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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이고교 가부시키가이샤 치바세죠쇼 나이

(74) 대리인 특허법인맥

심사관 : 김용일

(54) 금형장치, 금형장치를 갖는 성형기

요약

금형장치를 사용하여 수지 성형품을 성형하는 수지 성형방법은 형폐 공정 종료 전에 상기 금형장치의 캐비티 형성부 내에

수지의 충전을 개시하고, 상기 금형장치의 캐비티 형성부 내에 수지의 충전이 종료된 후에 상기 형폐 공정을 종료하고, 상

기 형폐 공정 종료 후에 형체 공정을 수행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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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색인어

금형장치, 수지성형품, 캐비티, 유압, 실린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성형방법에 의해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는 종래의 성형방법에 의해 캐비티 내의 수지가 가압되어 압축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사출 성형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성형품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성형품의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개 상태를 나타내는 제 1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폐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형폐 공정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개된 상태를 나타내는 제 2 단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성형품이 취출된 상태를 나타내는 제 1 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성형품이 취출된 상태를 나타내는 제 2 단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사출 성형기의 제 1의 동작 시퀀스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사출 성형기의 제 2의 동작 시퀀스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사출 성형기의 제 3의 동작 시퀀스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성형품의 형상 및 치수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수지 압축량 거리와 유동 길이와 성형품 높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라벨(label)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개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 3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 4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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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본 발명의 제 5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 6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제 7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폐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6은 본 발명의 제 7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7은 본 발명의 제 8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8은 본 발명의 제 9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7 : 삽입 링(insert ring)

18 : 삽입 링 수납 홈

23 : 가동금형(可動金型)

24 : 고정금형(固定金型)

30 : 사출장치(射出 裝置)

33 : 스크류

37 : 캐비티(cavity)

38 : 밸브 게이트 핀

39 : 게이트 구멍

41, 45 : 성형품(成形品)

42 : 용융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수지 성형품의 성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금형장치, 금형장치를 갖는 성형기에 관한 것이

다.

사출 성형기 등의 수지 성형기에 있어서, 가열 실린더 내에서 가열되고 용해된 수지를 고압으로 금형장치의 캐비티

(cavity) 내에 사출함으로서 캐비티 내가 용융수지로 충전(充塡)된다. 그리고, 성형품이 얻어지도록 수지는 냉각되어 고체

화된다.

이 금형장치는 고정금형 및 가동금형을 포함한다. 가동금형은 형체 장치에 의해 고정금형으로부터 전진 및 후퇴됨으로써

형개(型開), 형폐(型閉) 및 형체(型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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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형개라는 것은 가동금형의 분리면이 고정금형의 분리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고정금형으로부터 가동금형을 후퇴시

키는 것이다. 형폐라는 것은 가동금형이 고정금형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가동금형의 분리면(parting surface)이 고정

금형의 분리면에 접촉하게 될 때까지 가동금형을 고정금형으로 전진시키는 것이다. 형체는 가동금형의 분리면이 고정금형

의 분리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고정력을 부여함으로써 고정금형이 가동금형에 의해 눌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형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수지의 분자 배향을 개선하거나 성형품의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출 압축 성형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사출 압축 성형방법에서는 캐비티가 조금 확대된 상태에서 수지가 충전되고, 형체가 이루어져 캐비티 내의 수지가 압축

된다. 사출 압축 성형방법으로는 크게 롤린크스(Rollinks) 방법과 마이크로 성형(micro mold) 방법이 알려져 있다.

금형장치의 분리면을 개방함이 없이 캐비티 내의 수지가 가압되어 압축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용융수지가 사출되어 캐비티

내에 충전된 후, 확대된 캐비티가 수축되어 수지가 가압되고 압축된다.

이 경우 분리면의 간극으로 수지의 누출에 의해 성형품에 번짐 자국의 발생이 방지되도록 유압 실린더 장치나 스프링에 의

해 각각의 분리면은 서로 눌려지게 된다.

한편, 금형장치의 분리면을 개방함으로써 캐비티 내의 수지가 가압되어 압축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동금형을 고정금형

에 대해서 조금 후퇴되어 분리면이 조금 개방한 상태에서 용융수지가 사출되어 캐비티 내에 충전된다. 그 후, 가동금형이

고정금형으로 전진되어 형폐 및 형체가 이루어지고 캐비티 내의 수지가 가압되어 압축된다.

도 1은 종래의 성형방법에 의해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는 종래의 성형방법에 의해

캐비티 내의 수지가 가압되어 압축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가동 플래튼에 설치된 가동금형(102)은 고정 플래튼(platen)에 설치된 고정금형(101)에 대해서

전진하고 후퇴될 수 있다. 고정금형(101)과 가동금형(102)의 사이에는 캐비티(103)가 형성되어 있다. 용융수지(106)는

캐비티(103) 내에 충전된다. 또, 고정금형(101)에는 캐비티(103)에 접속하는 런너(runner)(104)가 형성되어 있다. 사출장

치의 사출 노즐(nozzle)로부터 사출된 용융수지(106)가 런너(104)에 흘러들어 캐비티(103) 내에 충전된다.

용융수지(106)가 캐비티(103) 내에 충전된 경우, 도 1에 나타내듯이, 가동금형(102)이 고정금형(101)으로부터 조금 후퇴

한다. 즉, 가동금형(102)의 분리면과 고정금형(101)의 분리면 사이에는 “a”의 거리가 있어 캐비티(103)는 조금 확대된다.

따라서, 이 캐비티(103)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106)는 가압되지 않는다. 가동금형(102)의 분리면을 따라 용융수지 누출로

인하여 성형품에 번짐 자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만입형(indentation type) 금형장치가 채용될 수 있다. 만

입형 금형장치에서 고정금형(101)은 가동금형(102)에 SSC(socket-spigot-connection) 되도록 금형 표면이 형성된다.

이어서, 형체 장치가 작동하여 가동금형(102)이 고정금형(101)으로 전진되고 캐비티(103)가 수축된다. 이에 의해, 도 2에

나타내듯이 형폐 및 형체가 행해져 캐비티(103) 내의 용융수지(106)가 가압되어 압축된다.

한편, 마이크로 몰드법에서는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사출되기 전에 압축 수지의 적당량이 예측되어 미리 캐비티 용적이

확대된다. 용융수지가 사출되고 캐비티 내에 충전된 후, 적절한 타이밍에 유압 실린더 장치 등에 의해 가동금형이나 금형

의 코어가 전진된다. 이에 의해 미리 확대된 캐비티가 수축되어서 용융수지가 가압되고 압축된다.

롤린크스(Rollinks) 방법과 마이크로 성형(micro mold) 방법 등의 사출 압축 성형법을 사용함으로써 캐비티의 용융수지의

내부에 있어서의 압력 분포가 균등하게 된다. 따라서, 수지의 분자 배향이 개선되어 금형 표면의 전사성(transcription

ability)이 향상된다. 수지의 수축이 방지되고 성형품의 잔류 응력이 저감하고 성형품의 변형이 방지된다. 이 때문에 사출

압축 성형방법은 정밀 부품, 광학 렌즈, 도광판(light transmission plate), 광디스크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성형품의 성

형에 적용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의 사출 압축 성형방법은 디스크와 같이 평면적인 형상을 가지는 성형품의 성형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래서,

종래의 사출 압축 성형방법은 바닥이 깊은 용기와 같이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는 성형품의 성형에 적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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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지제 용기의 중량 저감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고 수지제로 형성된 용기의 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구부의 지름 치수에 대해 높이 치수가 큰 형상을 가지는 컵 형태의 바닥이 깊은 용기의 경우, 측벽부가 박육(thin-

walled)으로 되면 캐비티 내에 있어서의 수지의 유로가 좁아진다. 따라서, 사출된 용융수지가 캐비티 전체에 충분히 넓게

퍼지지 않아 불량품이 발생되어 버린다.

특히, 높은 점성을 갖는 수지가 사용되는 경우, 종래의 사출 압축 성형방법이 적용되면 용융수지의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박육의 측벽부에 대응하는 캐비티의 부분을 용융수지가 통과하지 않아 바닥이 깊은 용기의 성형이 어렵게 되어 버린다.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금형장치에 의한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 금형장치, 수지 성형품, 금형장치

를 갖는 성형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은 바닥이 깊고 오목한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는 측벽부가 박육인 성형품이어도, 수지에

의한 성형품을 단시간에 성형할 수 있는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 금형장치, 수지 성형품, 금형장치를 갖는 성형기를 제공

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금형장치를 사용하여 수지 성형품을 성형하는 수지 성형방법으로서, 단계 (a) : 형폐 공정 종료 전에

상기 금형장치의 캐비티 형성부 내에 수지의 충전을 개시하고, 단계 (b) : 상기 금형장치의 캐비티 형성부 내에 수지의 충

전이 종료된 후에 상기 형폐 공정을 종료하고, 단계 (c) : 상기 형폐 공정 종료 후에 형체 공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수지 성형방법을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고정금형과 가동금형을 사용하여 수지 성형품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형장치로서, 상기 수지

성형품의 형상을 형성하는 캐비티 형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가동금형이 상기 고정금형에 접촉된 상태에서, 상기 캐비티 형

성부는, 상기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저부(底部)와, 박육으로 상기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경

사진 측벽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를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수지 성형품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형장치로서, 분리면(parting surface)을 갖는 고정금형과,

