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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출성형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산 프로세스이다. 원재료를 가열하여 하나의 범퍼 생산

에 2 분 내외의 Cycle Time 을 가지며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는 것은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근래에는 제품의 생
산라인에서 생산 Cycle Time 의 감소를 위해 범퍼의 효율적

인 냉각 채널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인 범퍼의 냉
각 채널 설계시의 발생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 파일에 Solid 방식으로 Assembly 구성 
 BOM 생성 가능한 Assembly 구조 정의 
 냉각 파트 수정 컨셉 정의 

 파팅면과 Core, Cavity 형상과의 간섭체크 불가능 
 냉각 파트 생성 시 기본적인 갑섭 체크 수행 
 전체, 개별 냉각에 대한 자동 거리 검증 

 설계 완료된 냉각채널에 대한 일괄검증 어려움 
 3D 상에서 검증 결과를 화면상에 제시 
 검증 결과 시트를 Excel 파일로 생성 

 가공 Hole Chart 및 NC 가공 Data 수작업 생성 
 Hole Chart 자동 생성 
 가공 원점을 기준으로 지름 별 NC 데이터 생성 

 
2. 시스템의 구현  

상기에 제시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Windows XP 운영체제 환경에서 
상용 CAD/CAM/CAE 소프트웨어인 NX4 시스템을 기반으

로 개발되었다. NX4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Open API,  Win32 API 및 ODBC AP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으며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Windows XP 운영체제 
  NX4 이상의 CAD 시스템 
  MS Excel 
  MS Access 

시스템은 표준부품의 등록, 관리, 검색 모듈과 Tank 와 
줄 냉각 관련 생성, 검증 모듈 및 냉각 좌표 생성 모듈로 
구성되며 Fig.1 과 같다.  

Fig. 1 Configuration of the System 

3. 시스템의 구성 모듈  
개발된 범퍼 냉각 채널 설계자동화 시스템의 주요 모듈

은 현업의 표준부품을 Master Model 로 구현하여 D/B 에 등
록하여 효율적인 표준부품의 재사용과 수정을 위한 표준부

품 등록 관리 모듈, D/B 에 등록한 표준부품의 빠른 검색을 
위한 검색 모듈, Solid 화된 범퍼의 파팅면을 생성하기 위한 
Patch 및 파팅면 생성 모듈, Tank 냉각 생성 및 검증 모듈, 
줄 냉각 생성 및 검증 모듈, 줄 냉각 및 탱크 냉각 NC 좌

표 생성 모듈과 기타 유틸리티로 구성된다. Fig.2 는 현업에

서 사용하는 2 단 Tank 냉각 1Type 을 Master Model 로 구현

하여 호칭 치수와 설계 변수를 기준으로 표준부품 재사용 
모듈에 등록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2 GUI of the Standard Part Admin Module 
 

등록된 표준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좌측의 
Tree 구조에서 표준부품을 선택하거나 검색 모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측의 이미지에서 표준으로 등록된 설계변수

나 일괄적인 설계변수를 설정하는 호칭치수를 변경하여 설
계 시에 재사용 할 수 있다. 또한, 표준부품을 Table Sheet
로 나타낸 경우 “Table Sheet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현업의 
설계변수 값을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4. 적용 사례  
현업에서 사용중인 표준부품을 3D Master Model 로 구성

하여 표준부품 등록 및 관리 모듈을 이용하여 1 단 Tank 1
개 Type 과 2 단 Tank 3 개 Type 을 등록하였다. 개발된 시스

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Sheet Body 로 구성된 
Core 및 Cavity 를 Solid Body 로 변환하였으며, Surface Patch 
작업과 파팅면 구성 모듈을 이용하여 파팅면 생성 작업을 
수행하였다.  

