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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M(Film Insert Molding) is an innovative method of producing decorated parts for a wide range of products. Because 

it requires fewer steps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production methods, the time and cost of manufacturing high 

quality components can be reduced considerably.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processing conditions on the warpage of 

film-insert molded plate were investigated by using a design of experiments. The dominant factors affecting warpage were 

mold temperature and holding pressure. Warpage increased with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tationary mold and 

fixed one. Even when the mold temperature difference was zero, the plate with a film was bent after ejection such that the 

film side protruded. As holding pressure increased, warpage decreased significantly. In addition warpage increased with 

time increment for the film-insert molded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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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동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내후성이나 표

면경도 등의 물리적인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표면처리가 이루어져왔다.  최근에

는 플라스틱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점차 고급

화됨에 따라 자동차, 멀티미디어, 가전, 그리고 선

박, 항공 및 건축 내외장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과 색상을 갖춘 디자인을 넘어서 리얼우드, 

천연가죽 등과 유사한 촉감과 질감을 느끼게 하

며, 향기를 낼 수 있는 소비자의 오감 만족을 구

현하기 위한 신 개념의 플라스틱 장식기술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플라스틱 제품의 표면처리 및 장식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도금, 증착, 도장 또는 

인쇄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으며, 3 차원 입체형상을 

갖는 제품의 표면에 무늬를 인쇄할 경우에는 수

압전사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수압전사 방법은 박막질에 도료 또는 잉크를 

사용하여 패턴을 인쇄하고, 박막질의 패턴 인쇄면

을 위로하여 액체상에 띄우고 박막질에 물체를 

눌러 액압에 의해 패턴을 제품 표면에 전사하는 

방식으로서, 곡선이 형성된 부분이나 각진 부위에

서 박막이 찢어지거나 무늬패턴에 따른 백화현상

으로 색상변화가 발생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기존의 표면처리 및 장식공법은 대부분 제조공정

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수,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COD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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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Demand) 및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등 유기화합물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인쇄된 필름을 미리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하고 금형에 삽입한 후 사출성형 공정을 적

용하여, 플라스틱 제품과 필름을 일체형으로 성형

하는 FIM(Film Insert Molding) 기술이 새로운 플라

스틱 장식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FIM 공법에서

는 사전에 인쇄된 인서트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

에 패턴 형상 및 색상의 유지가 용이하고 유기화

합물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성형 공법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FIM 공정에서는 캐비티에서 성형품의 

비대칭 냉각, 인서트 필름의 재용융, 필름의 주름

발생, 인쇄 칼라 패턴의 손상, 심한 잔류응력 발

생 등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매우 까다로운 공법이다. 뿐만아니라 필름이 설치

된 형판 쪽으로 열전달이 지연되어, 성형품 양 표

면에서 비대칭 온도분포가 나타나고, 휨변형이 크

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Chen 등[1]은 FIM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형에서

의 온도분포에 대하여 연구하고 필름에 의한 열

전달 지연 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으며, Youn 

등[2~4] 등은 필름 인서트 성형품에 대한 잔류응

력 및 휨변형에 대하여 이론적인 해석과 실험적

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각평판 형상을 갖는 필름인서

트 성형품에 대하여 다양한 공정조건이 휨변형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사출성형품의 휨변형 거동과 차이

점을 비교하였다. 

 

2. 실험 및 실험계획법의 적용 

 

2.1 실험 

필름인서트 성형을 위한 금형설계에서 게이트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용융된 수지에 의한 과도

한 전단응력이 작용할 경우 필름의 연신에 의한 

주름 발생, 필름의 위치이동, 인쇄면의 워시아웃 

발생 등 다양한 종류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측 형판에 필름

을 설치하고, 수지는 가동측 형판쪽에서 수지가 

캐비티로 주입되도록 하는 백몰딩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께 2.2mm를 갖는 평판 형상의  

 

 

 

 

 

 

 

 

Fig. 1 The schematic of mold design 

 

 

 

 

 

 

 

 

 

Fig. 2 Movable mold and fixed mold 

 

필름인서트 성형을 위하여 고정측 형판에 필름을 

설치하고 Fig.1과 같이 평판 안쪽에 밀핀과 접촉

되는 부형상을 설치하였으며, 터널게이트를 적용

하여 백몰딩이 이루어지도록 금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고정측과 가동측에 지름 10mm를 갖는 직선

형 냉각채널을 각각 2개씩 설치하였다.  

