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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하는 사출 성형기의 요부 블록도.

제2도는  화면상의  금형  캐비티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표시할때의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
도.

제3도는 캐비티 데이터를 기억하는 테이블의 설명도.

제4도는 스크루 위치에 대한 사출압력을 모니터 하였을때 기억되는 데이터의 설명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방법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표시되는 표시화면의 설명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의 플로차트.

제7도는 스크루 묘화 위치, 캐비티 내의 수지 충전량 묘화처리의 플로우차트.

제8도는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의 처리의 플로챠트.

제9도는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의 처리의 플로챠트.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4의 실시예의 처리의 플로챠트.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5의 실시예의 처리의 플로챠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프로세서로  제어되는  사출  성형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사출조건  설정에  있어서의 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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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모니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사출  성형기의  사출공정에  있어서는  사출속도를  스크루  위치에  따라  다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출
속도  제어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런데  금형  캐비티(cavity)내를  이동하는  수지의  유동저항은 통과하
는  영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출속도의  전환위치  및  각  단의  속도의  설정에  있어서는  그 유동
저항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출공정에  있어서의  스크루  위치에 대
응하는 금형 캐비티내의 수지의 충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  금형  캐비티내의  수지의  충전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쇼트  숏(Short  shot)법  등이 사용되
어  왔다.  이  방법은  수지를  소량  사출하고서는  금형을  열어  수지의  충전량을  조사하고  나서 사출량
을  순차  증대해가서  유동저항이  변화하는  스크루  위치를  금형내에  실제로  충전된  수지  위치로부터 
구하고 이 위치에 의거하여 사출속도 전환위치를 구하였었다.

이  쇼트  숏법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량씩  수지량을  증대시켜  사출을  행하고,  사출을  행할때 마
다  금형을  열어  금형에  충전된  수지  선단위치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다대한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한다.  또  코넥터  등을  성형하는  금형에서는  쇼트  숏법에  의해  조건을  도출하는  중에  과충전시켜 버
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목적은  스크루  위치와  사출압력의  관계를  그래프  표시한  사출  출력  모니터  방법을 제공하
는데 있다.

나아가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출압력을  스크루의  그림이나  금형  캐비티의  그림과  함께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하도록  하여  사출압력과  스크루  위치와의  관계  및  사출압력과  캐비티내의  수지 충전상태와
의  관계를  이미지의  형태로  조건  설정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사출조건의  설정을  용이하게  한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양태는,  스크루  위치  검출수단에  의해  스크루  위치를 검
출함과  동시에  사출압력  센서에  의해  수지에  걸리는  압력을  검출하고,  그  검출된  스크루  위치와 압
력에  의거해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을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하여  사출압력을 
모니터함에 있어서,  금형의 캐비티를 기억해 두어 사출을 적어도 1회  행한 후,  그  사출로 검출된 압
력  파형과  더불어  캐비티  형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묘화하고  스크루의  위치를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  스크루  위치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에  표시함과  동시에  그  스크루  입력  위치에  대응하는 
사출  수지량을  구하여  상기  묘화된  캐비티  형상에  대하여  상기  수지량에  대응하는  충전수지  상태를 
표시한다.

바람직하기는  상기  충전  수지  상태의  표시에  있어서  금형  캐비티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
한  각  영역까지의  캐비티  입구로부터의  체적을  구하여  상기  캐비티  데이터로서  기억해  두고,  입력 
스크루  위치로부터  사출  수지를  구하여  그  사출  수지량과  상기  체적을  비교하여  상기  표시장치의 화
면상의 캐비티 형상에 대하여 상기 사출 수지량을 충족하는 영역까지를 식별 표시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설정된  소정시간  마다  상기  기억된  체적을  순차적으로  읽어내어  그 
체적에  대응하는  수지량을  사출하는  스크루  위치를  구하고,  그  스크루  위치를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
함과 동시에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의 캐비티 형상에 대하여 읽어낸 체적의 영역을 식별 표시한다.

또한  스크루  위치의  입력의  양태로서,  설정된  소정시간  마다  자동적으로  설정된  거리만큼 사출방향
으로  진행시키도록  한다.  또는  이동  지령  키가  눌리어질때마다  설정  소정거리  전진  또는 후퇴시키도
록 한다.

바람직하기는  표시장치의  화면에  다시  실린더  형상을  묘화함과  동시에  입력  스크루  위치에  따라 상
기  묘화  실린더  형상내로  스크루  형상을  묘화한다.  또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
의  입력  파형중의  입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입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한
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연속  성형중에  있어서  사출  개시후  상기  스크루  위치  검출수단,  사출 
압력  센서로  소정  주기마다  스크루  위치,  압력을  검출하고  상기  화면에  검출위치에  대한  검출압력을 
그래프  표시함과  동시에  검출  스크루  위치에  따라  캐비티에  충전되는  수지량을  구하여  상기  묘사 캐
비티 내에 수지 충전 상태를 표시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스크루  위치  검출수단에  의해  스크루  위치를  검출하고  사출압력  센서에 
의해  수지에  걸리는  압력을  검출하여,  그  검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  파형을  화면상에 표시하
여 사출압력을 모니터함에 있어서,  사출을 적어도 1회  행한 후,  그  사출로 검출된 압력 파형을 묘화
함과  아울러  실린더  형상을  묘화하고  스크루  위치의  입력에  따라  상기  묘화  실린더  형상내에  입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여 스크루 형상을 묘화한다.