등록된 Tank 표준부품을 이용하여 냉각 채널을 설계하

는 흐름을 Fig.3 에서 보여준다. 탱크 냉각 생성 모듈에서 
설계를 수행하고자 하는 Tank 의 생성 종류, O-Ring 의 존재 
유무, 칸막이의 종류, 탱크 냉각 및 O-Ring 옵션을 선택하

여 Tank 냉각을 생성하면 근접한 Core 및 Cavity 의 파팅면

(Surface, Face)과의 최소 거리를 검증하여 설계자가 입력한 
최소 도피량 25mm 보다 작을 경우 최소 거리 위치를 그래

픽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효율적인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수정을 할 때에도 동적으로 최소 도피량 계산을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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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Tank 및 O-Ring 의 설계변수에 대
한 Table Sheet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Fig. 3 Design of the Tank Using Tank Cooling Module 
 
Fig.4 는 Tank 냉각 채널 설계가 완료된 금형에서 일괄

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검증의 가시적인 
판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거리 별로 설정한 Color 를 기
준으로 검증 결과를 스크린에 보여준다. 보라색으로 변경

된 Tank 냉각 채널의 경우 파팅면 또는 제품의 Face 에서 최
소 거리가 20~25mm 인 경우를 나타내며, 최소를 이루는 지
점을 Line 으로 연결하며 그 최소값을 Text 로 보여준다. 
Fig.4 는 검증이 수행된 후 Tank 냉각 채널의 Body 색이 변
경된 결과와 최소 거리를 가지는 Face 의 정보를 보여준다. 
Tank 냉각의 Solid Body 가 붉은색으로 변경된 경우 
1~10mm 의 최소값을 가지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상기에 나열한 검증관련 기능이 줄 냉각에도 동일하게 개
발되었다.  

Fig. 4 Verification of the Tank Cooling Design 
 
Fig.5 는 설계가 완료된 Tank 냉각 및 줄 냉각의 일괄적

인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Check Sheet 결과에서 설계자가 
해당 Tank 냉각 Part Name 을 선택하면 스크린상에서 활성

화(Work Part)되어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Fig.2 와 동일한 표준부품 수정 GUI 를 
이용하여 기존 설계된 설계변수를 참고하면서 수정이 가능

하다.  

Fig. 5 Creation of the Check List for Tank and String Cooling 

또한, 분석한 냉각 채널의 정보를 Excel 파일로 생성하여 
설계자 및 현업의 NC 작업자가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nk 및 줄 냉각 설계와 검증이 끝나면 Pocket 생성 모
듈을 이용하여 Core 및 Cavity 에 Pocket 작업을 수행한다. 
Pocket 작업이 수행될 때 Tank 와 줄 냉각의 Solid Body 의 
Face 에 존재하는 각각의 속성(Attribute)이 Core 및 Cavity
의 Face 에 입력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용하여 Core 및 
Cavity 에 존재하는 Tank 와 줄 냉각 관련 Hole 정보를 자동

적으로 추출 가능하다.  
Fig.6 은 설계가 완료된 Tank 냉각 및 줄 냉각의 NC 작

업을 위하여 설계자가 지정한 기준점을 (0,0)으로 설정하여 
NC 데이터를 지름 별로 도면, Excel 파일 그리고 Text 로 출
력한 결과를 보여준다. 생성된 NC 데이터는 자동적인 
CAM 작업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활용된다.  

Fig. 6 Creation of the NC Data for Tank and String Cooling 
 

5. 결론  
개발된 시스템을 현업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적용 결

과를 얻었다.  
1. 현업의 설계표준인 냉각채널(Tank 냉각, 줄 냉각)을 

Master Model 로 구현하여 효율적인 편집설계 구현 
2. 냉각채널 설계의 자동화로 인한 설계 Error 감소 
3. 설계 완료된 냉각채널을 그래픽적으로 일괄 자동 

검증 및 수정 
4. 냉각채널 검증을 위한 Check Sheet 자동 생성 
5. 수작업으로 진행된 NC 가공을 위한 Hole Chart 자

동 생성 
6. 기존 단일 파트 내에서 Solid 로 작업하는 방식을 

1 품 1 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동적인 BOM 생성 
또한, 표준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제시된 표준부품 

등록 및 관리 모듈은 향후 다른 제품의 설계자동화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모듈로 확장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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