Fig. 2는 제작한 고정측 금형과 가동측 금형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에 사용한 필름은 Avery Dennison사에서 제

조한 두께 0.5mm를 갖는 ABS적층필름이며, 수지

는 LG화학에서 생산하는 ABS XR 404이다. 사출성

형 실험을 위하여 Engel사에서 제조한 180톤 사출

성형기를 사용하였으며, 성형품의 휨변형을 측정

하기 위하여 Brown & Sharpe(Hexagon Metrology)의 

Global Performance 3차원측정기를 사용하였다. 

 

2.2 실험계획법의 적용 

필름인서트 사출 성형에서 휨변형은 수지의 점

탄성 특성 뿐만 아니라 필름의 물성에 의하여 크

게 달라지므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사출성형 조건이 필름 인서트 성형품의 휨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최적의 공정조건

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였다. 

성형조건과 휨변형과의 관계 규명 및 최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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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실험 방법은 실험 횟수를 최소화하여 시

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하며, 실험에서 결정

되는 성형조건이 잡음에 대하여 강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표

적인 실험계획법으로 다구찌 방법을 사용하였다

[5]. 다구찌 방법에서는 교란 인자의 영향으로부터 

품질을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SN비(signal-to-

noise-ratio)를 사용한다. SN비는 신호 대 잡음의 비

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호입력의 힘과 잡음이 

주는 영향의 힘의 비율로서 나타낸다. 즉, 각 조

절인자의 SN비를 크게 만드는 값을 그 인자의 값

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값은 잡음에 대하

여 강건해 진다. 

 

3. 실험결과 

 

일반적으로 사출성형에서 발생하는 휨 변형은

온도차이, 체적수축율차이, 분자배향 및 결정화도 

차이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

서는 필름을 금형에 인서트한 경우에 발생하는 

휨변형이 필름이 없는 경우에 비해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실험적인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3.1 최적의 사출성형 조건 

실험계획법을 적용한 휨변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선정한 제어인자로서 금형온도, 수지온도, 사출속

도, 보압크기 등 4가지 공정조건을 선정하였으며, 

각 인자에 대하여 3수준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인자와 각각의 수준은 Table 1과 같다.  

다구찌 방법의 L9 직교배열표에 따라 각각의 성

형조건에 대하여 균일한 성형품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성형한 이후에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3개

의 성형품을 샘플로 선택하여 휨변형량을 측정하

였다. Table 2는 직교배열표에 따라 성형하고 측정

한 휨변형량과 망소 특성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SN비를 나타낸다.  

서로 다른 인자들이 휨변형에 영향을 주는 효

과는 Table 1에서 나타낸 각 인자수준에 대해 SN

비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이 상대적 효과는 분산

을 분해함으로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기

법을 일반적으로 분산분석(ANOVA)이라고 하며,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이들 값들은 다

양한 파들의 세기와 유사한 것으로, SN비를 변동

시키는데 있어 인자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

한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금형온도(A)와  

Table 1 Factors and levels used in experiment 

factors unit 
levels 

1 2 3 

A. Mold temperature ℃ 38 54 70 

B. Melt temperature ℃ 220 235 250 

C. Injection speed mm/s 40 55 70 

D. Holding pressure bar 400 550 700 

 

Table 2 L9 orthogonal arrays including warpage 

no. 
column no. Warpage(mm) 

