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안내

크래스틴 PBT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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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크래스틴 PBT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
크래스틴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는 다양한 용도로 응용되어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도록 변형된
polybutylene terephthalate(PBT) 수지이다. 크래스틴 수지는 일반적인 성형기를 사용하여 업계에서 널
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녹는점과 어는점이 뚜렷한 결정성 물질로,
흐름성이 좋고 성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매뉴얼에 있는 세부적인 공정을 통해 성형품의 품질
과 생산성이 증진될 것이다.
크래스틴은 모두 PBT 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성능에 있어 공통적인 장점을 가지는 여러 그룹으로
제품군을 나눌 수 있다. 강화제(reinforcing agent)와 강성제(toughener)를 첨가하면, 크립성(creep)이 낮
고 치수 안정성(dimensional stability)을 가지며 우수한 전기적 성질을 갖는 PBT 폴리머 고유의 특성이
강화되어 성형 수지가 뛰어난 강도(strength), 경도(stiffness), 강성(toughness)을 갖게 된다. 다른 폴리머
와의 합금이나 적절한 강화 기술을 통해 치수 안정성과 표면의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 대부분의 크
래스틴은 Underwriters Laboratories 에서 UL 94 V-0 으로 인정한 내염성 버전으로도 나와 있다. 크래스
틴 제품군의 핵심적 특징을 몇 가지 예제와 함께 아래에 설명하였다. 특정 유형에 대해 더욱 상세
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크래스틴 제품 및 특성 안내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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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수지
강도, 경도, 강성에 있어서 다른 PBT 수지를 능가하는 우수한 품질의 사출 성형 수지를 만들기 위해
서는 크래스틴 PBT 의 포뮬레이션(formulation) 및 제조 기술을 신중히 선택한다. 이 수지들은 크립성
이 낮고, 고온에서 경도가 좋고, 습한 환경에서 치수 안정성이 있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야 하는
기계 및 전기 제품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크래스틴 S610

비강화. 금형에서의 이형(release)이 쉽고 성형 스크류에서 유입이 잘 되도록 윤활
처리된, 일반용 성형 수지. 컬러로도 판매. UL 94 HB.

크래스틴 SK602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리로 강화. UL 94 HB.



크래스틴 SK605
크래스틴 S660FR


윤활 처리되어 있으며 컬러로도 판매.
비강화. 크래스틴 S610 의 난연성 버전. 0.032 인치에서 UL 94 V-0.
윤활 처리되어 있으며 컬러로도 판매.

크래스틴 SK652FR

유리 강화. 크래스틴 SK602 와 크래스틴 SK605 의 난연성 버전.

크래스틴 SK655FR

0.032 인치에서 UL 94 V-0. 윤활 처리되어 있으며 컬러로도 판매.

강화 수지
특허된 강화 기술을 사용하여 크래스틴 PBT 의 탄성과 충격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신율과 충격
강도를 개선한 고강도 그레이드 제품부터, 심한 충격(abuse)에도 견디도록 설계된 초고강도 제품이
있다. 고강도 수지는 특히 신장성(extensibility)을 요하는 성형품(예를 들면 스냅핏:snap fits)의 설계에
적합하다. 초고강도 수지는 험하게 사용되는(high abuse) 제품, 특히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야 하는 제
품을 위해 설계되었다.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크래스틴 ST820

초고강도. 비강화. 아이조드 충격 테스트(notched)에서 “No Break”등급. 기계적 충격
(abuse)이 예상되는 제품에 사용. 유연성과 회복력(recovery)이 좋아 대굴절 스냅핏
(large deflection snap fit) 디자인이 가능.

크래스틴 T805

유리 강화. 최상의 신율을 가진 고강도 수지. 유리 강화 수지에서 나타나는 크래킹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 가능. UL 94 HB.

크래스틴 T845FR

유리 강화. 크래스틴 T805 의 난연성 버전. 0.062 인치에서 UL 94 V-0. 높은 신율
로 스냅핏(snap fit)을 충족 가능.