전술과 같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스크루 위치를 수동 입력하면,  혹은 설정한 조건에 의거 자동
적으로  스크루  백  위치로부터  이  입력  위치까지의  행정에  다른  사출로  금형  캐비티의  어느  개소까지 
수지가  충전되는가의  정보가  화면상에  이미지로  표시하게  된다.  그  결과  스크루  위치,  압력  및 캐비
티내의  수지  충전  상태의  3자의  관련이  조건  설정자에게  명료하게  되어  사출속도  제어의  설정이 정
확하고 용이하게 행하여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크루 위치의 수동 입력에 수반해서 그 입력치에 따른 양 만큼 실린더 내를 진행한 상태의 스
크루  형상이  화면상에  표시됨으로써  스크루가  실린더  내의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또는  그때의 압력
은 어떠한가 등의 사항이 즉각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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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1실시예를 도면에 의거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를  채용한  전동식  사출  성형기  및  그  사출  성형기의  제어계  요부를 나타
내는  블록도이며  사출축에  대한  것만  도시하고  다른축,  예를들면  형  체결축,  스크루  회전축, 이젝터
축 등에 관한 것을 생략하고 있다.  동  도면에 있어서 전동식 사출 성형기는 사출 성형기를 제어하기 
위한  수치  제어  장치(이하  NC  장치라  한다)(100),  스크루(1),  그  스크루(1)를  축  방향으로  구동하는 
사출용  서보  모터(2),  그  사출용  서보  모터(2)에  부착되어  스크루(1)의  현재  위치를  검출하는  펄스 
코더(3),  스크루(1)를  축  방향으로  구동하는  사출기구(5)내의  스크루(1)에  걸리는  압력을  검출하는 
위치에  부착되어  스크루  축  방향에  반력으로  작용하는  금형  캐비티내  수지  압력을  검출하는 사출압
력 센서(4)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NC  장치(100)는  NC용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이하  CPU라  한다)(112)와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이하 
PMC라  한다)용의  CPU(114)를  가지고  있다.  이  PMC용의  CPU(114)에는  사출  성형기의  시퀀스  동작을 
제어하는  시퀀스  프로그램,  후술하는  본  발명의  모니터  처리의  프로그램  등을  기억한  ROM(117)  및 
PMC(110)이  버스  접속되어  있다.  한편  NC용  CPU(112)에는  사출  성형기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기억한  ROM(115)  및  사출용,  클램프용,  스크루  회전용,  이젝터용  등의  각  축의  서보 모
터를  구동  제어하는  서보  회로가  서보  인터페이스(111)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다.  또  이  제1도에서는 
이들  서보  회로중,  사출용  서보  모터(2)용의  서보  회로(103)만  도시하고  있다.  또한  배플  메모리나 
CMOS  메모리로  구성되는  불휘발성의  공유  RAM  (105)은  사출  성형기의  각  동작을  제어하는  NC 프로그
램  등을  기억하는  메모리부와  각종  설정치,  파라미터,  마크로  변수를  기억하는  설정  메모리부를 가
진다.  버스  아비터  콘트롤러(이하  (BAC(Bus  Arbiter  Controller)라  한다)(113)에는  NC  용  CPU  (112) 
및  PMC  용  CPU(114),  공유  RAM(105),  입력  회로(106),  출력  회로(107)의  각  버스가  접속되어  상기 
BAC(113)에 의해 사용하는 버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CRT  표시  장치를  가진  수동  데이터  입력  장치(이하  CRT/MDI이라  한다)(119)는  오퍼레이터  패널 콘트
롤러(116)를  통하여  BAC에  접속되어  있어,  소프트  키나  텐  키등의  각종  조작  키를  조작함으로써 여
러가지  지령  및  설정  데이터의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NC용  CPU(112)에  버스  접속된 
RAM(104)은 데이터의 일시 기억등에 이용되는 것이다.

제1도에서는  사출축에  관한  것만,  즉  스크루(1)를  구동하여  사출시키기  위한  사출용  서보  모터(2) 
및  그  사출용 서보 모터(2)에  부착되어 그  서보 모터의 회전을 검출하고 스크루 위치를 검출하는 펄
스 코더(3)만을 나타내 있고 다른 축,  예컨대 형 체결축,  스크루 회전축,  이젝터 축 등에 관한 것은 
생략하고  있다.  또한  NC  장치(100)의  서보  회로도  사출용  서보  모터인  것만을  표시하고  다른  축의 
서보  회로는  생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보  회로(103)는  사출용  서보  모터(2)에  접속되고  펄스 코
더(3)의  출력은  서보  회로(103)에  입력되어  있다.  또  출력  회로(107)로부터  서보  회로(103)에는 사
출용 서보 모터(2)의 출력 토크를 제어하기 위한 토크 리미트 치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출력  회로(107)에는  어드레스  발생기(118)가  접속되고,  어드레스  발생기(118)의  출력은  PMC 
용  CPU(114)에  버스  접속된  RAM(108),  (109)에  입력되어  RAM(108),  (109)의  동일  어드레스를 지령하
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RAM(108)에는  사출압력  센서(4)의  출력신호가  A/D  변환기(101)를  통하여 접
속되고,  또한  RAM  (109)에는  펄스  코더(3)로부터의  신호를  계수하여  스크루  위치를  검출하는 카운터
(102)가  접속되어  있어,  출력  회로(107)로부터  사출  개시  지령이  출력되면  어드레스  발생기(118)가 
소정  어드레스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정  샘플링  주기로  발생하여  RAM  (108),  (109)의  동일  어드레스를 
지정하고 A/D 변환기(101)의 출력, 카운터(102)의 출력을 지정 어드레스에 격납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NC  장치(100)는  PMC  용  CPU(114)에  의해  ROM(117)에  기억된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거  시퀀스  제어를  행함과  동시에  공유  RAM(105)에  설정  기억되어  있는  NC  프로그램에  의거  NC용의 
CPU(112)가 각 서보 모터의 서보 회로에 펄스 분배를 행하여 사출 성형기를 구동한다.

