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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jection pressure is one of factors that influence part quality. In this paper, injection pressure was
minimized by optimizing valve gate locations. In order to perform design optimization, MAPS-3DTM (Mold Analysis
and Plastic Solution-3D) was used for injection mold analysis and PIAnOTM (Process Integration, Automation and
Optimization) was used as process integration and design optimization. Also we adapted meta models based on design
of experiments for efficiency. By using introduced methodology, we were able to obtain a result so that maximum
injection pressure reduced by 28% compared to the initial design.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could also
be demonstrated.
Key words : Automotive door trim(자동차용 도어트림), Injection molding(사출성형), Runner system(런너 시스템),
Valve gate(밸브 게이트), Pressure(압력), Design of experiments(실험계획법), Metamodel(근사모델), Optimization
(최적설계), Evolutionary algorithm(진화알고리즘)

Nomenclature 1)
P

: pressure, MPa

Subscripts
x

: design variable



: distance between two experimental points

R

: correlation matrix


     : correlation function between  and 


*



: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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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ximate function




: predicted response value at untried 





: estimated sample variance

1. 서 론
사출성형은 용융된 수지를 금형 내부로 압입하여
냉각 후 취출하는 플라스틱 제품 성형법이다. 사출
성형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출성형품의 특성
및 성형 불량요인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성형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
며, 해석절차 자동화 및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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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 사례로 불량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런너 레
이아웃,1,2) 냉각채널 레이아웃3,4) 등의 설계 파라미
터들을 최적화하는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실험계획
법을 이용한 적은 횟수의 실험만으로 최선의 설계
안을 도출하거나,5,6) 유전알고리즘과 같은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최적설계7)와 같이 사출성형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최적화 방법론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인 금형 내부에서 발생하는 최대 사
출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밸브 게이트 위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출압력은
제품의 휨과 형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게
이트 위치에 따라 그 크기가 바뀔 수 있는데 게이트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 금형 내부 수지의 충전 패
턴이 달라지면서 사출압력의 크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 절차 자동화를 위해 위치가 변경된 게이트
로부터 런너 시스템(runner system)의 유한요소 모델

Fig. 1 Automotive door trim

Grade: Hi-Prene MT62CP)이며, 금형온도와 수지온
도, 충전시간은 각각 32.5°C, 215°C, 7초이다.
2.1.1 초기 모델 분석

초기 모델의 충전시간동안 금형내부 사출압력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밸브 게이트는 밸브핀을 유압
또는 공압으로 개폐하는 방식이다. 이번 설계에서
는 밸브 게이트가 수지가 도달하면서 자동으로 열
리도록 설정했으며, 가장 먼저 열리는 게이트는 1번

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모델링 절차를 자동화하였

게이트로 설정했다. 왜냐하면, 수지가 게이트에 도

다. 또한 1회 해석시간이 비교적 오래 소요되는 해

달한 뒤 게이트가 열리게 되면 높은 사출압력이 발

석모델에 대한 설계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실험계획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석

법과 근사화기법, 최적화기법으로 이어지는 설계

프로그램 상에서 미리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했

절차를 적용하였다.

2. 설계문제 정식화

다. 또한, 수지 도달 이전에 열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게이트 위치가 자동으로 정
해짐에 따라 충전 절차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림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설

2.1 사출성형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최대 사출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최적의 밸브 게이트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설계
대상으로서 자동차 도어 안쪽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성형품인 자동차용 도어트림(automotive door trim)
을 선정하였다.
설계 대상인 도어트림의 해석모델 형상은 Fig. 1
과 같다. 도어트림 유한요소모델은 48만개의 절점과

218만개의 유한요소로 구성되며, 충전해석을 수행
하기 위한 상용 해석 프로그램으로 MAPS-3D(Mold

Analysis and Plastics Solutions-3 Dimension)를 사용
하였다.