저휨성 수지
이 수지는 고수축율 및 유리 섬유의 배향 효과로 인해 PBT 성형품이 휘거나 뒤틀리는 것을 경감시
킨 것이다. PBT 의 기계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수축율을 낮추기 위해 폴리머 합금이 사용된다. 유리/
미네랄의 조성은 강도를 위한 유리 강화와 경도를 위한 미네랄 강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크래스틴 LW9020
크래스틴 LW9030
크래스틴 XMB7919

유리 강화 합금. 평판성과 미려한 표면 외관을 결합. PBT 의 강도와 경도를 요하나
치수 제어가 문제인 제품에 특히 유용. 높은 신율을 가지므로 스냅핏(snap fit) 디자
인을 충족 가능.
30% 유리/미네랄 강화. 난연성 수지. 0.032 인치에서 UL 94 V-0 이고 0.084 인치에
서 UL 94 5VA. 상자 모양이나 평평한 부분이 넓은 제품에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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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및 조작
크래스틴의 처리 공정은 대체로 안전한 작업이

용융된 폴리머가 피부에 닿은 경우, 찬물이나

지만, 열가소성 수지의 사출 성형에 관련된 모

얼음 주머니로 즉시 그 부위를 식히고, 화상에

든 위험 소지를 예측하여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

대한 진료를 받는다. 폴리머를 피부에서 떼어

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제거하거나 대처해

내려고 하지 않는다.

야 한다.

배출 가스와 분진
열로 인한 영향

크래스틴의 성형, 퍼지, 건조 중 소량의 가스와

크래스틴 수지를 매우 고온에서 성형하므로,

분진 물질(즉, 분자량이 낮은 변형제(modifier))이

용융된 수지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방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수지를

뿐만 아니라, 용융점 이상에서, 수분 및 다른 가

처리할 때는 자체적 배기 장치를 두도록 권장한

스로 인해 실린더 내부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다. 크래스틴의 경우, 시간당 처리되는 수지의

데, 이것이 갑자기 배출되면 노즐을 통해 용융

파운드당 분당 75ft 의 공기 배기 속도이면 유해

된 폴리머가 급격히 분출될 수 있다.

먼지에 대한 OSHA 기준(15mg/m3) 이하로 입자
농도가 유지될 것이며, 권장 최고 용융액 온도

퍼지(purging)시 ,그리고 상온보다 높은 온도로

및 최대 체류 시간(residence time) 또는 그 이하

또는 사이클 중단 등으로 평상시보다 오랜 시간

에서 수지를 처리 중인 경우 가스 상태의 산물

동안 수지가 성형기 내에 체류할 때는 특히 조

을 제거하는 데에도 충분할 것이다.

심해야 한다. “ 성형 조건” 부분을 특히 유의하
다른 열가소성 폴리머와 마찬가지로, 크래스틴

여 보도록 한다.

수지는 높은 용융액 온도에서 긴 체류 시간
퍼지시, 대용량 (부스터) 펌프가 꺼져 있고 퍼지

(hold-up time)동안 가스 상태의 분해 산물을 형

실드(shield)가 적소에 있는지 확인한다. 사출압

성할 수 있다. 이는 난연성 수지에서 특히 그러

을 줄이고, 실린더에 갇혀 있는 가스로 인해 수

하다. 퍼지한 재료를 찬 물에 담가 휘발성 물질

지가 “튈(spattering)”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 방출을 줄여야 한다.

사출 진행 버튼을 얼마동안 “조그(jog)”시킨다.
금속 용기에 담은 찬물에 퍼지한 재료를 즉시

재생(regrind) 작업 및 장비 소각(burn-out) 과정에

담궈 가스 냄새가 방출되는 것을 줄인다.

는 적당한 배기 장치도 있어야 한다.

언제건 폴리머 분해가 의심되면, 퍼지 실드를

수지의 취급

놓고, 금형으로부터 캐리지(노즐)를 빼고, 스크류

크래스틴 입자가 바닥에 쏟아지면 미끄러질 위

를 회전시켜 배럴(barrel)을 비워야 한다. 스크류

험이 있다. 입자는 정육면체형이며 마찰계수가

가 회전하기 시작한 후, 유입 통로를 닫고 나서,

낮다. 엎지른 경우 즉시 닦아내야 한다.