상기 고정금형에 대해서 전진하고, 눌려져 상기 고정금형의 분리면에 접촉하는 분리면을 갖는 가동금형과, 상기 분리면의

한쪽에 설치되고 링 형상을 갖는 돌출부와, 상기 분리면의 다른 한쪽에 설치되어 상기 돌출부를 수납하는 링 형상을 갖는

오목홈(concave groove) 형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를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수지 성형품으로서, 단계 (a) : 형폐 공정 종료 전에 금형장치의 캐비티 형성부 내에 수지의 충전을 개

시하고, 단계 (b) : 상기 금형장치의 캐비티 형성부 내에 수지의 충전이 종료된 후에 상기 형폐 공정을 종료하고, 단계 (c) :

상기 형폐 공정 종료 후에 형체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수지 성형방법에 의해 성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지

성형품을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사출 성형기에 의해 성형된 수지 성형품으로서, 0.2㎜∼3.0㎜의 박육 두께를 갖는 오목부를 갖는 용

기의 형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지 성형품을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금형장치에 의해 성형된 수지 성형품으로서, 내부에 오목부를 갖는 용기의 형상을 포함하고, 수지가

폴리스티렌(polystyrene)인 경우에 용기의 Z/T(Z : 금형장치의 성형품의 형상을 형성하는 캐비티 형성부의 수지 공급부

로부터 수지 공급부로부터 가장 먼 부분까지의 수지 유동 길이, T : 성형품의 박육 두께)는 100∼400이고, 수지가 내충격

성 폴리스티렌인 경우에 용기의 Z/T는 110∼400이고, 수지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인 경우에 용기의 Z/T는

120∼400이고, 수지가 고밀도 폴리프로필렌인 경우에 용기의 Z/T는 70∼300이고, 수지가 저밀도 폴리프로필렌인 경우

에 용기의 Z/T는 80∼300이고, 수지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인 경우에 용기의 Z/T

는 50∼2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지 성형품을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고정금형과 가동금형을 사용하여 수지 성형품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형장치를 갖는 성형기로

서, 상기 금형장치는 상기 수지 성형품의 형상을 형성하는 캐비티 형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가동금형이 상기 고정금형에

접촉된 상태에서, 상기 캐비티 형성부는, 상기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저부와, 박육으로 상기 금형장

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경사진 측벽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기를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수지 성형품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형장치를 갖는 성형기로서, 상기 금형장치가, 분리면

(parting surface)을 갖는 고정금형과, 상기 고정금형에 대해서 전진하고, 눌려져 상기 고정금형의 분리면에 접촉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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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을 갖는 가동금형과, 상기 분리면의 한쪽에 설치되고 링 형상을 갖는 돌출부와, 상기 분리면의 다른 한쪽에 설치되어

상기 돌출부를 수납하는 링 형상을 갖는 오목홈(concave groove) 형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기를 제공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이점은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발명의 구성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분명하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대해서 도 3 내지 도 28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제 1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사출 성형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사출 성형기(30)는 형체 장치(100) 및 사출장치(200)를 갖는다. 사출장치(200)는 가열 실린더(31)를 갖

는다. 재료(수지) 공급을 위한 호퍼(hopper)(34)는 수지가 가열 실린더(31)에 공급되도록 가열 실린더에 설치된다. 사출

노즐(32)은 가열 실린더(31)의 전단에 설치되고, 스크류(33)는 가열 실린더(31)의 내부에 설치된다. 여기서, 스크류(33)는

도 3에서 구동부(210)에 의해 가열 실린더(31)의 내부에서 회전되고 좌측 방향으로 전진하고 우측 방향으로 후퇴한다.

호퍼(34)에 의해 공급된 수지는 가열 실린더(31) 내에서 가열되고 용해되어 고압으로 사출된다. 사출된 수지가 금형장치

(100)의 캐비티(37)(청구항에서는 “캐비티 형성부”라 함) 내에 충전되고, 냉각되고 고체화되어 성형품이 얻어진다.

스크류(33)의 전진 및 후퇴는 제어 장치(220)에 제어된다. 일반적으로 수지의 충전압에 기초한 압력 제어가 스크류(33)의

전진 및 후퇴를 위해 이루어진다. 즉, 스크류(33)의 전진 및 후퇴가 제어되어 사출되고 캐비티(37) 내에 충전되는 수지의

압력은 소정값으로 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스크류(33)의 위치는 수지의 충전압에 관계없이 제어된다. 예를 들면, 폐쇄된 상태에서 캐비티(37)

의 용적의 약 100%∼150%, 바람직하지는 약 120%에 상당하는 양의 수지가 캐비티(37) 내에 충전된다.

이 사출 성형기는 고정금형(24) 및 가동금형(23)을 갖는다. 후에 설명되는 것처럼 고정금형(24), 가동금형(23) 및 이외의

구성 요소는 금형장치를 구성한다. 가동금형(23)이 형체 장치(100)에 의해 고정금형(24)에 전진하거나 고정금형(24)으로

부터 후퇴하여 형개, 형폐 및 형체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형개라는 것은 가동금형(23)의 분리면이 고정금형(24)의 분리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고정금형(24)으로부터 가동

금형(23)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형폐라는 것은 가동금형(23)이 고정금형(24)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가동금형(23)의 분

리면(parting surface)이 고정금형(24)의 분리면에 접촉하게 될 때까지 가동금형(23)을 고정금형(24)으로 전진시키는 것

이다. 형체는 가동금형(23)의 분리면이 고정금형(24)의 분리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고정력을 부여함으로써 고정금형(24)

이 가동금형(23)에 의해 눌려지는 것이다.

형체 장치(100)는 고정금형(24)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 장치로서 고정 플래튼(platen)(22)과 가동금형(23)을 지지하기 위

한 지지 장치로서 가동 플래튼(21)을 갖는다.

가동 플래튼(21)은 고정 플래튼(22)에 대향한다. 고정 플래튼(22)에 대향하는 가동 플래튼(21)의 금형의 설치면에 가동금

형(23)이 설치된다. 가동 플래튼(21)은 전진 및 후퇴되도록 결합봉(tie bar)을 따라 설치된다. 가동 플래튼(21)은 유압 실

린더 장치(11)를 구동함으로써 전진 및 후퇴한다.

그리고, 고정 플래튼(22)은 사출장치(200)에 대향한다. 고정 플래튼(22)은 사출장치(200)의 프레임부에 고정된다. 고정

플래튼(22)의 금형의 설치면에 고정금형(24)이 설치된다. 또한, 연결봉(27)의 복수의, 예를 들면 4개의 단부가 고정 플래

튼(22)에 고정되어 있다.

가동 플래튼(21)의 배면에 대향하는 구동부 지지부재(26)는 결합봉(27)에 조절 가능하게 설치된다. 구동부 지지부재(26)

의 배면(도 3에 있어서 좌측면)에 형체 장치(100)의 구동원으로서 유압 실린더 장치(11)가 설치되어 있다. 유압 실린더 장

치(11)는 헤드측(head side) 유압실(11a), 롯드측(rod side) 유압실(11b), 피스톤(piston)(11c) 및 롯드(11d)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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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측 유압실(11a)은 롯드(11d)로부터 피스톤(11c)의 반대측에 설치된다. 롯드측 유압실(11b)은 롯드(11d)로부터 피스

톤(11c)의 측에 설치된다. 또, 롯드(11d)는 구동부 지지부재(26)에 형성된 관통공에 삽입되어 롯드(11d)의 단부가 가동 플

래튼(21)에 접속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형체 장치 및 이 형체 장치의 구동원은 어떠한 것이어도 좋다. 예를 들면, 형체 장치는 도 3에 나타낸 것 같

은 직접 가압형 형체 장치가 형체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토글(toggle)링크를 이용한 토글형 형체 장치가 형체 장

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링크 기구와 실린더 장치가 조합된 복합형 형체 장치가 형체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

구동원으로는 도 3에 나타낸 것 같은 유압 실린더 장치, 또는 전동 모터와 볼 스크류(ball screw)가 조합된 복합형 구동원

이 사용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성형품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성형품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성형품의 형상은 어떠한 것이어도 좋지만, 본 발명의 특징은 본 발명의 성형방법 및 금형장치가 도 4

및 5에 나타낸 것처럼 용기의 측벽이 박육인 바닥이 깊은 용기와 같이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는 성형품(41)의 성형에 적용

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용기의 측벽이 박육인 바닥이 깊은 용기와 같이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는 성형품(41)이 성형되는 경우

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의 성형품으로는 젤리, 푸딩 등의 식료품의 용기, 용기의 컵, 용기의 캡, 중천 성형(블로우(blow) 성

형)에 사용되는 예비 성형품(용융 예비 성형품(parison) 또는 예비적 형성품(preform)) 등이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 의해 용기의 측벽이 박육인 바닥이 깊은 용기와 같이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는, 예를 들면, 깊이가 10

㎜ 이상이고, 측벽부의 두께는 0.2㎜∼3㎜ 정도의 것이고 통상 1㎜ 전후의 것인 성형품이 성공적으로 성형되었다.

또, 본 실시예에서 수지 성형품의 재질은 어떠한 재질이어도 좋지만, 본 실시예의 특징은 본 실시예의 성형방법 및 금형장

치가 단시간에 고정밀도로 고점도를 갖는 수지로 형성되는 성형품의 성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점도의 수지로 형성된 성형품을 성형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고점도의 수지라는 것은, 3600 포이

즈(poise) 이상의 용해 점도, 30 이하의 용해 유율(flow rate)(용해 인덱스(index)) 또는 24000 이상의 평균 분자량을 가

지는 수지이다.