8)

수지는 PP(Polypropylene, GS-Caltex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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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ximum injection pressure of init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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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해석 절차 자동화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Gate 3의 위치만을 각각 설계변수화 하였다. 설계변

게이트 열림 시간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사출기의

수로 선정된 세 개의 게이트들이 위치 할 수 있는 후

압력이 작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번 설계 문제

보 절점 수는 Fig. 3과 같이 각각 17개, 23개, 18개이

에서 않았다. 왜냐하면, 본 설계 문제는 금형 내부의

며, 초기 설계보다 낮은 최대 사출압력을 가지는 게

요인만을 고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출기의 압력

이트 위치를 찾기 위해 각 게이트가 고르게 위치할

작용 시간과 같은 외부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수 있도록 게이트 위치 설계영역을 설정하였다. 게

그 결과, 금형내부 사출압력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은 변화 나타냈고, 그래프에 표기된 바와 같이 각
벨브 게이트가 열리는 시점에 압력이 급격히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대 사출압력이

127.1 MPa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초기 모델의 게이트

이트는 해석 모델의 절점에만 위치 가능하므로 이
산변수 형태이다.
2.2.3 설계문제 정식화

설계 요구사항과 설계변수를 바탕으로 설계 문제
정식화를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 금형내부 충전패턴이 고
르지 못하기 때문에 게이트의 위치를 변화하여 보

Find

  

다 작은 값의 최대 사출압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to minimize



(1)

식 (1)에서    은 각각의 게이트 위치를 의

2.2 설계문제 정의

미하며, 목적함수  는 충전율 98% 에서의 금형

2.2.1 설계 요구사항

사출 성형품의 휨과 형체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금형 내부 최대 사출압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2.2.2 설계변수

게이트 위치는 수지의 유동 패턴을 결정하는 주
요 설계 인자이며, 수지 유동 패턴은 금형 내 압력분
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최대 사출압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변수로서 게이트 위치를 선
정하였다.
도어 트림의 경우 Fig. 1과 같이 다섯 개의 게이트
를 가지는데, 이중에서 Fig. 3과 같이 위치 변화에 따
라 수지의 유동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는 Gate 4, Gate 5를 제외한 나머지 Gate 1, Gate 2,

내부 최대 압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98%는 보압으
로 전환하는 시점을 뜻한다.

2.3 해석 및 설계절차 자동화
최적설계 위해 상용 PIDO(Process Integration, and

Design Optimization)툴인 PIAnO(Process Integration,
Automation and Optimization)의 파일 파싱(parsing)
기법을 이용하여 런너 시스템의 모델링 절차와

MAPS-3D의 충전해석 절차를 통합하고 자동화하였
다.9)

3. 최적설계
도어트림 해석모델의 1회 충전해석 소요 시간은

CPU- i7 X990 3.33GHz, RAM- 24GB 사양의 컴퓨터
에서 5시간이다. 반복 해석 과정이 필요한 최적설계
특성 상 설계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사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근사모델기반 최적설계는 Fig. 4와 같이 세 단계
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설계기한 및 1회 해석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험계획법을 선택하고 이
를 이용하여 실험점 생성 후 해석을 수행한다. 두 번
째 단계로 입력변수인 게이트 위치와 출력변수인
Fig. 3 Boundary condition of valve gate locations

최대 사출압력과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근사화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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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을 모두 계산하고, 거리

들을 크기순으로 정렬한 뒤 동일한 값을 가지는 개
수 에 대해서는 와 짝을 이루도록 아래의 식 (2)
와 같이 동일 순서대로 정리한다.

         
   

(2)

3)

그 후, Morris와 Mitchell1 이 제안한  조건을
적용하는데 그 식은 (3)과 같다.
Fig. 4 Procedure of design optimization

사모델 생성하고 그 정확도를 평가한다. 세 번째 단
계로 정확도가 검증된 근사모델과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하고 근사모델로부터 도출된

 



min   

  




(3)

이때, p가 충분히 크면 최소거리 최대화 조건과
동일하게 된다.

최적해를 실제 해석모델에 입력하여 실제 최대 사
출압력의 편차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사모델기반 최적설계를 위해

PIAnO에서 제공하는 설계기법들을 이용하였다. 실
험계획법으로는 최적라틴방격추출법(Optimal Latin

Hypercube Design; OLHD)를 이용하였고, 근사화기
법을 이용하여 크리깅 모델(Kriging model)10)을 생성
하였으며, 최적화기법으로는 진화알고리즘(Evolu-

tionary Algorithm; EA)

11,12)

을 사용하였다.