적절한 퍼지 화합물을 넣어야 한다. 온도가 점
차 내려가면 기계를 정지시켜도 된다. 사출 버

기체 물질 취급 시스템으로 수지를 운반할 때

튼이나 스크류 회전 버튼을 조그시켜도 용융액

새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플로우가 생기지 않으면, 노즐이 막힐 수 있다.
이런 경우, 실린더 가열을 중단하고 자체적인
안전 대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즐 뒤에 고압의 가스가 갇혀서 예고없이 방출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둔다. 그럴 경우 안면 가리
개와 소매가 긴 보호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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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장비
크래스틴 PBT 를 가공하기에 앞서 건조시켜서,

크래스틴을 가공할 때 최적의 성형 효과와 성

완성품의 강도와 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분

형품의 품질을 얻기 위해 건조제 형태의 건조기
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조기는 수지에서 수분을

을 제거해야 한다. 성형품의 성능이 우수하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건조제 베드(desiccant bed)

공정 중 수지의 수분 함량이 0.04wt%이하가 되

로 옮긴다. 공기 순환 오븐은 수지로부터 수분

어야 한다.

을 제거하는 것이 온도에 좌우되며 대기의 습도
가 매우 낮은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조건
수분이 0.04wt% 이하가 되도록 건조시키려면 건

크래스틴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온도는 비교적

조제(desiccant) 형태의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높으므로, 건조기와 공기 이동 라인의 단열이

가장 좋다. 건조기는 250°F (120°C)에서 2-4 시간

잘 되어야 건조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에너
지를 보존할 수 있다. 낮은 온도일수록 건조제

체류(residence)할 수 있을 만한 크기여야 한다.

가 더 많은 수분을 제거하여 보유할 수 있으므

건조기는 시간당 파운드당 최소한 1cfm 의 공기

로 (되돌아온 공기가 건조제 베드로 다시 들어

플로우로 이슬점을 -4°F (-20°C) 이하로 유지할

가기 전에 온도를 낮추는) 애프터 쿨러(after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건조 곡선이 그림 1.

cooler)가 포함된 디자인이 좋다. 애프터 쿨러는

에 나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체류 시간을 4-

건조 온도가 250°F (120°C)를 초과하는 경우에

8 시간으로 더 길게 하여 더 낮은 온도에서

필요하다. 건조기는 시간당 파운드당 최소한

(220°F (105°C)) 수지를 건조시킬 수도 있다.

1cfm 의 공기 흐름에서 -4°F (-20°C)이하의 이슬
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제습식 건조기에서의 건조 시간.

로버스트(robust) 공정에서 우수한 품질의 성형품

-4°F (-20°C) 이하의 이슬점에서 기온 250°F (120°C)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조기의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하다. 연결 부위에서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하
며 필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적절한 공기 플
로우가 유지되게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공기 플
로우, 온도, 이슬점을 확인하여(건조제 베드의 아
래 부분) 건조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벤트 배럴
벤트 배럴(vented barrels)이 있는 사출 실린더를
크래스틴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습식 건조
기 시스템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용융 처리 온도에서 수분과 PBT 수지가
매우 신속하게 반응하므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는 수지가 용융된 후에 수분의 벤트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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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장비
스크류 체크 링 부품

일반적인 스크류(screw) 사출 성형기이면 모두
크래스틴을 가공할 수 있다. 전기 혹은 유압
(hydraulic) 구동에 맞는 토글(toggle) 또는 유압
클램프(clamp) 기계도 사용할 수 있다. 투영된
토출 면적(shot area)의 클램프 압력은 35tons/in2(40-70Mpa)가 적당하다.