사출압력  센서(4)로  검출한  수지  압력은  A/D  변환기(101)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RAM(108)에 소
정  주기마다  기입되어  현재의  수지  압력으로  축차적으로  바꿔  쓰여지고  있다.  또  PMC용  CPU(114)는 
소정  주기마다  그  RAM(108)에  기입된  수지  압력을  판독하고  그  판독한  수지  압력치를  BAC를  통하여 
공유 RAM(105)에 축차적으로 기입하고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는  NC  장치(100)의  공유  RAM(105)에  사출  성형기에  사용되는  금형의  키비티 형
상을  표시하는  종단면  형상  및  후술하는  테이블  TB등의  캐비티  데이터가  격납된다.  이  캐비티 데이
터는  상기  금형을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에  얻어지는  것으로서  이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캐비티  형상(캐비티의  종단면(윤곽)을  나타내는  그림)을  디스플레이  상에 
그리고,  또한  이  묘화  캐비티에  대하여  캐비티에  충전된  수지  체적에  대한  충전  영역을  단계적으로 
식별  표시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때문에  공유  RAM(105)에는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캐비
티를 기억하는 테이블 TB 데이터가 격납된다.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형  캐비티  내에  충전되는  수지의  체적(V1,V2,…Vn),  상기  충전체적을 
묘화된  캐비티에  영역으로서  식별  표시하기  위하여  긋는  필요한  선의  개수(L1,  L2,…Ln),  상기  선을 
표시하는  시점과  종점이  되는  묘화된  캐비티  윤곽선  상의  점(P11,  P12,  P21,  P22…)을  기억한 테이
블  TB를  CAD  시스템으로  금형을  설계할때  작성하여  플로피  디스크  등에  기억해  둔다.  그리고 오퍼레
이터  패널  콘트롤러(116)에  디스크  콘트롤러를  접속하고,  그  디스트  콘트롤러를  통하여  상기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공유  RAM(105)에  이들  캐비티  데이터를  격납한다.  또한  묘화해야할  실린더와  스크루의 
형상도 공유 RAM(105)에  격납해 둔다.  또한 스크루 위치에 커서 및  그  커서 위치에 종선(縱線)을 표
시하도록 한다.

제2도를  참조하면  CRT/MDI(119)의  표시  화면에  표시된  금형  캐비티  형상(단면  형상)을  표시하는, 윤
곽선  상에는  사출되어  캐비티내를  유동하는  수지의  선단  위치를  단계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복수의 
점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점의  지정에  있어서는  우선  캐비티내를  이동하는  수지의  유동  저항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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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하는 개소를 선정한다. 즉 제2도에 나타낸 예에서는 점 P31과 점 P32를 이은 위치, 점 
41(=P31)과  점  P42를  이은  위치,  점  P43(=P32)와  점  P44를  이은  위치,  점  P51과  점  P52를  이은 
위치,  점 P53과  점 P54를  이은 위치이다.  다음에 상기의 선정 개소와 선정 개소 사이의 영역을 적당
수로 분할하는 점(점  P11과  점  P12,  점  P21과  점  P22  등)도  선정한다.  또  이렇게 분할한 영역의 체
적은 각각 거의 같은 크기로 되는 것이 소망스럽다.

이렇게  하여  표시  화면상의  금형  캐비티  형상의  윤곽선  상에  캐비티내를  유동하는  수지의  선단 위치
를 단계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점의 지정이 종료하면 그  지저에 의거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테이
블  TB가  작성된다.  즉  ①  캐비티를  소정  체적의  영역으로  분할하기  위한  캐비티  윤곽선  상의  Pj1, 
Pj2,  Pj3,  Pj4…을  특정함과  동시에  상기  분할  영역을  식별  표시하기  위하여  잇는  직선의 시점·종
점의 조합  Pj1,  Pj2,  Pj3,  Pj4…의 설정, ② 이어야 할 직선의 수 Lj,  ③ 상기 직선을 가지고 식별
된  분할  영역의  체적  Vj(j=1~n)  등의  제항목이  표함된다.  그리고  상기  ③의  분할  체적  Vj(j=12n)의 
값  및  그  수(n)는  캐비티  윤곽선  상의  점  P의  지정에  의해  스스로  정해지는  값이며,  캐비티를 분할
하는  수를  많게  하면  할수록(따라서  지정하는  점  P의  수가  많을수록)  수지  체적  Vi의  수(n)가 많아
져서 캐비티로의 수지의 충전상태를 그만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제3도에  나타낸  테이블  TB의  캐비티  데이터에  따르면,  예컨대  제2도에  나타낸  화면의  캐비티에 대하
여 점 P51과  P52,  점  P53과  P54를  직선으로 잇고(이은 선의 개수는 L2=2),  이  직선과 캐비티 윤곽선
으로  형성되는  폐  영역을  지워버리는  등으로  구별하면  이  영역은  수지가  캐비티내에  체적  V5만큼 충
전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공유  RAM(105)에  상기  캐비티  데이터(테이블  TB,  캐비티  종단면  형상)를 
기억시키고  나서  성형조건을  설정하고  사출을  행함으로써  모니터를  실시한다.  또  성형조건중, 사출
속도,  사출압력,  보압(保壓)  압력에  대해서는  금형을  파괴시키지  않을  정도의  임시값을  설정하는 것
으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조건하에서  사출이  개시되면  어드레스  발생기(118)는 사출개시
로부터  소정  주기마다  순차적으로  RAM(108),(109)의  어드레스를  0번지로부터  지정한다.  이  어드레스 
발생에  의거  그  RAM(108),(109)에는  각  주기마다의  스크루  위치,  압력이  지정  어드레스에  각각 기억
되게  된다.  이  RAM(108),(109)에  기억되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제4도와  같이  어드레스  i번지에는 
어드레스 발생기(t=iT)에  스크루 위치 데이터 SCi  및  압력 데이터 PRi가  기억된다.  또  이  도면의 표
에 있어서 T는 어드레스 발생기(118)가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주기이다.

이  모니터의  결과를  표시하는  CRT/MDI(119)의  화면의  내용의  일례를  제5도에  나타낸다.  제5도를 참
조하면  이  표시  화면의  하방에는  횡축을  스크루  위치로  종축을  압력으로  취한  압력  파형  그래프를 
위한 좌표 A1(이하 압력표시 좌표라 한다)  및  스크루 위치를 수치로 표시하는 난  A4가  마련되고,  또 
화면의  상방에는  실린더  형상과  스크루  형상의  표시  영역  A2  및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금형 캐
비티 형상(종단면 형상)을 묘화하는 표시 영역 A3가 마련된다.