고점도를 갖는 수지로 형성된 성형품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C(polycarbonate), PMMA(polymethyl

methacrylate),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AS(styrene/acrylonitrile) 등으로 형성된 성형품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금형장치는 가동금형(23), 금형 코어(12), 코어 압판(core pushing plate)(13), 고정금형(24), 캐비티 형

판(15), 게이트 블록(gate blocK) 등을 갖는다. 가동금형(23)의 금형 코어(12)는 가동 플래튼(21)의 금형의 설치면에 설치

된다. 금형 코어(12)는 성형품의 내부면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스트립퍼 판(stripper plate)(14)은 코어 압판(13)에

설치된다. 게이트 블록(16)은 고정 플래튼(22)의 금형의 설치면에 설치된 고정금형(24)의 캐비티 형판(15)의 내부에 설치

된다. 도 6에 나타낸 것처럼 캐비티(37)는 형폐 상태에서 성형품(41)의 형상을 형성하는 캐비티 형성부로서 금형 코어(12)

, 스트립퍼 판(14),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에 의한 간극(gap)에 형성된다.

가열 실린더의 전단에 설치된 사출 노즐(32)(도 3에 나타나 있음)에 의해 사출된 수지가 유통(流通)하는 스프루(sprue) 등

의 수지 유로(28)가 고정 플래튼(22)에 형성된다. 캐비티(37)의 내부와 수지 유로(28)를 접속하는 게이트 구멍(gate hole)

(청구항에서는 “게이트 구멍 형성부”라 함)(39)이 게이트 블록(16)에 형성된다. 이에 의해 사출 노즐(32)로부터 사출된 용

융수지가 캐비티(37) 내에 충전된다. 따라서, 게이트 구멍(39)은 캐비티(37)에 대해 수지 공급부로서 기능한다. 수지 유로

(28)는 핫 런너(hot runner)이다. 또, 수지 유로(28)는 가열 장치를 갖는 핫 런너(hot runner)이어도 좋다.

스트립퍼 판(14)과 캐비티 형판(15)이 서로 접촉하는 면, 즉, 가동금형(23)의 분리면 및 고정금형(24)의 분리면에 요철부

(凹凸部)가 형성되어 가동금형(23)이 고정금형(24)에 SSC(socket spigot connection) 된다. 이에 의해,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가 분리면 사이의 간극으로부터 누출되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성형품에 번짐 자국의 형성되어 버리는

것이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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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링(17)이 볼트, 판 스크류(plate screw) 등의 고정 부재에 의해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된

다. 삽입 링(17)은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 고정되는 기초부와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에 대해 돌출한 돌출부를 갖

는다. 삽입 링(17)은 L자형 단면을 갖는다. 도 6에 나타낸 것 같이,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 홈 형성부가 형성되어 삽

입 링(17)의 기초부가 홈 형성부에 수납되는 것이 바랍직하다.

링 형상을 갖는 오목홈(concave groove) 형성부인 삽입 링 수납 홈(insert ring receiving groove)(18)이 스트립퍼 판

(14)의 분리면에 형성된다. 삽입 링(17)의 돌출부는 삽입 링 수납 홈(18)에 고정된다. 가동금형(23)의 분리면 및 고정금형

(24)의 분리면에 형성된 요철부뿐만 아니라 삽입 링(17) 및 삽입 링 수납 홈(18)에 의해 분리면의 간극으로부터 캐비티

(37)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가 누출되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성형품에 번짐 자국의 형성되어 버리는 것이 방지된다.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 삽입 링 수납 홈(18)을 형성하도록 스트립퍼 플레이트(14)의 분리면에 삽입 링(17)이 고정되

어도 좋다.

삽입 링(17)은 스트립퍼 판(14) 및 캐비티 형판(15)의 재질보다 연질의 재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금형장

치가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 스트립퍼 판(14) 및 캐비티 형판(15)은 마모하지 않고 오로지 삽입 링(17)이 마모된다. 삽입

링(17)은 볼트, 판 스크류 등의 고정 부재에 의해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어 있으므로 용이하게 교환될 수 있다.

유로(35)가 금형 코어(12) 및 코어 압판(13)의 내부에 형성된다. 축출용(eject purpose) 유로(35)의 일단은 캐비티(37)에

접속된다. 축출용 유로(35)의 타단은 코어 압판(13)의 외벽부에 접속한다. 따라서, 축출용 유로(35)는 가압 유체에 대한 유

로로 작용한다.

축출용 유로(35)의 타단은 압력기(compressor), 누산기(accumulator) 등의 가압 유체 공급원에 접속되어 가압 공기 등의

가압 유체가 캐비티(37) 내에 공급되게 된다. 이에 의해 형개 시에 성형품(41)이 금형 코어(12)에 부착하는 경우이어도, 축

출용 유로(35)를 통해 가압 유체를 공급함으로써 금형 코어(12)로부터 성형품(41)을 용이하게 취출할 수 있다.

환기용 유로(36)가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의 내부에 형성된다. 축출용 유로(35)와 같이 환기용 유로(36)가

가압 유체에 대한 유로로서 기능한다. 가압 유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는 가압 공기 등의 가압 유체가 환기용 유로(36)를

거쳐 캐비티(37) 내에 공급된다. 따라서, 형개시에 성형품(41)이 캐비티 형판(15)에 부착된 경우이어도, 환기용 유로(36)

를 통해 가압 유체를 공급함으로써 캐비티 형판(15)으로부터 성형품(41)이 용이하게 취출될 수 있다.

도 6은 게이트 핀으로서의 밸브 게이트 핀(38)이 수지 유로(28)에 진입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밸브 게이트 핀(38)에 대

한 구동 기구인 공기 압력 실린더 장치(73)의 피스톤(72)에 밸브 게이트 핀(38)이 설치된다. 밸브 게이트 핀(38)은 피스톤

(72)에 의해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으로, 즉 도 6에 있어서 좌측 및 우측 방향으로 이동한다.

공기압 실린더 장치(73)는 피스톤(72)에 의해 게이트 핀 측 압력실(gate pin side pressure room)(73a) 및 반 게이트 핀

측 압력실(opposite gate pin side pressure room)(73b)로 나누어진다. 스위칭 밸브(77), 게이트 핀 측 튜브(gate pin

side tube)(74a) 및 반 게이트 핀 측 튜브(opposite gate pin side tube)(74b)를 통해 가압 유체 공급원(78)으로부터 게이

트 핀 측 압력실(73a) 및 반 게이트 핀 측 압력실(73b)로 가압 유체와 같은 가압 공기가 선택적으로 공급된다.

이에 의해 공기압 실린더 장치(73)가 제공된다. 가압 유체 공급원(78)은 가압 공기에 대신에 가압유 등의 다른 가압 유체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가압 유체 공급원(78)은 축출용 유로(35)에 대한 가압 유체의 공급원으로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도 6에 나타난 상태에서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이 게이트 구멍(39)에 진입하여 이 게이트 구멍(39)이 폐쇄된다. 따라

서, 공기 압력 실린더 장치(73)에 의해 야기된 소정의 힘으로 밸브 게이트 핀(38)이 게이트 구멍(39)의 방향으로 계속 눌려

져 보압(保壓) 상태가 형성된다.

한편,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은 캐비티(37) 내의 수지의 압력에 의해 야기된, 밸브 게이트 핀(38)을 공기 압력 실린더

장치(73)의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받는다. 반 게이트 핀 측 튜브(74b)는 시퀀스 밸브(sequence valve)(75) 및 체크 밸브

(check valve)(76)에 접속된다.

캐비티(37) 내의 수지의 압력이 소정값 이상으로 되면 반 게이트 핀 측 압력실(73b)의 압력은 피스톤에 의해 주어진 소정

값 이상의 값으로 된다. 이 결과 시퀀스 밸브(75)가 개방되어 피스톤(75)이 이동한다. 따라서, 밸브 게이트 핀(30)은 공기

압력 실린더 장치(73)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게이트 구멍(39)이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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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티(37) 내의 수지 압력이 소정값 이상으로 되면 수지의 압력은 밸브 게이트 핀(38)을 게이트 구멍(39)에 누르는 힘보

다 크게 된다. 이 결과 밸브 게이트 핀(38)은 공기 압력 실린더 장치(73)의 방향으로 이동된다. 이에 의해 게이트 구멍(39)

이 밸브 게이트 핀(38)에 의해 개방된다. 따라서, 캐비티(37)로부터 수지 유로(28)로 수지가 누출하여 캐비티(37) 내의 수

지의 압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밸브 게이트 핀(38)은 소정값보다 낮은 값으로 캐비티(37) 내의 수지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압 밸브(pressure

valve) 또는 감압 밸브(relief valve)로 작용한다.

캐비티(37) 내의 수지의 압력이 소정값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은 게이트 구멍(39)에 진입하여

게이트 구멍(39)을 폐쇄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에 의해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는 가압되어 압축되어도 게이트

구멍(39)으로부터 누출되지 않는다.

다음에, 상기 구성의 사출 성형기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개 상태를 나타내는 제 1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

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폐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형폐 공정

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개된 상태를 나타내는 제 2 단면

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성형품이 취출된 상태를 나타내는 제 1 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성형품이 취출된 상태를 나타내는 제 2 단면도이다.