3.1 실험계획법
실험계획법이란 문제에 대한 실험을 어떻게 수행

3.2 근사화 기법
크리깅 기법은 근사모델 기법 중 하나로서 심한
비선형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10) 본 연구
에서는 게이트의 위치와 최대사출압력 사이의 관계
가 비선형성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여 크리깅 모델
을 사용하였다.
크리깅 모델은 실험계획법에서의 정보를 바탕으
로 구한 전역모델(global model)과 국부편차(localized

deviation)를 합하여 식 (4)와 같이 구성한다.
(4)

     

할 것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이며, 어떠한 통

 는 알고자 하는 미지의 함수를 의미하고,

계적 분석을 통해서 최소의 실험으로 최대의 정보

 는 설계영역에서의 전역모델로서 주로 다항함

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 본

수 (polynomial function)로 표현된다. 그리고   는

연구에서는 충진 실험계획법 중 하나인 최적라틴방

전역모델로부터 나온 지역적 편자를 나타내는 것으

격추출법을 이용하였다.

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응

최적라틴방격추출법은 기존의 충전 실험계획법
중 하나인 라틴방격추출법(Latin Hypercube Design;

LHD)가 가지는 단점인 실험점 사이의 높은 상관성
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적계획법과
라틴방격추출법을 결합한 실험계획법이다. 실험점

답모델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국부편차
  의 공분산 (covariance)는 다음과 같다.

             
   

(5)

들이 최적의 배치가 되도록 하는 다양한 최적성 조

식 (5)에서  은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이고,

건(optimal criteria)이 있는데, 그 중 실험점 사이의

  는 실험데이터 내의 임의의 두 점   사

거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최대화하는 최소거리 최대

이의 상관함수(correlation function)이다. 상관행렬

화 조건(maxmin criteria)을 적용했다.

은 대각요소가 모두 1인  ×  의 대칭행렬이다.

우선 모든 실험점들에 대해 두 지점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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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력 값  에 대한 반응 값  의 선형 예

Optimization of Valve Gates Locations Using Automated Runner System Modeling and Metamodels

측모델을 
 라 정의하고,  와 
 의 평균제
곱오차(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고
 를 식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려하여 

   
       


(6)

하나이다.
진화알고리즘은 Fig. 5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주
로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개체들의 적합도
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개체를 선택하는
선택(selection) 단계이다. 두 번째는 전체개체와 선

식 (6)에서 
 는 회귀계수 
 의 일반화된 최소제곱

택된 개체에서 각각 하나의 부모를 선택하여 자손

(generalized least square method) 추정량으로서

을 생성하는 재결합(recombination)단계이다. 마지



         로 구한다. 그리고  는

막으로 임의의 개체를 선택하여 임의의 값으로 변

식 (7)과 같이 정의한다.
            

화하는 돌연변이(mutation)과정을 거치면서 한 세대
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



(7)

최종적으로 상관인자인  를 최대 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구하여 가장
적합한 크리깅 모델을 결정한다. 각 데이터에서의
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크리깅의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식 (8)을 최대화하는
문제와 같게 된다.

    ln  ln

면서 가장 우수한 개체를 구하게 된다.

3.4 최적설계 결과
본 연구에서는 근사모델을 생성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되는 설계변수의 15배수인 45개의 실험점을
생성하여 충전해석을 수행하였다. 근사모델을 생성
하기에 앞서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해석 결과 중 최
대사출압력이 가장 작은 실험값을 초기 모델 해석

(8)

값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Fig. 6과 같이 초기값
대비 28.2% 감소한 91.2 MPa의 결과를 타나내는 게

3.3 최적화 기법

이트 위치를 구할 수 있었다.