그리고  압력  파형  좌표  A1의  스크루  위치(스크루  선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횡축  상에는  상기의 
난  A4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여  커서  C가  표시되고  또한  스크루  위치를  표시하는  마크로서 
커서  C의  표시  위치에  있어서  상기  횡축을  가로질러  상방의  스크루의  그림을  통과하는  종선  L이 표
시된다.  또  제5도의  화면에  있어서  압력  파형  좌표의  횡축인  스크루의  위치와  묘화된  실린더의  선단 
위치와는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커서  C를  이동시키면  종선  L이  이동하며 표
시란 A4의  스크루 위치도 그것에 대응한 값으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다.  또는 그  반대로 스크루 위치
를 표시란 A4에 입력하면 그 스크루 위치에 의거하여 커서 C  및 종선 L이 좌표 횡축 및 실린더 형상
의 그림에 대하여 대응위치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본  발명의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에  관한  제1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예는  CRT/MDI(19)의 화
면에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내용의  표시를  시켜  키조작에  의해  커서  C를  이동시켜  종선  L을 이
동시키면  표시란  A4에는  그  커서  C의  좌표  위치에  대응하는  스크루  위치가  표시되고  동시에 도면상
의  스크루가  실린더  속을  상기  종선  L의  이동에  따라  이동하고  또한  그  스크루의  이동에  의해 수지
가 캐비티 내에 충전되는 모양을 캐비티의 표시 영역 A3에 표시하는 식의 것이다.

상기  제1실시예를  실행하기  위한  처리를  제6도의  플로차트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출속도,  보압등을  가설정하고  그  성형조건에서  사출을  1회  행한  후  모니터  지령을  입력하면  PMC용 
CPU(114)는  우선  공유  RAM(105)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로부터  CRT  화면상에  실린더  형상,  이 실린
더  형상내에서  스크루  백 위치(Xmax )에  있는  스크루  형상  및  금형  캐비티  형상(종단면  형상)을  각각 

묘화함과  동시에  RAM(108),(109)에  동기하여  기억되고  있는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압력치를 압력
표시 좌표상에 플롯함으로써 압력 파형 그래프를 표시한다(스텝 S101).

다음에  화면의  압력  좌표  A1에  있어서의  압력  파형을  보면서  커서  키를  조작하여  커서  C를  그  횡축 
상에  이동시켜  조사하고자  하는  스크루  위치로  가지고  온다(스텝  S102).  또한  이  커서  C는,  예컨대 
커서  키를  때리는  회수  또는  누르기를  계속하는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서  커서  키의  누름이 
정지했을때  스크루  위치(커서  위치  P)의  입력이  있었던  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이동한  커서 
C의 횡축 상의 위치 P는 사출 성형기 상의 스크루 위치(X)로  변환되어 그 값(X)이  스크루 위치의 표
시란  A4에  표시된다(스텝  S103).  또  이  사출  성형기  상의  스크루  위치(X)는  실린더  선단위치를 원점
(0)으로  하여  스크루  백 위치(Xmax )로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의  방향으로  하였을  때의  값으로  하고 있

다.  그리고  키  입력에  의해  이동이  있었던  커서  위치  P가  실린더  선단(0)을  넘은  위치이든가  혹은 
스크루  백 위치(Xmax )  보다도  후방의  위치의  어느것인가에  스크루가  위치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면

(스텝 S104),  올바른 입력이 아닌 것으로 보아 스텝 S102로  되돌아와 올바른 값의 재  입력을 기다린
다.

한편  키  입력이  있었던  커서  위치가  실린더  선단(0)과  스크루  백 위치(Xmax )와의  사이에  스크루가 위

치하는 것을 표시하면 앞서 표시되어 있던 종선 L을 소거하고 이 커서 위치 P에 새로이 종선 L을 묘
화한다.(스텝 S105). 그리고 제7도에서 서브 루틴으로 나타낸 처리를 행한다(스텝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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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브  루틴  처리에서는  화면상에  이미  묘화되어  있는  스크루  형상을  지우고  이  위치  P에  서단이 
위치하는  스크루  형상을  새로이  표시한다.  또  화면상의  스크루  형상의  선단은  당초는  커서  C,  종선 
L과  더불어  스크루  백 위치(Xmax )에  표시되어  있다.  동시에  이  도면상의  금형  캐비티에  대하여 그때

까지  표시하고  있던  충전  상태의  식별  표시를  지우고  새로운  스크루  위치(X)에  의거하는  수지  충전 
상태를 상기 금형 캐비티 형상에 대하여 표시한다.  또  이  캐비티 충전 상태의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그리고  종료  키가  눌리어지면(스텝  S107)  이  처리는  종료하지만,  이  키가  눌리어지지  않고  다른 스
크루 위치의 입력이 있으면 다시 스텝 S102 이하의 처리를 되풀이 하게 된다.

그래서  상기  스텝  S106에서의  스크루  위치  및  그  스크루  위치에  의거하는  캐비티  충전  상태의 바꿔
쓰기에 대한 서브 루틴 처리의 일례를 제7도의 플로챠트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우선  입력이  있었던   커서  위치  P에  스크루를  화면상에  표시한다(스텝  S201).  즉  좌표  횡축상의 커
서  C에  바로위에  스크루의  선단이  위치하도록  스크루  형상을  표시한다.  그리고  커서  C의  위치  P에 
대응하는  스크루  위치(X)까지  스크루가  스크루  백 위치(Xmax )로부터  진행함으로써  수지가  어느만큼 

캐비티  내에  충전되는가  그  체적을  계산한다(스텝  S202).  이  계산은  실린더  내경(D)과  스크루의 행
정(Xmax-x)으로부터 다음식의 연산을 행하여 체적 즉 충전량 Vx를 구한다.