성형 공정이 개시하기 전에는 유압 실린더 장치(11)의 피스톤(11c) 및 롯드(11d)가 후퇴(도 3에서 좌측 방향으로 이동)된

다. 따라서, 금형장치는 도 7에 나타낸 것처럼 형개 상태에 있다. 또,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이 게이트 구멍(39)에 진입

하여 게이트 구멍(39)이 폐쇄된다.

형폐 공정이 개시된 후 유압 실린더 장치(11)가 구동되어 피스톤(11c) 및 롯드(11d)가 전진(도 4에서 우측 방향으로 이동)

한다. 이 결과 가동 플래튼(21)이 전진하여 고정금형(24)에 접근한다.

도 8에 나타낸 것처럼,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과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 사이의 간격이 길이 “b”로 되었을 때, 유압

실린더 장치(11)는 구동을 정지하여 형폐 공정이 일시 중단된다. 여기서, 길이 “b”는 수지 압축량 거리이다. 수지 압축량

거리는 성형품(41)의 측벽부의 박육(thin-walled) 두께 및 용융수지(42)의 점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성형품(41)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가 1.5㎜∼3㎜인 경우 수지 압축량 거리는 두께의 3∼10배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형품(41)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가 0.2㎜∼1.5㎜인 경우 수지 압축량 거리가 두께의 10∼100배 정도

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길이 “b”는 두께는 1㎜∼15㎜인 성형품(41)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의 약 3∼100배 정도

로 결정된다.

도 8에 나타낸 것처럼,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과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이 개방된 상태에서, 밸브 게이트 핀(38)이

공기 압력 실린더 장치(73)의 방향으로 후퇴하여 게이트 구멍(39)이 밸브 게이트 핀(38)에 의해 개방된다.

가열 실린더(31)의 전단에 설치된 사출 노즐(32)로부터 사출된 용융수지(42)가 수지 유로(28)를 통하여 흘러서 형개 상태

에서의 금형 코어(12)와 게이트 블록(16)의 사이에 형성된 캐비티(37) 내에 충전된다. 그리고, 소정량의 용융수지(42)가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후 밸브 게이트 핀(38)이 전진된다. 이 결과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이 게이트 구멍(39)에 진입

하여 이 게이트 구멍(39)이 폐쇄된다.

이 경우, 도 8에 나타낸 것처럼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모든 저부에는 용융수지(42)가 충전된다. 그러

나,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경사진 측벽부의 게이트 구멍(39)으로부터 떨어진 부분에는 용융수지(42)가 충전되지

않는다. 즉, 본 실시예에 있어서 소정량의 용융수지(42)가 충전 완료시 측벽부의 적어도 일부에는 용융수지(42)가 충전되

어 있지 않다.

도 8에 나타낸 것처럼 캐비티(37)의 저부의 용적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용융수지(42)는 금형 코어(12)와 게이트 블록(16)

에 의해 형성된 캐비티(37)의 저부에 주로 충전된다. 또한, 순간적으로 형폐 공정을 일시 정지하는 기간은 매우 짧게 설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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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형폐 공정을 일시 정지하는 기간에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수지가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과 캐비티 형판

(15)의 분리면의 간극으로부터 누출되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성형품에 번짐 자국이 생겨버리는 것이 방지된다.

형폐 공정을 일시 정지하는 기간을 가능한 짧게 하기 위해서 용융수지(42)의 충전 속도를 가능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형폐 공정에서 형폐 공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회 샷(one shot)에

의해 성형을 위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사출 성형기의 스루풋(throughput)이 향상될 수 있다.

이어서, 유압 실린더 장치(11)가 구동을 재개하여 가동금형(23)이 고정금형(24)으로 전진한다. 이에 의해 용융수지(42)를

압축하는 압축 공정으로서 형폐 공정이 재개된다. 용융수지(42)의 충전은 재개된 형폐 공정 동안에 계속되어도 좋다. 이에

의해 용융수지(42)의 충전 속도를 높게 할 수 없는 경우이어도 일회 샷(one shot)에 의해 성형을 위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사출 성형기의 스루풋(throughput)이 향상될 수 있다.

형폐를 함으로써 금형 코어(12)와 게이트 블록(16)의 사이의 캐비티(37) 가 좁혀진다. 따라서, 캐비티(37)의 주로 저부에

충전된 용융수지(42)는 가압되어 캐비티(37) 내에서 도 8에 있어서 좌측 방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측벽부의 게이트 구

멍(39)으로부터 떨어진 부분에도 용융수지(42)가 충전되어 도 9에 나타낸 것처럼 용융수지(42)가 캐비티(37)의 전체에 널

리 퍼진다.

이 경우 형폐에 의해 삽입 링(17)의 돌출부가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에 형성된 삽입 링 수납 홈(18)에 서로 끼워짐(嵌

合)한다. 따라서, 용융수지(42)가 삽입 링(17)에 의해 차단되어 가동금형(23) 및 고정금형(24)의 분리면 사이의 간극으로

부터 누출되는 것이 방지된다.

형폐 공정이 종료된 후 유압 실린더 장치(11)에 의해 가동금형(23)이 고정금형(24)에 눌려져 형체 공정이 이루어진다. 형

체 공정에서 게이트 블록(16)에 형성된 게이트 구멍(39)은 밸브 게이트 핀(38)에 의해 폐쇄된다.

이와 같이 캐비티(37)의 전체에 널리 퍼진 용융수지(42)는 형체 공정에 의해 압축되고 캐비티(37) 내의 수지의 압력 분포

가 균등하게 되고 수지의 분자 배향이 개선된다. 그래서, 금형 표면의 전사성(transcription ability)이 향상되고 수지의 수

축이 방지된다. 따라서, 성형품의 잔류 응력이 저감되고 성형품의 변형이 방지된다.

다음으로, 가동금형(23)이 고정금형(24)으로 전진하는 형폐 공정에 있어서,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경사진 측벽

부에서의 용융수지(42)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0(b)은 도 10(a)에 원 “A”로 나타낸 측벽부의 확대도이다. 형폐 공

정에 있어서 가동금형(23)이 고정금형(24)으로 접근하므로 금형 코어(12)의 표면과 캐비티 형판(15)의 표면이 상대적으로

접근한다.

이 경우 형폐 공정의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 금형 코어(12)의 표면은 도 10(b)의 “12a-1”로 나타낸 위치에 위치한다. 캐비

티 형판(15)의 표면의 위치는 도 10(b)의 “15a”로 나타낸 위치에 위치한다.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한 측벽부의 경사

각은 도 10(b)의 “θ”로 나타난다. 또, 형폐 공정 종료시에 있어서 금형 코어(12)의 표면은 도 10(b)에 “12a-2”로 나타낸

위치에까지 이동한다.

즉, 형폐 공정 종료시에 있어서의 금형 코어(12)의 표면과 캐비티 형판(15)의 표면 사이의 간극 T보다 형폐 공정의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의 금형 코어(12)의 표면과 캐비티 형판(15)의 표면 사이의 간극이 △T 만큼 크다.

△T는 형폐의 스트로크(stroke) L에 sinθ를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예를 들면, θ가 4°로 설정된 경우, L이 3㎜이면 △T는

0.2㎜이고, L이 6㎜이면 △T는 0.4㎜이고, L이 10㎜이면 △T는 0.7㎜이고, L이 15㎜이면 △T는 1㎜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전술한 것처럼 형폐 공정 종료 전에 캐비티(37) 내에 소정량의 수지의 충전이 완료된다. 따라서, 측벽

부에 있어서 금형 코어(12)의 표면과 캐비티 형판(15)의 표면 사이의 간격이 형폐 공정 종료시의 간격 T보다 △T만큼 넓

은 시점에서 용융수지(42)가 유동한다.

그 때문에, 측벽부가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 경사진 경우, 측벽부에 있어서의 금형 코어(12)의 표면과 캐비티 형판

(15)의 표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도, 측벽부에 있어서의 금형 코어(12)의 표면과 캐비티 형판(15)의 표면 사이의 간격이 넓

을 때에 용융수지(42)는 유동한다. 따라서, 용융수지(42)는 순조롭게 유동하여 측벽부의 전체에 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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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 8에 나타낸 것처럼 캐비티(37) 내에 소정량의 수지의 충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측벽부의 게이트 구멍(39)으로부

터 떨어진 부분에 용융수지(42)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도, 형폐 공정 종료시에는 도 9에 나타낸 것처럼 측벽부의 게이트 구

멍(39)으로부터 떨어진 부분에도 용융수지(42)가 충전된다.

이와 같이, 측벽부가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경사져 있으므로, “쐐기 효과(wedge effect)”에 의해 용융수지(42)

가 캐비티(37)의 전체에 널리 퍼진다. 이 때문에, 캐비티 내의 수지 압력 분포가 균등하게 되고 수지의 분자 배향이 개선된

다.

따라서, 금형 표면의 전사성이 향상되고 접합선(weld line)이 저감하여 수지의 수축이 방지된다. 이에 의해 성형품의 잔류

응력이 저감되고 성형품의 변형이 방지된다.

이어서, 용융수지(42)가 소정 시간 동안 냉각되어 고체화한다. 이에 의해 성형품(41)이 형성되고 형개가 이루어진다. 도

11에 나타낸 것처럼, 가동금형(23)이 고정금형(24)으로부터 개방된다. 가압 유체가 형개 공정이 수행되기 직전에 환기용

유로(36)로부터 캐비티(37) 내에 공급된다.