매 토출에서 캐비티 압력과 성형품 중량이 일정
하게 하려면 사출시 체크 밸브(check valve)(편도
성 밸브)가 필요하다. 볼(ball)식 체크 밸브보다
는 링(ring)식 체크 밸브가 좋다. 볼식 체크 밸브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로우가 원활하도록 각
별히 유의하여 정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마모

스크류 사출 성형기

유리 강화 수지는 마찰이 심해서 스크류 나사산
(flight)의 랜드(land)와 모서리 부분이 마모되기
쉽다. 결과적으로, 전환부 및 계측부에서 스크류
의 root 가 마모될 것이다. 열처리와 스트레스 완
화 처리를 한 표면 경도가 높은 합금강(예를 들
면 Colmonoy® 56, UCAR WT-1)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질화 처리(nitriding)는 바람직하지 않다.

용융액이 매우 균일하고 성형품의 품질이 우수
하게 하려면, 스크류의 길이와 직경의 비율이
적어도 18:1 은 되어야 한다. 세밀한 온도 조절
과 높은 수득율(output rate)을 위해서는 배럴의
세 부분에 대한 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어떠
한 경우이든 노즐의 온도를 독립적으로 정확하
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슬라이딩(sliding)형 링 체크 밸브는 유리 강화
수지를 성형하면 급속히 마모된다. 경화 처리되었
다 하더라도, 이 밸브는 소모성으로 간주하고 3-4
개월 사용하면 교체해야 한다. 체크 링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는 질화 처리가 좋은 것으로 밝혀 졌
다. 대표적 물질이 Nitralloy 135M 이다. 밸브 시트
(seat)는 대체로 슬리브(sleeve)보다 경도가 높으며,
시트 Rc55 와 슬리브 Rc45 가 대표적이다.

플런저(plunger) 사출 성형기를 크래스틴에 사용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스크류 디자인
성형기에 원래 설치되어 있는 일반용, 점진적
변환 스크류가 대체로 크래스틴 수지 성형에
적절하다. 길이와 직경의 비율(l/d)이 적어도
18:1 은 되어야 한다.

스크류 팁(tip)은 스트레스 완화 처리를 한 AISI
4140 강 제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마찰에 강하
도록 표면 코팅(예를 들면 “Borafuse”)을 하여
Rc55 로 경화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
면 표면이 체크 링보다 월등히 높은 경도를 갖
게 된다.

수득율이 높을 때에는, 특수 디자인의 스크류가
더 균일한 용융액 온도를 제공하며, 미용융 부
분이 생기는 것을 없앨 수 있다. 스크류의 l/d 는
이송부 길이(feed length)가 직경의 10 배, 전환부
가 5 배, 계측부 길이(metering length)가 5 배로,
20:1 이어야 한다.

노즐
크래스틴을 성형할 때는 straight through reverse
tapper 노즐을 사용해야 한다. drool 을 최소화하
기 위해 플라스틱화 끝부분에서(스크류 후퇴) 용
융액을 감압(suck-back)해도 된다. positive shut-off
노즐은 권장되지 않는다.

표 1
용융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크류 디자인*
스크류 직경

이송부 깊이

계측부 깊이

(in/mm)

(in/mm)

(in/mm)

1.5(38.5)

0.300(7.62)

0.085(2.17)

20(50.8)

0.320(8.13)

0.105(2.67)

2.5(63.5)

0.380(9.65)

0.120(3.50)

3.5(88.9)

0.440(11.18)

0.140(3.56)

4.5(114.3)

0.500(12.7)

0.150(3.81)

노즐에는 별도의 온도 조절기가 있어야 한다.
크래스틴은 뚜렷한 용융점을 가진 매우 결정성
인 수지이다. 가열되지 않은 노즐은 freeze-off 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열을 배럴로부터 빼내지 못
하게 된다. 3 번째(계측부) 배럴 조절기의 설정을
증가시킴으로써 노즐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면
용융액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수지의 디그레이
드가 발생하게 된다.

*l/d 가 20:1 인 스퀘어 피치 스크류(square pitch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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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조절


크래스틴

시간에 따라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스
PBT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는 결

크류 진행 속도(travel rate)가 너무 크기 때문에, 0.1

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우 급속히 응고된다.

초 단위로 조절가능한 것은 크래스틴이 짧은 사

유리 강화 그레이드는 높은 사출 속도로 가공하

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 너무 크다.

