

No
Step

1
Step

2
Step

3
Difference

of temp(oC)
mean temp of

lower surface(oC)
mean temp of

center(oC)
1 0 0 0 15.8 157.2 141.4
2 0 1 0 15.6 162.1 146.5
3 1 0 -1 12.1 153.8 141.7
4 1 0 0 15.6 161.7 146.1
5 1 0 1 19.2 169.5 150.3
6 -1 0 0 16.0 152.6 136.6
7 0 -1 0 16.0 152.2 136.2
8 1 -1 0 15.9 156.8 140.9
9 1 1 1 18.9 174.3 155.4
10 -1 1 -1 12.2 149.6 137.4
11 0 -1 1 19.5 160.1 140.6
12 -1 -1 -1 12.7 139.5 126.8
13 0 -1 -1 12.5 144.2 131.7
14 1 1 -1 11.8 158.7 146.9
15 -1 -1 1 19.8 155.6 135.8

No
Coefficient for

maximum difference
of temperature

Coefficient for
mean temperature
of lower surface

Coefficient for
mean temperature

of center
1 0.157874E+02 0.157178E+03 0.141391E+03
2 -0.203118E+00 0.453791E+01 0.474102E+01
3 -0.228701E+00 0.494391E+01 0.517261E+01
4 0.355673E+01 0.792155E+01 0.436482E+01
5 0.399952E-01 -0.164793E-01 -0.564745E-01
6 -0.913909E-03 -0.255702E-01 -0.246563E-01
7 0.457597E-02 -0.501767E-01 -0.547527E-01
8 -0.326502E-01 -0.636042E-01 -0.309541E-01
9 -0.312191E-01 -0.792580E-01 -0.480389E-01
10 0.412191E-01 -0.407420E-01 -0.819611E-01

Item
Step 1
0-30sec

Step 2
30-60sec

Step 3
60-90sec

Difference
of temp

(oC)

mean
temp of
lower
(oC)

mean
temp of
center
(oC)

Uniform
heating

1.0 1.0 1.0 15.8 157.2 141.4

Optimal
heating

1.0365944 1.2 0.8 11.9 155.0 143.1

Analysis
Results

1.0365944 1.2 0.8 12.0 155.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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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upper surface

c) Distribution of mean temperature
Fig. 2 Distribution of temperature for optimal result

Fig. 3 Time-dependent varia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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