이어서, 성형품(41)이 취출된다. 도 11에 나타낸 것처럼 성형품(41)이 금형 코어(12)의 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스트

립퍼 판(14)은 금형 코어(12)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전진한다. 또한, 축출용 유로(35)로부터 가압 유체가 캐비티(37) 내에

공급된다. 이에 의해, 도 12에 나타내듯이, 성형품(41)은 금형 코어(12)로부터 떨어져 낙하한다. 성형품(41)이 떨어져 낙

하하여 성형품(41)이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 12에 도시되지 않는 성형품을 꺼내기 위한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성

형품(41)이 낙하되는 일이 없이 금형 코어(12)로부터 성형품(41)이 취출될 수 있다.

도 13에 나타내듯이, 성형품(41)이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의 내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환기용 유로(36)로

부터 가압 유체가 캐비티(37) 내에 공급된다. 이에 의해 성형품(41)은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의 내면으로부

터 떨어져 낙하한다. 도 13에 도시되지 않는 성형품을 꺼내기 위한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성형품(41)이 낙하되는 일이 없이

캐비티 형판(15)및 게이트 블록(16)의 내면으로부터 성형품(41)이 취출될 수 있다.

다음에, 사출 성형기의 동작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사출 성형기의 제 1의 동작 시

퀀스를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성형기의 형체 장치 및 사출장치(30)는 제 1의 동작 시퀀스에 있어서 도 14에 나타낸 것처럼 작동한

다. 도 14(a)∼도 14(c)에 있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가로축의 스케일(scale)은 같다.

도 14(a)는 형체 장치에 의해 가동금형(23)에 가해지는 형체력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

고 세로축은 형체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도 14(b)는 가동금형(23)의 위치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가동금형(23)의

위치를 나타낸다. 가동금형(23)이 전진하여 고정금형(24)에 접근할수록 세로축의 값은 작아진다.

도 14(c)는 사출장치(30)의 스크류(33)의 위치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스

크류(33)의 위치를 나타낸다. 스크류(33)가 전진하여 사출 노즐(32)에 접근할수록 세로축의 값은 작아진다.

도 14에 나타낸 것처럼 형개 상태에서 형폐 공정이 개시되면, 형체 장치에 의해 가해지는 형체력이 상승하여 가동금형(23)

이 전진하고 고정금형(24)에 접근한다. 그리고, 가동금형(23)이 고정금형(24)에 접근하여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과 캐

비티 형판(15)의 분리면 사이의 간극이 길이 “b”로 된 시점에, 형체 장치의 작동이 일시 정지하여 가동금형(23)의 움직임

이 일시 정지한다.

이 시점에 있어서 공기 압력 실린더 장치(73)가 작동되어 밸브 게이트 핀(38)이 공기 압력 실린더 장치(73)의 방향으로 후

퇴한다. 이 때문에 게이트 구멍(39)이 밸브 게이트 핀(38)에 의해 개방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스크류(33)를 회전함으로써

용융수지(42)의 계량 공정을 계속하고 있던 사출장치(30)에 의해 사출 공정이 개시된다. 즉, 스크류(33)가 전진되어 사출

노즐(32)로부터 용융수지(42)가 사출되어 캐비티(37) 내에 충전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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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면, 스크류(33)의 전진 및 후퇴는 제어장치(200)에 의해 제어된다. 일반적으로 수지의 충전압에 기초한 압력

제어가 이루어져 스크류(33)가 전진 또는 후퇴한다. 즉, 스크류(33)의 전진 및 후퇴가 제어되어 사출 노즐(32)로부터 사출

된 용융수지(42) 또는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42)의 압력이 소정값으로 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스크류(33)의 위치는 수지의 충전압에 관계없이 제어된다. 이에 의해 소정량의 용융수지(42)가 캐

비티(37) 내에 충전된다.

용융수지(42)의 충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형체 장치가 작동을 재개되어 형폐 공정이 재개된다. 형폐 공정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충전되어야 할 용융수지(42)의 소요량이 충전되어 용융수지(42)의 충전이 종료된다. 이에 의해 공기 압력 실

린더 장치(73)가 작동하여 밸브 게이트 핀(38)이 전진하고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이 게이트 구멍(39)으로 진입한다.

이에 의해 게이트 구멍(39)이 폐쇄된다.

따라서, 형폐에 의해 케비티(37) 내의 용융수지(42)에 압력이 가해져도 압력이 높게 되는 형폐 공정의 완료시 게이트 구멍

(39)이 밸브 게이트 핀(38)에 의해 폐쇄된다. 따라서, 용융수지(42)가 사출장치의 후방으로 유동하는 것이 방지된다.

용융수지(42)의 충전이 완료한 후에는 스크류(33)는 조금 후퇴한다. 이에 의해 수지 유로(28)에 잔존하는 용융수지(42)의

양이 감소한다. 캐비티(37) 내의 용융수지(42)의 압력은 소정값 이상으로 되어 게이트 구멍(39)이 밸브 게이트 핀(38)에

의해 개방된다. 이에 의해 용융수지(42)가 캐비티(37)로부터 수지 유로(28)로 누출하여도 누출된 용융수지(42)는 수지 유

로(28)에 수용된다.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은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 접촉하여 형폐 공정이 종료하고 형체 장치에 의해 형체력이 증

대된다. 그리고, 형폐 공정에 의해 캐비티(37)의 용적이 수축되어 이 캐비티(37) 내의 용융수지(42)가 가압되어 압축된다.

이 때문에 용융수지(42)는 캐비티(37)의 전체에 널리 퍼져 캐비티(37) 전체에 용융수지(42)가 충전된다.

또한, 형폐 공정에 후속하는 형체 공정에 의해 캐비티(37) 내의 용융수지(42)가 가압되어 압축된다. 이 때문에 용융수지

(42)는 캐비티(37)의 전체에 널리 퍼져 캐비티(37) 내에 용융수지(42)가 완전하게 충전된다. 이 경우 가동금형(23)은 조금

전진한다. 게이트 구멍(39)이 게이트 밸브 핀(38)에 의해 폐쇄되기 때문에 형체에 의해 캐비티(37) 내의 용융수지에 고압

이 가해져도 용융수지(42)가 사출장치의 후방으로 유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체 장치는 증대된 형체력을 유지하여 고압 형체를 한다. 고압 형체 공정에서 가동금형(23)은 전진하지 않고 정

지한다. 이에 의해 용융수지(42)는 압축력을 받아 용융수지(42) 내부에 있어서의 압력 분포가 균등하게 된다.

따라서, 수지의 분자 배향이 개선되어 금형 표면의 전사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접합선(weld line)이 저감하여 수지의 수축

이 방지된다. 이에 의해 성형품의 잔류 응력이 저감되고 성형품의 변형이 방지된다.

또, 캐비티(37) 내의 용융수지(42)의 압력이 소정값 이상으로 되면, 게이트 구멍(39)이 밸브 게이트 핀(38)에 의해 개방된

다. 이에 의해 용융수지(42)가 캐비티(37)로부터 수지 유로(28)에 누출되는 방지되어 금형장치나 형체 장치가 손상되는 것

이 방지된다.

이어서, 제 2의 동작 시퀀스에서 형폐 공정의 일시 정지 동안에 용융수지(42)가 충전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

예의 사출 성형기의 제 2의 동작 시퀀스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5(a)는 형체 장치에 의해 가동금형(23)에 가해지는 형체

력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다. 도 15(b)는 가동금형(23)의 위치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다. 도 15(c)는 사

출장치(30)의 스크류(33)의 위치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다.

제 2의 동작 시퀀스에 있어서, 형폐 공정이 개시되고 나서 가동금형(23)의 움직임이 일시 정지하고 캐비티(37) 내에 용융

수지(42)의 충전이 개시될 때까지의 동작은, 도 14에 나타나는 제 1의 동작 시퀀스와 같다. 그러나, 제 2의 동작 시퀀스에

있어서, 용융수지(42)의 충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이 게이트 구멍(39)에 진입하여 게이트 구멍

(39)이 폐쇄되고 형체 장치에 의해 형폐 공정이 재개된다. 형폐 공정이 완료된 후의 동작은 제 1의 동작 시퀀스의 경우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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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제 3의 동작 시퀀스에 있어서, 형폐 공정 동안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용융수지(42)가 충전된다. 도 16은 본 발

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사출 성형기의 제 3의 동작 시퀀스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6(a)은 형체 장치에 의해 가동금형(23)

에 가해지는 형체력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다. 도 16(b)은 가동금형(23)의 위치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

다. 또, 도 16(c)은 사출장치(30)의 스크류(33)의 위치의 시간에 대응한 변화를 나타낸다.