여 금형 캐비티가 완전히 충진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성형기의 사출 성능이 그만큼 우수해야

전환을 조절하는데 캐비티 압력을 사용하면 정

한다. 사출 시간을 짧게 하려면, 작은 단면에서

교한 성형품을 만들 때 토출간 획일성을 더욱

의 플로우 저항(flow resistance)을 극복하기 위해

향상시킬 수 있다. 캐비티 압력/사출 시간 곡선

높은 사출 압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을 작성하면 공정의 최적화가 간단해진다.

사출 압력에서 체류 압력으로 정확하게 전환하
면 성형품의 과도한 사출 및 충전이나 금형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스크류 위치를 통해 사
출 압력으로부터 체류 압력으로의 전환을 개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형기에 좋은 것으로 밝혀
졌다. 이 기법을 위한 사전 조건은 적용한 배압
(back pressure)으로 계측을 수행하여 계측된 양에
서의 편차가 작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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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조건
하게 된다. “건조”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용융
액 온도는 510°F (265°C)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
며, 난연성 성분인 경우 특히 그러하다.

크래스틴은 가공 온도에서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열가소성 수지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체류 시간 및 온도는 디그레이드
(degradation)을 유발할 수 있다. 토출량에 따라 가
공 온도를 맞추어야 한다. 사출 속도가 빠르면 얇
은 부분에서 최상의 플로우가 가능하며, 금형 온
도는 수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한다.

모든 크래스틴은 매우 뚜렷한 응고점을 갖는 반
결정성 물질이므로, 용융액 온도가 455°F (235°C)
이하가 되지 않게 해서, 너무 이른 응고로 인한 압
력 과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린더 온도
체류 시간

일반적인 용융액 온도는 60 초 이하의 사이클로
성형기 용량의 30-70%를 사용한 성형품에서
480°F (250°C)이다. 실린더 온도는 후부 455°F
(235°C)에서 중앙부와 전부로 가면서 475°F
(245°C)까지 증가하는게 보통이다. 용융액 온도
는 성형기가 적어도 15 분간 사이클을 거친 후
needle pyrometer 로 측정해야 한다. 배럴의 전부
와 중앙부를 조정하여 원하는 용융액 온도가 되
도록 한다. 노즐은 별도로 컨트롤해야 하며, 원
하는 용융액 온도로 설정한다. 매우 높은 용융
용량을 요하는 성형품의 경우(예를 들면 전체
용량의 80% 이상 가동), 첫번째 부분(이송부)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림 2 는 몇 가지 용융액 온도에서 권장 최대
사이클 타임과 성형기 용량간의 관계를 보여준
다. 이것은 수지의 수분 함량이 0.04wt%이하라
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2. 몇 가지 용융액 온도에서 다양한 토출 중량에
대한 허용 사이클 타임

표 2
성형기 용량의 30-70%를 사용한 성형품에 대한

권

장 온도
온도 °F (°C)
실린더의 부위
후부(이송부)

455(235)

중앙부

475(245)

금형 온도

전부(계량부)

475(245)

노즐

480(250)

크래스틴으로 만든 성형품이 최적의 기계적 특
성과 성형 후 치수 안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서는, 수지가 응고될 때 균일한 결정화도를 갖
도록 금형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치수 안정성
은 성형품의 디자인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지만,
캐비티 표면 온도의 차이가 수축에도 차이가 나
며 성형품이 휘는 경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전
체 수축은 금형의 절대 온도에 좌우된다. 이러
한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 수
지 특성과 성형품 디자인”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크래스틴은 결정성이 큰 폴리에스터 수지이므
로, 신속히 응고되고 넓은 금형 온도 범위(85265°F [30-130°C])에서 성공적으로 성형할 수 있
다. 150°F (65°C) 이상의 금형 온도를 사용하면
보다 강화 수지에서 보다 나은 표면 외관, 플로
우, 치수 안정성을 주는 반면, 150°F (65°C) 이하
의 금형 온도를 사용하면 비강화 수지에서 사이

용융액 온도
일반적 온도

480-500(250-260)

최고 온도

510(265)

최저 온도

455(235)