SN(dB) 
A  B C  D  1 2 3 

1 

2 

3 

4 

5 

6 

7 

8 

9 

1 

1 

1 

2 

2 

2 

3 

3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1 

3 

1 

2 

1 

2 

3 

3 

1 

2 

2 

3 

1 

1.047 

0.899 

0.613 

0.683 

0.982 

0.688 

1.058 

1.074 

1.279 

1.040 

0.898 

0.601 

0.654 

0.961 

0.657 

1.048 

1.051 

1.257 

1.006 

0.879 

0.596 

0.640 

0.957 

0.637 

1.043 

0.989 

1.240 

-0.266 

 0.992 

 4.388  

 3.619 

 0.293 

 3.596 

-0.421 

-0.329 

-1.999 

 

Table 3 ANOVA summary for warpage 

factors 
average 

DOF  
sum of 

squares 

F 

value 1 2 3 

A 1.705 2.503 -0.916 2 19.200 38.766 

B 0.977 0.319 1.995 2 4.279 8.639 

C 1.000 0.871 1.420 2 0.495 1.000 

D -0.657 1.389 2.559 2 15.903 32.110 

Sum 
   

8 39.877 
 Error 

   
2 0.495 

 
 

보압크기(D)가 SN비 변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다. 

Table 3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Fig. 3을 보면 

보압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이 SN비를 최대화하고, 

휨변형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보압이 클수록 성형품의 밀도를 증가

시키고 체적수축율 차이를 감소시켜 휨변형을 줄

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형온도 및 수지온도가 휨변형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향에 

있어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N비의 크기는 일

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

는 실험에서 설정한 금형온도는 가동측 금형의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필름이 설치된 고정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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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N ratio graph based on table 3 

 

형의 온도는 실험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형의 온도보다 고정측 및 가동측의 온

도차이가 휨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더

욱 적절한 인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적용한 다구찌 방법에 따라 

휨변형이 적게 발생되는 최적의 공정조건은 금형

온도 54℃, 수지온도 250℃, 사출속도 70mm/s, 보

압크기 700bar로 하였으며, 가법모델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SN비는 5.187dB로서 Table 2에서 실

험한 결과에서 가장 높은 3번 실험조건에서의 SN

비 4.388dB보다 높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휨변형량은 0.55mm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법모델에 의한 예측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에서 선정한 최적의 사출성형 조건을 적용하여 

확인실험을 수행한 결과 휨변형량은 0.46mm로서 

예측치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Table 2에서 보여진 9가지 실험조건의 어느 경우 

보다 휨변형량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3.2 금형온도 차이의 영향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금형온도보다 고정측

및 가동측 금형의 온도차이가 휨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재실험을 수행하였

다. 금형온도를 제외한 공정조건은 위에서 다구찌 

방법으로 도출한 최적의 사출성형 조건으로 일정

하게 유지하였다. 가동측 금형온도(Tm)와 고정측 

금형온도(Ts)를 뺀 값을 금형온도 차이( T )로 정

의하였다. 가동측 또는 고정측 금형에서 낮은쪽의 

금형표면온도를 38℃로 유지하였으며, 반대쪽의 

금형에 대하여 높은 온도로 다르게 설정하여 양 

금형의 온도 차이가 휨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 

  

 

 

 

 

Fig. 4 Warpage mode shapes 

 

찰하였다. 이때 금형간의 온도 차이를 -20℃에서 

+20℃ 구간에 대하여 10℃씩 변동을 주면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값은 가동측보다 고정측 

금형의 온도가 더욱 높은 것을 나타낸다.  

Fig. 4는 윗면에 필름이 부착된 평판에 대하여 

발생하는 휨변형의 모드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는 필름의 반대쪽으로 휨변형이 발생함을 의미

한다. 