제 3의 동작 시퀀스에 있어서, 형폐 공정의 개시로부터 완료까지 동안 형폐 공정은 일시 정지하지 않는다. 형폐 공정 동안

에 용융수지(42)의 충전이 완료될 때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이 게이트 구멍(39)에 진입하여 게이트 구멍(39)이 폐쇄된

다. 형폐 공정이 완료된 후의 동작은 제 1의 동작 시퀀스의 경우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에, 금형장치 및 성형기에 의해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을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성형품의 형상 및 치수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수지 압축량 거리와 유동 길이와

성형품 높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금형장치 및 성형기에 의해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을 사용하여 도 17에 나타낸 것 같은 형상 및 치수

를 가지는 성형품(45)을 성형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여기서, 성형품(45)은 원형 통로를 가지는 바닥이 깊은 용기로 HDPE 수지로 형성되어 있다. 이 수지는 JIS(K6922)에 규

정된 용해 인덱스(index)에 의한 계측값으로서 MFR이 0.06[g/10min]의 점도의 유동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실험에 사용

된 금형장치는 성형품(45)의 형상 및 치수에 대응하는 형상의 캐비티(37)를 가진다. 최대 40톤의 형체력이 금형장치에 의

해 가해진다. 도 17에 나타낸 성형품을 성형하기 위해 제 2의 동작 시퀀스(도 15)에 따라 사출 성형기는 동작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수지 압축량 거리와 유동 길이와 성형품 높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8에

있어서 가로축은 수지 압축량 거리[㎜]이고 세로축은 수지의 유동 길이[㎜] 및 성형된 성형품의 높이[㎜]이다.

수지 압축량 거리는 캐비티(37) 내에 용융수지(42)의 충전이 개시되는 시점, 즉, 가동금형(23)의 이동이 일시 정지하고 있

는 시점에 있어서의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과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 사이의 거리로 정의된다. 수지 유동 길이는 캐

비티(37)에서 용융수지(42)가 유동한 최대 길이로, 구체적으로는, 수지 공급부(게이트 구멍(39))로부터 수지 공급부로부

터 가장 먼 부분까지의 길이이다. 예를 들면, 도 10에 나타난 경우에서 수지 유동 길이 Z는 Z= Z1 + Z2 + Z3 + Z4로 정

의된다. 성형품의 높이는 성형된 성형품(45)의 높이이다.

수지 압축량 거리를 변화시켜 성형이 수행될 때 수지의 유동 길이 및 성형품(45) 높이의 계측 결과가 도 18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래프로 작성되었다.

이 그래프로부터 수지 압축량 거리가 작으면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42)가 게이트 구멍(39)으로부터 먼 부분까

지 도달하지 않아 성형품(45)의 높이가 짧아진다. 그리고, 수지 압축량 거리가 증가되면 용융수지(42)가 캐비티(37)의 보

다 안쪽까지 도달된다.

수지 압축량 거리가 8㎜ 이상이 되면, 용융수지(42)가 캐비티(37)의 가장 안쪽 위치까지, 즉 삽입 링(17)의 위치까지 도달

한다. 성형품(45)의 높이도 수지 압축량 거리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한다. 수지 압축량 거리가 8㎜ 이상이 되면, 성형품(45)

은 소정의 높이, 즉 49.5㎜가 된다. 그러나, 수지 압축량 거리가 10㎜인 경우, 성형품(45)에 번짐 자국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지 압축량 거리가 너무 적으면 용융수지(42)가 좁은 부분을 유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 링(17)이 위치하는 가장 안쪽까

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도 17에 나타낸 것처럼, 성형품(45)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가 0.35㎜이므로,

캐비티(37)의 좁은 부분도 약 0.35㎜ 정도의 간극을 갖는다. 이 때문에 수지 압축량 거리가 너무 적으면 수지의 계량에 적

절한 양이 사출되지 않는다.

또한, 캐비티(37)의 용적이 형폐 공정에 의해 단지 약간만 수축된다. 따라서, 캐비티(37) 내의 용융수지(42)가 충분히 가압

되어 압축되지 않으므로 용융수지(42)가 캐비티(37)의 안쪽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

또, 수지 압축량 거리가 너무 크면, 용융수지(42)가 삽입 링(17)의 돌출부와 삽입 링 수납 홈(18) 사이의 간극에 진입한다.

또한, 용융수지(42)는 삽입 링(17)의 외측에 위치하는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과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 사이의 간극

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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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에 나타낸 것 같은 형상 및 치수를 가지는 성형품(45)이 성형되는 경우, 수지 압축량 거리는 성형품(45)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의 22∼29배 정도인 8㎜∼10㎜ 정도가 적절하다.

성형품(45)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가 보다 작으면, 캐비티(37)에 있어서 측벽부에 대응하는 좁은 부분의 간극도 보다 좁아

져 용융수지(42)가 좁은 부분을 통과하기 위한 필요한 압력은 보다 커진다. 따라서, 성형품(45)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가 작

은 경우, 수지 압축량 거리는 성형품(45)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의 100배 정도가 적절하다.

한편, 성형품(45)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가 큰 경우, 캐비티(37)에 있어서 측벽부에 대응하는 좁은 부분의 간극이 넓어져 용

융수지(42)가 좁은 부분을 통과하기 위한 필요한 압력은 작아진다. 따라서, 성형품(45)의 측벽부의 박육 두께가 큰 값인 경

우, 수지 압축량 거리는 성형품(45)의 측벽부의 두께의 3배 정도가 적절하다.

따라서, 수지 압축량 거리는 성형품(45)의 박육 두께의 3∼100배 정도가 적절하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가동금형(23)의 분리면과 고정금형(24)의 분리면이 간극을 가지는 상태에서 캐비티(37) 내

에 용융수지(42)가 충전되고, 용융수지(42)의 충전이 종료된 후 형폐 및 형체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형폐에 의해 캐비티(37)의 용적이 크게 수축되어 캐비티(37) 내의 용융수지(42)는 큰 압력을 받는다. 따라서, 용

융수지(42)의 점도가 높아도 캐비티(37)에 있어서 성형품(41 또는 45)의 측벽부에 대응하는 좁은 부분으로 흘러들어 캐비

티(37)의 안쪽에까지 도달한다.

용융수지(42)는 캐비티(37)의 전체에 널리 퍼져 캐비티(37) 내에 용융수지(42)가 완전하게 충전된다. 또한, 용융수지(42)

는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캐비티(37) 내부에 있어서의 압력 분포가 균등하게 되고 수지의 분자 배향이 개선된다. 따라서,

금형 표면의 전사성이 향상하고 수지의 수축이 방지된다. 이 때문에 성형품의 잔류 응력이 저감하고 성형품의 변형이 방지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고점도 수지로 형성되고 측벽이 박육인 바닥이 깊은 오목한 입체 형상을 가지는 의한 성형품을

단시간에 고정밀도로 성형할 수 있다.

또, 수지 유동 길이 Z와 성형품의 박육 두께 T의 비인 Z/T를 크게 할 수 있다.

종래에 있어서 수지가 GPPS(polystyrene)인 경우 Z/T의 한계치는 약 200이다. 수지가 HIPS(내충격성 polystyrene)인

경우 Z/T의 한계치는 약 220이다. 수지가 PP(polypropylene)인 경우 Z/T의 한계치는 약 240이다. 수지가 HDPE(고밀도

polyethylene)인 경우 Z/T의 한계치는 약 140이다. 수지가 LDPE(저밀도 polyethylene)인 경우 Z/T의 한계치는 약 160

이다. 수지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인 경우 Z/T의 한계치는 약 100이다.

이 Z/T의 한계치로 성형하는 경우, 성형품의 압력 분포, 수지의 분자 배향, 수지의 수축 등이 나쁘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

다. 따라서,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수지가 GPPS(polystyrene)인 경우에 Z/T는 약 100인 상태에서, 수지가

HIPS(내충격성 polystyrene)인 경우에 Z/T는 약 110인 상태에서, 수지가 PP(polypropylene)인 경우에 Z/T는 약 120인

상태에서, 수지가 HDPE(고밀도 polyethylene)인 경우에 Z/T는 약 70인 상태에서, 수지가 LDPE(저밀도 polyethylene)

인 경우에 Z/T는 약 80인 상태에서, 수지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인 경우에 Z/T는 약 50인 상태에서 성형이

수행되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수지가 GPPS(polystyrene)인 경우에 Z/T는 약 100∼400이어도, 수지가 HIPS(내충격성

polystyrene)인 경우에 Z/T는 약 110∼400이어도, 수지가 PP(polypropylene)인 경우에 Z/T는 약 120∼400이어도, 수

지가 HDPE(고밀도 polyethylene)인 경우에 Z/T는 약 70∼300이어도, 수지가 LDPE(저밀도 polyethylene)인 경우에 Z/

T는 약 80∼300이어도, 수지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인 경우에 Z/T는 약 50∼250이어도 캐비티에서 성형

품의 압력 분포, 수지의 분자 배향, 수지의 수축 등에 문제가 없이 성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지가 GPPS(polystyrene)인 경우에 Z/T는 약 200∼400인 상태에서도, 수지가 HIPS(내충격성

polystyrene)인 경우에 Z/T는 약 220∼400인 상태에서도, 수지가 PP(polypropylene)인 경우에 Z/T는 약 240∼400인

상태에서도, 수지가 HDPE(고밀도 polyethylene)인 경우에 Z/T는 약 140∼300인 상태에서도, 수지가 LDPE(저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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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ethylene)인 경우에 Z/T는 약 160∼300인 상태에서도, 수지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인 경우에 Z/T는

약 100∼250인 상태에서도, 종래에는 성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하면 성형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한, 형폐 공정이 종료되기 전에 소정량의 수지의 충전이 완료된다. 따라서, 수지의 충전압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 따라

서, 수지의 충전압에 상관없이 사출장치의 스크류의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사출장치가 용이하게 제어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 및 같은 동작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생략

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라벨(label)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금형장

치의 단면도로 형개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도 19에 나타나는 것 같은 라벨(46, 47)이 성형품(41)의 성형과 동시에 부착되는 인-몰드-라벨링