용융된 수지의 점성을 낮추고 금형 내의 플로우
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보다 높은 용융액 온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체 용량의 적어도 60%를 사
용하여 45 초 이내의 사이클로 가동하는 성형품
의 경우 용융액 온도를 500°F (260°C)로 올릴 수
도 있다. 이것은 regrind 를 모두 포함하여 수지
가 수분 함량 0.04wt% 이하로 건조되었음을 전
제로 한다. 수분 함량이 더 높으면, 더 낮은 용
융액 온도에서도 가수분해성 디그레이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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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을 짧게 할 수 있다.
치수 안정성이 중요한 요건인 성형품은 더 높은

경우 스크류 속도가 빠르거나 배압이 높으면 유

금형 온도를 사용해서 성형 후 수축에 의한 치

리 섬유가 파괴되고 성형품의 기계적 특성이 저

수 변화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될 수 있다.

금형 온도가 175°F (80°C)이면 치수 안정성이 좋
은 성형품을 얻기에 충분하다. 고온에서 사용할

퍼지

정교한

정상적인 사이클을 여러 번 거치는 시간만큼 사

성형품의

경우,

금형

온도가

200°F

(93°C) 이상이어야 한다.

이클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린더를 깨끗한
수지로 퍼지(purge)해야 한다. 사이클을 중단한

충진 속도

후 퍼지하지 않으면 수지의 열적 디그레이드로

크래스틴 수지는 금형 내에서 빨리 굳어진다.

인해 성형품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는 핫

너무 일찍 표면이 응고되면 표면 외관이 좋지

러너 금형에서 특히 중요하다.

않고 융착부(weld line)가 약하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충진 속도를 빠르게(1-4 초) 하는 것이

550°F (288°C) 이상의 온도에서 가공하는 물질을

좋다. 이렇게 사출 속도를 빨리 하려면, 금형이

성형하였거나 성형하려고 할 때, 실린더(그리고

적절히 벤트되도록 해야 한다. “ 금형 설계” 부

핫 러너 매니폴드)를 퍼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을 참조한다.

다른 종류의 수지로 변경할 때마다 성형기를 퍼
지하는 것이 좋은 성형 습관이다.

스크류 속도 및 배압
스크류 속도가 느릴수록 더 균일한 용융액이 되

퍼지에 가장 좋은 물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크류 속도는 스크류

density polyethylene)과 폴리스티렌(polystyrene)이다.

후퇴 시간이 금형이 닫혀있는 시간의 75%가 되

캐스트 아크릴 퍼지 화합물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게 해야 한다. 배압도 용융액의 균일성을 향상

퍼지시 노즐을 떼어 놓아야 한다. 퍼지 절차에 관

시키며, 농축된 착색제를 첨가하는 경우 균일하

한 중요 사항은 “안전성 및 취급” 부분을 참조하

게 섞는데 특히 좋다. 유리 강화 수지를 사용할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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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 4 에서 보여 준다.

수지 특성과 성형품 디자인
크래스틴 PBT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는 폴리

그림 3. 용융액 온도와 사출 압력이 30% 유리 강화

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에 기반을 둔 사출 성

수지의 플로우에 주는 영향.

형 수지이다. PBT 는 반결정성 열가소성 수지이다.

폭 0.5 인치, 두께 0.100 인치의 무한 플로우 채널.

비결정성 대 결정성 물질
열가소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결정성 수지와 결정성 수지
이다. 비결정성 물질은 정해진 구조가 없지만
폴리머 분자의 느슨한 연결로 인해 고유의 기계
적,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결은 고온
에서 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폴리머가 흘러
새로운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결정성
물질은 비결정성과 같은 분자 연결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구조적 틀에 대한 고유의 기계적, 물

그림 4. 용융액 온도와 사출 압력이 30% 유리 강화

리적 특성을 가진다. 결정성 수지를 성형하기

수지의 플로우에 주는 영향.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적 구조를 극복하고 수지

폭 0.5 인치, 두께 0.040 인치의 무한 플로우 채널.