Vx=(πD
2
/4)×(Xmax-x)

그리고나서  공유  RAM(105)의  테이블  TB의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지표  i를  1로  하여(스텝  S203)  상기 
산출된 충정량 Vx가  이  테이블 TB에  기억된 지표 i에  대응하는 체적 Vi(최초는 V1)  이하인가 아닌가
를  판단하여(스텝  S204)  체적  Vi  이하가  아니면  지표  i의  값을  1  인크러먼트(increment)하고(스텝 
S205),  이  갱신된 지표 i의 값이 캐비티의 용적을 분할한 수 n  이하이면(스텝 S206)  다시 스텝 S204
로  되돌아가  상기  산출된  충전량  Vx가  이  갱신된  지표  i에  대응하는  체적  Vi  이하인가  어떤가를 판
단한다.  이와  같이  이  작업을  되풀이해가는  과정에서  충전량  Vx와  같거나  이것보다  큰  Vi를 발견하
면 스텝 S207로 이행한다.

즉  상기  스텝  S204로부터  스텝  S206까지의  처리는  입력이  있었던  충전량  Vx를  테이블  TB에  기억된 
V1,V2,V3,…와  순차적으로  비교해가서  충전량  Vx에  가장  가까운(단  이것보다는  적지은  않다) Vi(제6
도 참조)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입력한 스크루 위치 X에 대응하는 충전량 Vx가 공유 
RAM(105)의  테이블 TB에  기억된 체적 V6와  V7과의 사이의 값이면 지표 i=7로서 다음 스텝 S207로 이
행하게 된다.

다음에  스텝  S207로  별개의  지표  i를  1로  초기  설정하고  나서  공유  RAM(105)의  테이블  TB에  기억된 
점 P12j-1 와 P12j를  직선으로 잇는다(스텝 S208).  당초는 j는 1이므로 P11과 P12를  잇는다.  또 상기 예에

서와 같이 지표 i=7로  이  스텝 S207로  이행한 것이면 우선 점 P7.1 과 P7.2 가  직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표  j의  값을  1  인크리먼트하고(스텝  S209)  다시  이  인크리먼트한  값이  체적  Vi에  대응하는 
테이블 TB에  기억된 직선의 수  Li(제7도  참조)  이하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스텝 S210).  즉 P11 과 P12

를  잇는  하나의  선  외에  또한  다른  점과  점을  잇는  멱선(冪線)이  남아  있는가  어떤가를  판단한다. 
만일 남아 있으면,  즉 지표 j의 값이 직선의 수 Li  이하이면 스텝 S210으로부터 스텝 S208로 되돌아
가서  마찬가지로 P12j-1 과 P12j 를  직선으로  잇는다.  만일  제3도의  테이블  TB에  있어서의  체적  V5,  V6 

등과  같이  이어야  할  직선의  수(L5,L6)가  『2』일때는  1회만  스텝  S201로부터  스텝  S208로 되돌아가
서 점 P12j-1과 P12j 즉 P13과 P14를 직선으로 잇는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지표 j의 값을 하나하나씩 인크리먼트하여 간 결과,  그 값이 이어야 할 직선의 수 Li를 
넘으면(스텝  S210)  상기  스텝  S208~210으로  이은  선의  내측을  지우는  등의  식별  처리를  하여(스텝 
S211) 수지가 캐비티의 어느 근방까지 충전되었는가를 화면상에 이미지로서 표시하는 처리를 
행한다. 그 처리가 완료되면 제6도의 플로챠트의 스텝 S107로 되돌아 간다.

이  제1의  실시예는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횡축을  스크루  위치로  하고  종축을  압력치로  한  압력 
표시 좌표 A1의 횡축상의 임의 위치에 커서 C를 키 입력에 의해 위치 결정하고 그 커서 위치 P에 대
응하는 스크루 위치(X)까지 스크루가 진행함에 따른 수지 충전 상태를 동  화면의 표시 영역 A3에 이
미지로 표시하므로 스크루 위치와 압력 및  캐비티 내의 충전상태 3자의 관계를 한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출  성형기  상의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압력의  값은  커서  C에  연결되는  종선  L을 가지
고 곧바로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때 수지는 캐비티의 어느 영역까지 충전되어 있는가 혹은 그 선단
이  유동  저항이  크고  변화하게  되는  영역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가  등에  대하여  화면에 의
해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  수지의  캐비티  내에서의  충전상태를  슬로모션으로  화면  표시함과  동시에  그  시점에서의 사출
압력을 화면상에 표시하는 제2의 실시예를 제8도의 플로챠트와 더불어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회  사출을  하여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  주기마다의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치  데이터를  얻어둔다.  그후  모니터  지령을  입력하면  PMC용  CPU(114)는  전술과  마찬가지로 화면
상에  압력  파형,  실린더  형상,  이  실린더  형상내에서  스크루  백 위치(Xmax )에  있는  스크루  형성  및 

금형  캐비티를  각각  표화한다(스텝  S301).  여기까지의  처리는  제6도의  플로챠트의  스텝  S101에서의 
처리와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PMC용  CPU(114)는  테이블  TB(제3도)의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재표  i를  『1』로  하고(스텝 
S302),  지표  i에  대응하는  체적  Vi를  충전시키는  스크루  위치  SCi(최초는  S301)을  전술한  스크루 위
치(X)와  충전량(Vx)의  관계식으로부터  구한다.  그리고  스크루  형상의  표시  영역  A2에  있어서의 구해
진  스크루  위치에  스크루  형상을  묘화하고  또한  스크루  위치의  표시란  A4에  그  위치를  수치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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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스텝 S303).

다음에  벌개의  지표  j를  1로  하여(스텝  S304)  점 P12j-1 과  점 P12j 를  직선으로  잇는다(스텝  S305). 그

리고 지표 j의  값을 1  인크리먼트하고(스텝 S306)  그  인크리먼트한 지표 j의  값이 체적 Vi에 대응하
는 직선의 수  Li(제3도  참조)를  넘지 않았으면(스텝 S307)  스텝  S305로  되돌아와 마찬가지로 점 P12j-

1과 점 P12j를 선으로 잇는다.