(in-mold-labeling)이 실시된다. 라벨(46, 47)에는 캐릭터(character), 문자 등이 미리 인쇄된다. 라벨(46)은 성형품(41)

의 측벽부의 곡면과 같은 곡면을 가진다. 라벨(47)은 성형품(41)의 저면과 같은 형상을 가진다. 라벨(47)은 사출 노즐(32)

로부터 사출된 용융수지(42)가 통과하는 구멍을 가진다. 단지 라벨(46, 47)의 어느 하나만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지만, 여

기에서는 양쪽 모두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성형을 개시하기 전에, 도 20에 나타내듯이, 형개된 상태의 금형장치에 라벨(46, 47)이 설치된다. 라벨(46)은 캐비티 형판

(15)의 내면에 설치된다. 라벨(47)은 게이트 블록(16)의 금형 코어(12)의 대향면에 설치된다.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의 내부에는 라벨 부착용 유로(48)가 형성되어 있다. 라벨 부착용 유로(48)의 일단은

캐비티 형판(15)의 내면 및 게이트 블록(16)의 금형 코어(12)의 대향면에 접속된다. 라벨 부착용 유로(48)의 타단은 캐비

티 형판(15)의 외벽부에 접속되어 진공 펌프 등의 배출 장치에 접속됨으로써 공기가 라벨 부착용 유로(48)의 타단으로부

터 배출된다. 이에 의해, 도 20에 나타낸 것처럼, 라벨(46)은 캐비티 형판(15)의 내면에 부착된다. 또한, 라벨(47)은 게이트

블록(16)의 금형 코어(12)의 대향면 부착된다. 제 1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축출용 유로(35)는 라벨 부착용 유로(48)로 사용

될 수 있다.

이어서, 제 1의 실시예서 설명한 것처럼, 형폐, 용융수지(42)의 충전, 형체 등이 이루어져 성형품(41)이 성형된다. 이에 의

해 라벨(46) 및 라벨(47)이 부착되는 성형품(41)이 일체적으로 성형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3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 및 같은 동작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생략

한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 3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1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가동금형(23)의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에 삽입 링(17)의 기초부가 볼트, 판 스

크류 등의 고정 부재에 의해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삽입 링(17)은 마모되어도 용이하게 교환될 수 있다.

삽입 링(17)의 돌출부는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 대해 돌출되어 있다. 도 21에 나타낸 것처럼, 스트립퍼 판(14)의 분

리면에는 홈이 형성되어 삽입 링(17)의 기초부를 수납한다.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는 링 형상을 갖는 삽입 링 수납 홈(18)이 형성된다. 삽입 링(17)의 돌출부는 삽입 링 수납 홈

(18)에 서로 끼워짐된다. 가동금형(23) 및 고정금형(24)의 분리면에 형성된 요철부과 같이 삽입 링(17) 및 삽입 링 수납 홈

(18)에 의해 가동금형(23)의 분리면 및 고정금형(24)의 분리면으로부터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42)가 누출되는

것이 방지되어 번짐 자국의 발생이 방지된다. 또한, 삽입 링(17)의 내주면에 의해 성형품의 날(鍔) 부의 끝 면이 차단

(block)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4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제 3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 및 같은 동작에 대해서는 그 설명

을 생략한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 4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고정금형(24)의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 링 형상의 돌출부(17a)가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링 형

상의 돌출부(17a)는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에 대해 돌출되어 있다. 따라서, 가동금형(23) 및 고정금형(24)을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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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형상을 갖는 오목홈 형성부인 링 수납 홈(18)이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에 형성되어 돌출부(17a)와 서로 끼워짐한다.

가동금형(23) 및 고정금형(24)의 분리면에 형성된 요철부과 같이 돌출부(17a) 및 링 수납 홈(18)에 의해 가동금형(23)의

분리면 및 고정금형(24)의 분리면으로부터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42)가 누출되는 것이 방지되어 번짐 자국의

발생이 방지된다. 또한, 돌출부(17a)의 내주면에 의해 성형품의 날(鍔) 부의 끝 면이 차단(block)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5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제 4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 및 같은 동작에 대해서는 그 설명

을 생략한다. 도 23은 본 발명의 제 5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고정금형(24)의 캐비티 형판(15)의 분리면에 있어서의 외부 단부(external end part)에 볼록부

(convex part)(17b)가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볼록부(17b)는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에 대해 돌출되어 있다.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의 외부 단부에는 오목부(18a)가 형성되어 볼록부(17b)와 서로 끼워짐한다. 볼록부(17b) 및 오

목부(18a)는 서로 서로 SSC(socket spigot connection) 되기 때문에, 캐비티(37) 내에 충전된 용융수지(42)가 가동금형

(23) 및 고정금형(24)의 분리면으로부터 누출하는 것이 방지되어 번짐 자국의 발생이 방지된다. 또한, 볼록부(17b)의 내주

면에 의해 성형품의 날(鍔) 부의 끝 면이 차단(block)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6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제 4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 및 같은 동작에 대해서는 그 설명

을 생략한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 6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도 19에 나타나는 것 같은 라벨(46, 47)을 성형품(41)의 성형과 동시에 부착되는 인-몰드-라벨링

(in-mold-labelng)이 실시된다. 라벨(46, 47)에는 캐릭터(character), 문자 등이 미리 인쇄된다. 라벨(46)은 성형품(41)

의 측벽부의 곡면과 같은 곡면을 가진다. 라벨(47)은 성형품(41)의 저면과 같은 형상을 가진다. 라벨(47)은 사출 노즐(32)

로부터 사출된 용융수지(42)가 통과하는 구멍을 가진다. 단지 라벨(46, 47)의 어느 하나만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지만, 여

기에서는 양쪽 모두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성형을 개시하기 전에, 도 24에 나타내듯이, 형개된 상태의 금형장치에 라벨(46, 47)이 설치된다. 라벨(46)은 캐비티 형판

(15)의 내면에 설치된다. 라벨(47)은 게이트 블록(16)의 금형 코어(12)의 대향면에 설치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코어 압판(13)과 스트립퍼 판(14) 사이에 스프링(81)이 설치되어 코어 압판(13)과 스트립퍼 판(14)

사이의 간극을 확대한다. 그리고, 스프링(81)에 의해 가해진 힘에 의해 스트립퍼 판(14)이 고정금형(24)의 방향으로 이동

한다. 따라서, 도 24에 나타내듯이, 형폐 공정의 비교적 빠른 단계에 있어서 스트립퍼 판(14)의 분리면이 캐비티 형판(15)

의 분리면에 접근한다. 이에 의해, 캐비티(37) 내에 위치된 라벨(46)은 스트립퍼 판(14)에 의해 게이트 블록(16) 방향으로

눌러지므로 캐비티 형판(15)의 내면에 부착한다.

라벨 부착용 유로(48)가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의 내부에 형성된다. 라벨 부착용 유로(48)의 일단은 캐비티

형판(15)의 내면 및 게이트 블록(16)의 금형 코어(12)의 대향면에 접속된다. 라벨 부착용 유로(48)의 타단은 캐비티 형판

(15)의 외벽에 접속되어 진공 펌프 등의 배출 장치에 접속되어 라벨 부착용 유로(48)의 일단으로부터 공기가 배출한다. 이

때문에, 도 20에 나타낸 것처럼, 라벨(46)은 캐비티 형판(15)의 내면에 부착된다. 라벨(47)은 게이트 블록(16)의 금형 코어

(12)의 대향면에 부착된다.

이어서, 제 2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처럼 형폐, 용융수지(42)의 충전, 형체 등이 이루어져 성형품(41)이 성형된다. 이에

의해 라벨(46) 및 라벨(47)이 부착되는 성형품(47)이 일체로 성형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7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제 6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 및 같은 동작에 대해서는 그 설명

을 생략한다. 도 25는 본 발명의 제 7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폐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6은 본 발명의

제 7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형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고정 플래튼(22)의 금형 설치면 측에 실린더 장치(82)가 설치된다. 캐비티 형판(15)은 실린더 장치

(82)에 의해 가동금형(23)의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실린더 장치(82)는 가압 공기 또는 가압유에 의해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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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장치(82)는 실린더 유닛(82c) 고정 플래튼(22)의 금형 설치면 측에 설치된 실린더 유닛(82c), 피스톤(82a), 피스톤

롯드(rod)(82b)를 갖는다. 실린더 유닛(82c)은 고정금형(22)의 금형 설치면 측에 설치된다. 피스톤(82a)은 실린더 유닛

(82c)에 설치된다. 피스톤 롯드(82b)의 기초부는 피스톤(82a)에 고정된다. 피스톤 롯드(82b)의 선단은 캐비티 형판(15)에

고정된다. 실린더 장치(82)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도 25에 나타낸 것처럼, 캐비티 형판(15), 게이트 블록(16) 및 고정

플래튼(22)은 서로 접촉한 상태로 되어 있다.

언더컷 부(under cut part)로서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의 캐비티(37)를 구성하는 면의 오목부(15a) 및 오목

부(16a)가 서로 대향하는 위치에 오목부(15a) 및 오목부(16a)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 26에 나타내듯이, 금형

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돌출하는 언더 컷으로서 볼록부(41a)가 성형품(41)에 형성된다.