가 금형 내부로 흐를 정도로 용융액의 점성을
감소시킬 만한 충분한 열이 가해져야 한다.
결정성 수지의 규칙적인 구조적 틀로 인해 내크
립성, 내화학성, 강성, 내피로성 등의 장점을 가
지며, 고온에서 강도 및 경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플로우, 수축, 치수 안정성 같은 가공 특
성에도 영향을 준다.

플로우 특성

수축

크래스틴은 뛰어난 플로우 특성을 가진다. 금

비결정성 열가소성 물질에서는, 실온으로 냉각

형 표면을 구석구석 잘 들어가서, 길거나 복잡

될 때 성형품의 축소로 인해 주로 수축이 일어

한 플로우 경로로 된 금형도 쉽게 충진할 수 있

난다. 크래스틴과 같은 반결정성 열가소성 물질

다. 그러나, 결정성이어서 급속히 응고되므로 급

에서는, 수축이 주로 폴리머의 결정화에 크게 영

속한 사출 속도가 필요하다.

향을 받는다. 결정화 정도는 금형 내부의 순간적
이고 지역적인 온도 변화에 좌우된다. 높은 금형

크래스틴의 용융액 점성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온도와 두꺼운 벽면 두께(용융액의 열 함량이 높

감소하기 때문에, 충진하기 어려운 성형품인 경

음)는 결정화가 잘 되게 하여 수축을 증가시킨

우 용융액 온도가 높을수록 좋다. 두 가지 두께

다. 이러한 영향이 표 3 과 4 에서 나타난다.

에 대해 사출 압력과 용융액 온도가 유리 강화
수지의 플로우 길이(flow length)에 주는 영향을
9

표 3

그림 6. 미충진(위) 및 유리 강화(아래) 수지의 스크류

금형 온도가 수축에 주는 영향

전진 시간에 대한 수축율.

(3″×5″×0.125″ 시편)
금형 온도
미충진 수지
30% 유리 강화 수지
플로우(길이)
횡단(넓이)
초고강도 수지

반지름 100mm , 두께 4mm 인 평평한 사분면에서 측

성형 수축율(%)
100℉ 150℉ 200℉
(38℃) (66℃) (93℃)
1.4
1.6
1.8
0.17
0.19
0.21
0.65
0.75
0.85
2.0

2.2

정

2.4

표 4
성형품 두께가 수축에 주는 영향
(금형 온도 150°F [66°C])
성형품 두께
미충진 수지
30% 유리 강화 수지
플로우(길이)
횡단(넓이)
초고강도 수지

성형품 및 금형의 디자인 특성도 수축에 영향을

성형 수축율(%)
0.125in
0.250in
1.6
2.0
0.19
0.75
2.0

준다. 예를 들면, 너무 작은 게이트를 사용한 경
우, 너무 일찍 게이트가 냉각(freeze-off)되어 실
제적인 체류(충전) 압력을 감소시키므로 그림에

0.35
0.85
-

나타난 것보다 훨씬 수축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코어(core), 슬라이드(slide), 인서트(insert)와 같은

금형 온도 뿐만 아니라, 체류 압력 및 체류 시

금형상 특징이 있으면 예상한 것보다 수축이 적

간도 크래스틴의 수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게 일어나도록 제한될 수 있다. 유리 강화 수지

영향을 비강화 및 유리 강화 그레이드 각각에

에서는, 유리 섬유의 배향에 따라 수축율이 달

대해 그림 5 와 6 에서 나타내었다.

라진다. 그 결과, 플로우의 방향에 평행한(길이
방향) 수축과 수직인(가로지르는) 수축에 차이가

그림 5. 미충진(위) 및 유리 강화(아래) 수지의 체류

생겨서(표 참조), 수축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

압력에 대한 수축율.

려워진다. 섬유 배향은 금형 내에서의 플로우

반지름 100mm , 두께 4mm 인 평평한 사분면에서 측

패턴에 의해 결정되며, 섬유 배향에 따라 표에

정

나타낸 플로우 방향과 플로우를 가로지르는 방
향의 수축율 사이의 값이 나타날 것이다.