이렇게 하여 지표 j를 인크리머트한 결과,  그 값이 체적 Vi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어야 할 직선의 수 
Li를  넘으면  스텝  S308로  이행하고  스텝  S305~S307에서  이은  직선으로  형성되는  캐비티  내의  폐 영
역의  수지  유입측을  지우는  등의  식별처리를  하여  수지가  캐비티의  어느  영역까지  충전되었는가를 
화면상에  표시한다.  이중에서  스텝  S304로부터  스텝  S308까지의  처리는  전술한  제7도에  있어서의 스
텝 S203으로부터 스텝 S211까지의 처리와 동일하다.

그리고  상기의  표시  처리가  종료되면  타이머  T를  스타트시킨다(스텝  S309).   이  타이머  T의 스타트
로부터  일정시간  경과하면(스텝  S301)  종료  지시가  나왔는가  어떤가를  판단하고(스텝  S311),  나와 
있으면  이  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종료  지령이  나와  있지  않으면  지표  i의  값을  하나하나씩 인크리
먼트하여(스텝  S312),  인크리먼트한  지표  i의  값이  캐비티  분할수  n을  넘지  않았으면  스텝  S303으로 
되돌아가고,  그  이후는  다음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전과  마찬가지의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지표  i의 
값이  분할수  n을  넘으면  스텝  S302로  되돌아가  어드레스  i=1로  변경하고  전술한  처리가  되풀이  되어 
실행된다.

또  이  타이머 T는  스크루를 어드레스 i를  1만큼 갱신시키는 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머  T의  설정시간을  변경함으로써  화면상에  캐비티의  충전상태의  변동을  표시하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더디게 한다거나 하여 이를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다.

전술한  예는  일정시간  마다에  스크루의  어드레스를  자동적으로  하나하나씩  중가시킬  때의  캐비티의 
충전상태를  실동작의  몇분의  1인가의  속도(슬로모션)로  화면에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크루 위치
에서의  압력치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크루가  서서히  전진하였을  때의  압력의  변동을 모니터하
면서  캐비티의  충전  상태의  변동을  소망하는  속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출속도의  전환이 적절
하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화면상에서의 화상의 움직임으로부터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스크루를  일정  속도로  움직여서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여  사출압력  및  캐비티  충전상태에 변
동에 대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제3의 실시예를 제7도의 플로챠트와 더불어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1회  사출을  행한  후,  모니터  지령을  입력함으로써  PMC용  CPU(114)는 화면상
에 압력 파형,  실린더 형상,  이 실린더 형상 내에서 스크루 백 위치(Xmax )에  있는 스크루 및 금형 캐

비티  형상을  각각  묘화한다(스텝  S401).  여기까지의  처리는  제6도의  플로챠트의  스텝  S101에서의 처
리와 같다.

다음에 스크루 위치 X를 스크루 백 위치(Xmax)로 설정한다(스텝 S402).

글고나서  스크루의  위치(X)를  현재위치  X보다  소정량  a만큼  전진시킨다(스텝  S403).  또  스크루의 위
치  X는  실린더  선단을  원점(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루의  전진  방향과는  마이너스  방향이 
된다.  또한  이  소정량  a,  즉  1회에  진행하는  거리는  미리  설정된  값으로서  레지스터에  격납되어 있
다.  그리고  스크루를  전진시킨  결과,  그것이  사출  완료 위치(Xmin )을  넘어  더욱  전진시켜지면  스텝 

S402로 되돌아가서 스크루 위치 X를 다시 스크루 백 위치(Xmax)로 설정한다.

이에  대하여  스크루를  전진시키도  사출  완료 위치(Xmin )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스크루의 위

치 X를  화면상의 스크루 위치 표시란 A4에  표시하고(스텝 S405),  다음에 이  스크루 위치 X를  좌표치 
P로  변환한다(스텝 S406).  그리고 이  변환된 좌표치 P의  위치에 스크루 형상을 표시 영역 A2에 묘사
함과 동시에 이  스크루 위치 X에  대응하여 화면상의 캐비티를 지우는 처리,  즉  제7도에 나타낸 스크
루, 충전량 묘화의 서브 루틴 처리를 행한다(스텝 S407).

스크루,  충전량  묘화의  서브  루틴  처리를  행한  후,  종료  지시가  나와  있지  않으면(스텝  S408) 다음
에 타이머 T를  스타트 시킨다(스텝 S409).  그리고 이  타이머 T에  의한 설정시간이 도중에 정지 버튼
을  누름없이(스텝  S410)  경과함년(스텝  S411)  다시  스텝  S403으로  이행하고  또한  스크루는  소정량 a
만큼  전진하게  되므로  그  이후는  전과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하게  된다.  즉  스크루는  타이머  T의 설
정시간 마다 자동적으로 거리 소정량 a씩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  타이머 T의  설정시간은 적당히 변
경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화면상의  스크루  형상을  차례차례  전진시키고  있는  도중에  그  움직임을  정지하고자 할때
에는  오퍼레이터는  정지  키를  누른다.  정지  키가  눌리어지면  이것을  감지하여(스텝  S410)  타이머 T
를  스톱시킨다(스텝  S412).  또  그  정지를  해제하거나  할때에는  재개지령  키를  누른다.  재개지령을 
내면(스텝 S413) 스텝 S411로 되돌아가 이하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이상과  같이  스크루를  등속으로  전지시켰을때에  압력을  모니터하면서  캐비티의  충전상태의  변동을 
화면상으로부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크루  속도  전환위치,  전환량 
등에 사출조건 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다음에  스크루를  키  조작에  의하여  일정량(a)씩  전진  혹은  후퇴시켜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사출압
력  및  캐비티의  충전상태의  변동을  화면상에  표현하는  제3의  실시예를  제10도의  플로챠트와  더불어 
설명한다.