Fig. 5는 금형온도 차이가 필름의 유무에 따라 

성형품의 휨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성형후 12시간 이후에 측정한 경우와 72시간 이

후에 측정한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필름이 없는 경우에는 가동측과 고정측의 온도

가 같으면 휨변형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정측 금

형의 온도가 가동측보다 높으면 수지가 늦게 식

는 고정측 방향(윗방향)으로 휨변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동측 금형의 온도가 

고정측보다 높으면 반대로 가동측 방향으로 휨변

형이 발생하게 되며, 전반적으로 휨변형량은 금형

온도차이에 비례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러나 필름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측과 고정

측의 온도가 같을 때에도 가동측 방향(필름 반대

방향)으로의 휨변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고정측에 설치된 필름에 의한 열전달 지연으

로 인하여 고정측 수지가 늦게 식음에도 불구하

고 휨변형은 가동측 방향으로 발생하는데, 그 이

유는 고체상태인 필름의 강성, 그리고 가동측에서

의 더욱 큰 수지 수축으로 휨변형이 필름 반대쪽

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정측 금

형의  온도가 가동측보다 10℃이상 더욱 커지게 

되면 반대로 휨변형은 필름쪽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정측 금형온도가 높아

짐으로 인하여 필름의 강성이 줄어들고, 가동측의 

수지보다 고정측의 수지가 늦게 고화되면서 수축 

발생이 커지고, 고정측 방향으로의 (+)굽힘모멘트

가 더욱 크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가동측 금형온도가 고정측보다 더 높을 경우

에는 휨변형이 금형온도 차이에 거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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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rpage variation with respect to mold 

temperature difference 

 

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지의 수축보다 

필름의 강성이 더욱 지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성형 후 상온에서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휨변

형을 다시 측정하였으며, 필름이 없는 경우에는 

변형량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필름이 있는 경우

에는 필름 반대쪽으로의 휨변형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였다. 고정측 금형온도가 가동측보다 10℃ 높

은 경우에 대한 휨변형 모드는 초기 (+)에서 시간

이 지나면서 (-)인 반대방향으로의 휨으로 모드가 

바뀌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또한 가동

측 금형온도를 고정측보다 높게 하여 성형한 경

우에서 시간에 따른 휨변형 변화가 더욱 크게 발

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서 필름의 수축은 거의 없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지의 수축이 크게 발생하여 잔류응력이 재분배되

면서 (-)굽힘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 보압크기의 영향 

실험계획법 적용을 통하여 보압크기가 필름인서

트 성형품의 휨변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어, 좀더 정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보

압크기를 제외한 공정조건은 위에서 다구찌 방법

으로 도출된 최적의 사출성형 조건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보압크기를 400bar부터 850bar까지 네 

구간으로 나누어 변동시켰다. 

Fig. 6은 보압크기에 따른 성형품의 휨변형 거동

을 나타낸다. 필름이 없는 경우 휨변형은 보압크

기 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으나, 필름이 있는 경우

에는 보압크기가 커질수록 휨변형량이 거의 선형 

  

 

 

 

 

 

 

 

 

 

 

 

 

Fig. 6 Warpage variation with respect to holding 

pressure 

 

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정측 금

형과 가동측 금형온도차이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필름이 없는 경우는 보압크기 변화에 무관하게 휨

변형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필름이 있는 경우에

는 (-)휨변형이 발생하고 보압의 크기에 영향을 받

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보압크기가 증가할수록 수축

보상 효과가 커지고 밀도증가 및 체적수축율 차이

의 감소로 휨변형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형이

후 상온에서 72시간이 지난후 측정한 휨변형량은 

잔류응력의 재분배와 함께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공정조건이 필름인서트 

사출성형한 평판의 휨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필름인서트 성형 평판의 휨변형에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공정조건은 금형온도와 보압크

기였다.  

(2) 고정측 금형온도가 가동측 금형온도보다 

10℃이상 큰 경우에는 필름쪽으로의 휨변형이 발

생하였으나, 그외 온도차이에서는 반대로 필름반

대쪽으로의 휨변형이 발생하였다.  

(3) 고정측 금형온도가 가동측보다 큰 경우에는,

휨변형이 금형온도차이에 민감하지만, 반대로 가

동측 금형 온도가 고정측보다 더 큰 경우에는 휨

변형이 금형온도 차이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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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4) 성형후 상온에서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휨

변형을 다시 측정하였으며, 필름이 없는 경우에는 

변형량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필름이 있는 경우

에는 필름 반대쪽으로의 휨변형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였다. 

(5) 필름이 있는 경우에는 보압크기가 커질수록 

휨변형량이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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