도 25에 나타낸 것처럼, 형폐 공정 그리고 형체 공정이 이루어져 용융수지(42)가 냉각되고 고체화되어 성형품(41)이 성형

되고 형개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실린더 장치(82)가 작동하여, 도 26에 나타낸 것처럼, 캐비티 형판(15)이 가동금형(23)

의 방향으로 이동된다. 이 때문에,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에 있어서의 캐비티(37)를 구성하는 면에 설치된 오

목부(15a) 및 오목부(16a)의 위치는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으로 이동된다. 따라서, 성형품(41)은 탄성 변형하게 되어 볼록

부(41a)와 서로 끼워짐한 오목부(15a) 및 오목부(16a)로부터 성형품(41)의 볼록부(41a)는 유연하게 취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 캐비티 형판(15)은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에 있어서 캐비티(37)를 구성하는 면에 언더 컷이 형성되어도, 성형품(41)에 손상을 주는 일 없이 성형품

(41)이 형개 공정에 의해 취출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8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제 7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 및 같은 동작에 대해서는 그 설명

을 생략한다. 도 27은 본 발명의 제 8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금형장치는 고정 플래튼(22)의 금형 설치면에 설치된 고정금형(24)의 금형 코어(12＇), 코어 압판(13

＇), 스트립퍼 판(14＇), 가동 플래튼(23)의 금형 설치면에 설치된 가동금형(23)의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

＇)을 갖는다.

도 27에 나타낸 것처럼, 형폐 상태에서, 금형 코어(12＇), 스트립퍼 판(14＇), 캐비티 형판(15＇) 및 게이트 블록(16＇)에

의해 성형품의 형상을 형성하는 캐비티(37＇)가 형성된다. 가열 장치(84)를 갖는 핫 런너(hot runner)(83)가 설치되는 런

너 구멍(runner hole)(12a)이 금형 코어(12)＇에 형성된다. 전기식 가열 장치 등의 가열 장치(84)는 수지 유로(28)를 흐르

는 용융수지(42)를 가열한다.

형폐 공정에 있어서, 사출 노즐로부터 사출된 용융수지(42)가 수지 유로(28)를 흘러들어 형폐 공정 동안에 금형 코어(12

＇)와 게이트 블록(16＇) 사이의 캐비티(37＇) 내에 소정량의 용융수지(42)가 충전될 수 있다. 소정량의 용융수지(42)가

캐비티(37＇) 내에 충전되면, 밸브 게이트 핀(38)이 전진하여, 도 27에 나타내듯이, 밸브 게이트 핀(38)의 선단이 게이트

구멍(39)으로 진입하여 게이트 구멍(39)을 폐쇄한다.

이 경우,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저부의 모두에 용융수지(42)가 충전된다. 그러나,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경사진 측벽부의 게이트 구멍(39)으로부터 떨어진 부분에는 용융수지(42)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 즉, 소정

량의 용융수지(42)의 충전 완료시에 측벽부의 적어도 일부에는 용융수지(42)가 충전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다.

도 27에 나타낸 것처럼, 본 실시예에 있어서, 캐비티(37＇)의 저부는 가동 플래튼 측(도 27에서 좌측 방향)에 위치한다. 측

벽부의 게이트 구멍(39)으로부터 떨어진 부분은 고정 플래튼 측(도 27에서 우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게이트 구

멍(39)은 성형품인 용기의 저부의 내측면에 대응하는 위치에 위치한다. 이에 의해, 성형품인 용기의 저부의 외측면은 게이

트 구멍(39)의 흔적이 남김이 없이 매끄럽다. 따라서, 인쇄 등의 방법에 의해 장식을 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9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제 8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 및 같은 동작에 대해서는 그 설명

을 생략한다. 도 28은 본 발명의 제 9의 실시예의 금형장치의 단면도로 용융수지가 캐비티 내에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가동금형(23)의 금형 코어(12)에서 고정금형(24)의 게이트 블록(16)과 대향하는 면에는 볼록부(12b)

가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볼록부(12b)는 게이트 블록(16)을 향해 돌출된다. 게이트 블록(16)에서 금형 코어(12)와 대향하

등록특허 10-0553165

- 17 -



는 면에는 오목부(16b)가 형성되어 볼록부(12b)에 서로 끼워짐된다. 볼록부(12b) 및 오목부(16b)의 수는 단수이어도 복

수이어도 좋다. 이에 의해 성형품인 용기의 저부에는 볼록부(12b)에 대응하는 위치에 관통공이 형성된다. 따라서, 본 실시

예는 화분과 같이 저부에 관통공을 갖는 용기를 성형하는데 적절하다.

본 발명은 상술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청구의 범위를 일탈함이 없이 여러 가지 변경 및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상술의 실시예에서는 유압 구동에 의해 작동하는 형체 장치가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전동식 형체 장치에 적

용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가동 플래튼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횡치형(橫置型)의 사출 성형기뿐만 아니라 가동 플래튼이 세로 방향

으로 이동하는 종치형(縱置型)의 사출 성형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사출 성형기뿐만 아니라 다이캐스트 머신(die cast machine), 사출 밀봉 프레스(injection sealing press)

등의 다른 성형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가동금형의 분리면과 고정금형의 분리면이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캐비티에 고점도를 갖는 수지를 충전하

고, 성형품의 박육 두께의 3∼100배의 수지 압축량 거리만큼 가동금형을 전진시키고, 가동금형의 분리면을 고정금형의 분

리면에 눌러 성형품을 성형하는데 특징이 있는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성형품의 박육 두께가 1.5㎜∼3.0㎜인 경우에 압축 수지 거리가 박육 두께의 3∼10배가 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특징이 있는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성형품의 박육 두께가 0.2㎜∼1.5㎜인

경우에 수지 압축량 거리가 박육 두께의 10∼100배가 되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는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은 얇은 측벽부를 갖는 깊은 바닥의 오목부를 갖는 용기인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은 수지는 용해 점도가 3600 포이즈(poise) 이상, 용해 유율(flow rate)(용해 인덱스(index)) 30 이하, 또는, 평

균 분자량이 24000 이상을 갖는 수지를 사용하는데 특징이 있는 용기인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수지 압축량 거리가 측벽부의 박육 두께 및 수지의 점도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용기인 수지 성형품의 성형

방법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은 가동금형이 전진될 때에 고정금형에 형성된 게이트 구멍이 게이트 핀에 의해 폐쇄되는데

특징이 있는 용기인 수지 성형품의 성형방법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수지의 압력 분포가 균등하게 되고, 수지의 분자의 배향이 개선되고, 금형 표면의 전사성이 향상하고, 수지의 수축이 방지

되고, 잔류 응력이 저감하고, 변형이 방지된다. 또, 입체적인 형상을 갖는 측벽부가 얇은 깊은 바닥의 오목한 용기와 같은

형상을 가지는 성형품이어도 고점도의 수지에 의한 성형품을 단시간에 고정밀도로 성형할 수 있다. 또, 수지의 충전압과

관계없이 사출장치의 스크류 위치를 제어할 수 있어 사출장치의 제어가 용이하게 된다. 또, 형폐 공정 종료시에 게이트 핀

에 의해 게이트 구멍이 폐쇄되므로 수지가 사출장치 측으로 역류하는 것이 방지된다. 또, 캐비티 내의 수지의 압력이 소정

값 이상이 되면 게이트 구멍을 개방함으로써 금형장치나 형체 장치가 손상되는 일이 없다. 또한, 캐비티 내에 충전된 용융

수지가 분리면의 간극으로터 누출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번짐 자국이 발생하는 일이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지 성형품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형장치로서,

분리면(parting surface)을 갖는 고정금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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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정금형에 대해서 전진하고, 눌려져 상기 고정금형의 분리면에 접촉하는 분리면을 갖는 가동금형과,

상기 분리면의 한쪽에 설치되고 링 형상을 갖는 돌출부와,

상기 분리면의 다른 한쪽에 설치되어 상기 돌출부를 수납하는 링 형상을 갖는 오목홈(concave groove) 형성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는 상기 분리면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기초부를 포함하는 삽입 링(insert ring)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삽입 링은 상기 고정금형 및 상기 가동금형의 재질보다 연질의 재질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는 상기 분리면의 어느 하나와 일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는 상기 분리면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지 성형품의 형상을 형성하는 캐비티 형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가동금형이 상기 고정금형에 접촉된 상태에서, 상기 캐비티 형성부는, 상기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거의 수

직인 저부와, 박육으로 상기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경사진 측벽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수지가 상기 금형장치로 흐르는 수지 유로(流路)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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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캐비티 형성부의 내부와 상기 유로를 접속하는 게이트 구멍 형성부와,

상기 게이트 구멍 형성부를 폐쇄하는 게이트 핀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구멍 형성부가 상기 캐비티 형성부의 상기 저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장치.

청구항 9.

수지 성형품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형장치를 갖는 성형기로서,

상기 금형장치가,

분리면(parting surface)을 갖는 고정금형과,

상기 고정금형에 대해서 전진하고, 눌려져 상기 고정금형의 분리면에 접촉하는 분리면을 갖는 가동금형과,

상기 분리면의 한쪽에 설치되고 링 형상을 갖는 돌출부와,

상기 분리면의 다른 한쪽에 설치되어 상기 돌출부를 수납하는 링 형상을 갖는 오목홈(concave groove) 형성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기.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금형장치는 상기 수지 성형품의 형상을 형성하는 캐비티 형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가동금형이 상기 고정금형에 접촉된 상태에서, 상기 캐비티 형성부는, 상기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거의 수

직인 저부와, 박육으로 상기 금형장치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경사진 측벽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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