전술한  마찬가지로  1회  사출을  행한  후,  모니터  지령을  입력함으로써  PMC용   CPU(114)는  화면상에 
압력파형,  실린더 형상,  이  실린더 형상내에서 스크루 백 위치(Xmax )에  있는  스크루 형상 및  금형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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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  형상을  각각  묘화한다(스텝  S501).  여기까지의  처리는  제6도의  플로챠트의  스텝  S101에서의 처
리와 같다.

다음에  스크루  위치  X를  스크루  백 위치(Xmax )로  설정한다(스텝  S502).  그리고나서  커서  키의  전진 

지령의  키(표시  화면의  제5도와  같다  하면  [→]  키),  혹은  후퇴  지령의  키(마찬가지로  [←]  키)가 
눌리어졌는가 어떤가를 판단한다(스텝 S503,504).

전지  지령의  키가  눌리어지면  스크루  위치  X를  (X-a)의  위치로  바꿔  쓴다(스텝  S505).  즉  스크루를 
소정량  a만큼  전진시킨  위치로  한다.  그리고  이  이동시킨  위치(새로운  X)가  스크루  최선단 위치
(Xmin )을  넘고  있지  않으면(스텝  S506)  스텝  S511로  옮기어  이  스크루  위치  X를  화면의  스크루  위치 

표시란 A4에 표시한다.

그리고  이  표시된  스크루  위치  X를  화면상의  좌표치  P로  변환한다(다음의  스텝S512).  그리고  이 좌
표치  P에  스크루를  표시함과  동시에  이  스크루  위치  X에  대응하여  제7도에  나타낸  스크루,  충전량 
묘사 처리의 서브 루틴을 행한다(스텝 S513).

상기의  처리가  종료된  후,  종료  지령이  내어지면(스텝  S514)  이  처리는  종료한다.  또  이  지시가 나
와  있지  않으면  스텝  S503으로  되돌아가  후퇴  지령이나(스텝  S503).  전진  지령(스텝  S504)을 기다린
다.

또한  스크루를  전진시킨  결과,  스크루  위치가  스크루  최선단  위치 Xmin 을  넘어버렸을때에는(스텝 

S506)스크루를  소정량  a만큼  후퇴시키고  나서(스텝  S107)  그  위치를  스크루  위치  X로서  화면에 표시
하고(스텝 S503) 스ㅌ베 S512 이하의 처리를 행한다.

스크루를  후퇴시킨  결과,  스크루가 Xmin 을  넘었던  위치에  오면(스텝  S509)  스크루  소정량  a만큼 전진

시키고 나서(스텝 S510)  그  위치를 스크루 위치 X로서 화면에 표시하고 (스텝 S511)  이하  스텝 S512 
이하의 처리를 행한다.

이상과  같이  이  제4의  실시예는  커서  키를  1회  누를때마다  스크루  위치를  일정량  만큼  전후로 이동
할  수가  있으므로  스크루의  임의  위치에  있어서의  압력을  모니터  하면서  캐비티  충전상태를 용이하
게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스크루를  어떤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이동하였을때의  압력의  변동이나 캐
비티 충전상태의 변동도 알  수가 있다.  나아가서는 이  소정량 a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1회의 키 조작
에 의한 스크루의 이동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다음에  연속  성형시에  실제의  압력을  모니터하면서  캐비티의  충전상태를  리얼  타임으로  묘화하는 제
5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연속  성형중에  모니터  지령을  입력하면  PMC용  CPU(114)는  표시 
화면상에  캐비티  형상,  실린더  형상,  스크루  형상을  각각  묘화하고  그  다음에  제11도에  나타내는 처
리를 소정 주기마다 실시한다.

우선  플래그(flag)  F가  서있는가(F=1)  아닌가를  판단하고(스텝  S601),  서있지  않으면  다음에 사출중
인가  어떤가를  판단하여(스텝  S602)  사출중이  아니면  당해  주기의  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사출이 개
시되었던  것을  판단하면  플래그  F를  세운다(스텝  S603).  또한  사출중인가  아닌가는  사출공정이  되면 
PMC용  CPU(114)가  공유  RAM(104)중에  사출중을  나타내는  플래그를『1』로  세트하기  때문에  이 플래
그의 상태를 검출하여 사출중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다음에  현재  카운터(102)로부터  출력되어  있는  스크루  위치  SC와  A/D  변환기  (101)로부터  출력되고 
있는 압력 PR을 판독하고 (스텝 S604)  또한 그 판독한 현재의 스크루 위치 SC,  압력 PR을 압력 표시 
좌표에서의  값으로  변환하여(스텝  S605)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압력을  압력  파형  그래프로서  좌표 
A1에  표시한다(스텝  S606).  그리고  스크루  좌표치에  종선의  바꿔쓰기를  행하고(스텝  S607)  다시 제7
도에  나타낸  스크루,  충전량  묘화  처리를  행하여  스크루의  묘화  위치와  캐비티내의  충전량  위치의 
바꿔쓰기를 행하고(스텝 S608) 당행 주기의 처리를 종료한다.

다음의  주기에서는  플래그  F가  서있으므로(F=1)  스텝  S601로부터  스텝  S609로  이행하여  보압 종료인
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보압  종료가  아니면  스텝  S604로  이행하여  전술한  처리를  행하고  순차적으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그래프를  표시함과  동시에  스크루  묘화  위치를  바꿔쓰고  또한  캐비티의 
내의 충전량 위치의 바꿔쓰기를 행한다.

이렇게  하여  보압  공정이  종료하면  스텝  S609로부터  스텝   S610으로  이행하여  글래그   F를 『0』으
로  하여  당해  주기를  종료하고  이후의  주기부터는  사출이  개시될  때까지  스텝  S601,602의  처리를 행
하는 것만이 된다.