진화알고리즘11,12)은 실제 진화메커니즘에서 발

실험계획 결과로 부터 생성된 크리깅 모델과 진

생하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염색체의 진화과정을 묘

화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역 최적해를 구하는 최적

사한 방법으로, 전역 최적해(global optimum)를 구하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대사출압력은 Fig. 7

기 위해 공학문제에 많이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 중

과 같이 초기값 대비 28.2% 감소한 91.2 MPa로 결정

Fig. 5 Evolutionary algorith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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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Fig. 6 The objective function of initial design and OLHD best

(b) Optimum

Fig. 8 Gate locations and pressure distribution

Fig. 7 The objective function of optimum design

되었으며, 초기 모델의 게이트 위치와 최적 모델의
게이트 위치를 Fig. 8에 비교하였다. 이 결과는 45개
실험점 중 최대사출압력이 가장 낮은 값과 동일하
고, 게이트의 위치 또한 Fig. 8(b)와 동일함을 확인하
였다. 초기 모델의 경우, Fig. 8(a)와 같이 Gate 2, Gate

3이 고정된 게이트들이 있는 우측으로 치우쳐있지
만 최적설계 결과의 경우 Gate 2, Gate 3이 초기 위치
보다 좌측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Maximum cavity pressure of optimum design

이 결과는 Fig. 9의 금형내부 사출압력 변화 그래

유동길이가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수지

프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열리도록 설

가 도달하기 위해 높은 사출압력이 필요하다는 것

정한 1번 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게이트의 열

을 뜻한다. 하지만 최적설계로 구한 게이트 위치에

림 시간과 순서가 조금씩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서는 2번, 3번 게이트 위치가 1번 게이트와 보다 가

다. 우선, 초기 모델은 1번 게이트와 가장 가까운 위

까워지면서 유동 길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초

치에 있는 3번 게이트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멀기

기 설계에선 2번 게이트가 가장 늦게 열렸지만 3번

때문에 다음 열림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이트 열림 시점 다음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게이트 사이의

있었다. 이것은 금형 내부의 충전패턴을 고르게 하

120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22 권 제2 호, 2014

유동 안내부 모델링 자동화 및 근사모델을 이용한 자동차용 도어트림의 밸브 게이트 위치 최적화

는 밸브 게이트의 위치를 구함으로 인해 게이트 열
림 시점 순서가 조금씩 바뀐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목적 함수인 최대 사출압력을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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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2-0005530). 이 연구를 위하여 PIAnO 소프
트웨어를 제공한 (주)피도텍에 감사드립니다.

4. 결 론
금형내부 최대 사출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밸
브 게이트의 위치 결정을 위한 최적설계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PIAnO의 파일 파싱기법을 이용하여 사출성형
해석 프로그램인 MAPS-3D의 게이트 위치 이동
에 따른 런너 시스템 모델링 절차와 충전해석 절
차를 통합하고 자동화 하였다.

2) PIAnO에서 제공하는 실험계획법인 최적라틴방
격추출법을 이용하여 근사모델을 생성하기 위
한 전산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중 초기
모델 대비 최대 사출압력을 28.2% 감소시킬 수
있는 게이트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3) 실험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크리깅 근사모델을
생성하였고, 진화알고리즘을 이용한 근사모델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 게이트 위
치 대비 사출압력을 28.2% 감소시킬 수 있는 최
적의 게이트 위치를 구하였다.

4) 근사모델 기반 최적설계를 통해 구한 게이트의
최적 위치와 실험계획 결과 중 사출압력이 가장
낮은 게이트의 위치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최적방격라틴추출법을 이용해 구한 45개의
실험점 중에 최적의 게이트 위치가 포함되어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
한 실험계획법의 적정성과 최적화 기법의 유용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본 연구에서는 사출 성형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는 금형내부 최대 사출압력을 최소화하기 위
한 설계변수로서 게이트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설계 문제에 다양한 최적
설계 방법을 적용해서 사출압력을 더욱 최소화할 수
있는 게이트의 위치를 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
다. 그리고 런너 밸런싱을 자세히 고려할 수 있도록
게이트 위치뿐만 아니라 런너 직경 등과 같은 인자를
설계변수를 추가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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