이상과  같이  상기  제5실시예에서는  연속  성형시의  연속  성형시의  실제의  사출공정에  있어서의 사출
(보압)압력과  스크루  위치,  캐비티내의  수지  충전위치가  표시되므로  설정  사출속도나  설정압력에 대
응하여 실제의 속도, 압력, 캐비티 충전상태가 관련되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상의  각  실시예는  모두  압력  파형에  대응시켜  스크루의  실린더  내의  위치,  캐비티의 충전상
태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었으나,  압력  파형과  캐비티의  충전상태  및  스크루  위치(수치)만을 표시
하고 스크루의 실린더 내의 위치의 묘화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압력 파형과 실린더 내의 스크
루의 위치만 묘화하는 것과 같은 것도 된다.

나아가서는  상기  실시예에서는  성형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속도,  보압  등의  임시의  값으로  설정하여 
1회  사출을  행하고  압력  파형의  데이터를  취하여  압력  파형을  묘화하도록  하였으나  압력  파형의 데
이터를  취하지  않고(예컨대  스텝  S101,  S301,  S401,  S501에서  압력  파형을  묘화하지  않는다) 스크루
의  위치와  캐비티  내의  충전상태만을  묘화하도록  하여도  된다.  이  경우에는  임시의  사출속도, 보압
을  결정할때,  또는  처음부터  사출속도나  보압을  결정할때,  스크루  백  위치  등을  결정할때  등에 이용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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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크루  위치  검출수단에  의하여  스크루  위치를  검출하고,  사출압력  센서에  의하여  수지에  걸리는 압
력을  검출하며,  그  검출된  스크루  위치와  압력에  의거하여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을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하여  사출압력을  모니터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에  있어서,  금형의 캐비
티 데이터를 기억해 두고 사출을 적어도 1회 행한 후,  그 사출로 검출된 압력 파형과 더불어 캐비티 
형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묘화하고  스크루의  위치를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  스크루의  위치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에  표시함괴  동시에,  그  스크루  입력  위치에  대응하는  사출  수지량을  구하여 
상기  묘시된  캐비티  형상에  대하여  상기  수지량에  대응하는  충전  수지  상태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
니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금형  캐비티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화고,  분할한  각  영역까지의  캐비티 입구로부
터의  체적을  구하여  상기  캐비티  데이터로서  기억해  두고,  입력  스크루  위치로부터  사출  수지량을 
구하여  그  사출  수지량과  상기  체적을  비교해서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의  캐비티  형상에  대하여 상
기 사출 수지량을 충족하는 영역까지를 식별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에는  실린더  형상을  묘사함과  동시에  입력  스크루 
위치에 따라서 상기 묘화 실린더 형상 내에 스크루 형상을 묘화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체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의  압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압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
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의  입력  스크루 위
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입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스크루의  위치의  입력을  설정된  소정시간  마다  자동적으로  설정된 거리
만큼 사출방향으로 진행시키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에는  실린더  형상을  묘사함과  동시에  압력  스크루  위치에 따
라서 상기 묘화 실린더 내에 스크루 형상을 묘화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의  입력  스크루 위
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압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위  입력  스크루 위
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입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스크루의  위치의  입력은  이동지령  키가  눌리어질때마다  설정  소정거리 
만큼 전진 또는 후퇴시키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에는  실린더  형상을  묘화함과  동시에  입력  스크루  위치에 따
라서 상기 묘화 실린더 형상내에 스크루 형상을 묘화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의  입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입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의  입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입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4 

스크루  위치  검출수단에  의하여  스크루  위치를  검출하고,  사출압력  센서에  의하여  수지에  걸리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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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검출하며,  그  검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  파형을  화면상에  표시하여  사출압력을 모니터하
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에  있어서,  사출을  적어도  1회  행한  후,  그  사출로  검출된  압력  파형을 묘
화함과  동시에  실린더  형상을  묘화하고  스크루  위치의  입력에  따라서  상기  묘화  실린더  형상내에 입
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여 스크루 형상을 묘화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의  입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입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6 

스크루  위치  검출수단에  의하여  스크루  위치를  검출하고,  사출압력  센서에  의하여  수지에  걸리는 압
력을  검출하며,  그  검출된  스크루  위치와  압력에  의거하여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  파형을 표시장
치의  화면상에  표시하여  사출압력을  모니터할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에  있어서,  금형  캐비티를 복수
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한  각  영역까지의  캐비티  입구로부터의  체적을  구하여  캐비티  형상과 더
불어 상기 각 체적을 캐비티 입구로부터 순차적으로 기억해 두고 사출을 적어도 1회 행한 후,  그 사
출로  검출된  압력  파형과  더불어  캐비티  형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묘화하고  설정된 소정시
간  마다  상기  기억된  체적을  순차적으로  판독하고  그  체적에  대응하는  수지량을  사출하는  스크루 위
치를  구하고,  그  스크루  위치를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함과  동시에,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캐비
티 형상에 대하여 판독한 체적의 영역을 식별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에는  실린더를  묘화함과  동시에  입력  스크루  위치에  따라서 
상기 묘화 실린더 내에 스크루 형상을 묘화하는 사출출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18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의 
입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입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
터 방법.

청구항 19 

스크루  위치  검출수단,  사출압력  센서를  가지고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  파형을  도면상에  표시하여 
사출압력을  모니터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에  있어서,  금형의  캐비티  데이터를  기억해  두고,  그 
데이터에  의거하여  상기  표시화면에  캐비티를  묘화하고  사출개시  후,  상기  스크루  위치  검출수단, 
사출압력  센서로  소정  주기마다  스크루  위치,  압력을  검출하여  상기  화면에  검출위치에  대한  검출 
압력을  그래프  표시함과  동시에  검출  스크루  위치에  따라서  캐비티에  충전되는  수지량을  구하여 상
기 묘화 캐비티 내에 수지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에는  실린더를  묘화함과  동시에  입력  스크루  위치에  따라서 
상기 묘화 실린더 내에 스크루 형상을 묘화하는 사출압력 모니터 방법.

청구항 21 

제19항  또는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된  스크루  위치에  대한  압력의  압력  파형중의 
입력  스크루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에  입력  스크루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표시하는  사출압력 모니
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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