치수 안정성
플라스틱 성형품의 치수와 형태는 금형으로부터
떼어낸 후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냉각 속도가 서로 달라서 수축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이거나, 강화 수지의 경우 유리 섬유의 배
향 효과 때문이다. 치수 변화 외에도, 이러한 효
과로 인해 성형품에 내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파
10

두 부분을 서로 다르게 냉각시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뚜렷하다.

손의 우려도 있다.

차별적 냉각

섬유 배향

결정성 플라스틱의 수축율은 수지가 냉각되는

유리 섬유 강화 수지에서는, 수축은 유리 섬유
가 배향된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강화 수지의
이와 같은 이방성(異方性) 수축은 다른 요인보다
는 성형품의 뒤틀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별적인 냉각 속도를
초래하는 성형품 및 금형 디자인은 휨이 발생할
수 있다.

유리 강화 수지를 사용하는 성형품은 이러한 수
축 편차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게이트를 두어
야 한다. 유리 섬유가 불규칙하게 뒤틀리도록
하는 조건은 모두 성형품의 휨 경향을 감소킬
것이다. 또다른 전략은 섬유 배향을 장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길고, 얇은 성형품은 섬유가
성형품의 길이를 따라 배향되도록 끝 부분에 게
이트를 두는 것이 가장 좋다(그림 8 참조). 그리
고 나서 길이 방향의 수축율과 캐비티의 폭을
가로지르는 수축율의 차이가 없도록 금형을 자
르면 된다. 원형 성형품은 섬유의 방사형 배향
이 일어나도록 중심에 게이트를 두는 경우가 많
다. “금형 설계” 부분을 참조한다.

성형품이 가능한 한 균일한 벽면 두께를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림 7 은 성형품 디자인에서 균일
한 벽면 두께를 갖게 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불가
피하게 균일하지 않은 부분을 두어야 하는 경우,
벽면이 점차적으로 두꺼워지게 해야 한다.

그림 7. 성형품 디자인에서의 균일한 벽면 두께

권장 사항

피해야 할 사항

그림 8. 유리 강화 크래스틴 수지에서 게이트의 위치

금형에서 전체 캐비티 표면이 균일하게 냉각될
수 있어야 한다. 금형의 고정된 부분과 움직이
는 부분에 별도의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성
형기가 사이클을 시작한 후 표면 온도를 검사하
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규모가 크거나
깊은 코어의 냉각 기능이 금형 설계에 포함되어
야 한다. “금형 설계”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비강화 수지, 또는 유리 구슬이나 대부분의 미
네랄같이 종횡비가 낮은(즉, 둥근) 물질로 충진
및 강화된 수지에 대해서는 균일한 냉각이 특히
중요하다. 뒤틀리기 쉬운 성형품 디자인의 전체
적인 평판성(flatness)을 조절하기 위해 금형의
11

물질 선정

에 나타난다.

성형품의 실제 기능이 이론적인 성형품 설계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차별적 냉

그림 9. 컨디셔닝 온도, 금형 온도, 성형품의 두께가

각이나 섬유 배향 효과를 덜 일으키도록 특별히

비강화 수지의 사후 수축에 주는 영향



설계된 크래스틴

수지를 사용하면 뒤틀림이 적

거나 없는 성형품을 만들 수 있다.
낮은 수축율을 갖는 폴리머와의 합금을 통하여
크래스틴 수지의 전체적인 수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섬유 배향 방향과 섬유 배향을 가로지르
는 방향간의 수축율 차이가 감소되기 때문에,
유리 섬유 배향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형
품의 뒤틀림은 감소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30%

유리

강화

폴리머

합금인

크래스틴

LW9030 으로, 30% 유리 강화 PBT 수지보다 평
그림 10. 컨디셔닝 온도, 금형 온도, 성형품의 두께가

평하게 성형되지만 강도와 경도는 그대로이다.

30% 유리 강화 수지의 사후 수축에 주는 영향

강도와 경도를 모두 증가시키려면 크래스틴 수
지에 유리 섬유를 첨가한다. 어떤 크래스틴 수
지에서는 유리 대신 종횡비가 낮은 미네랄을 사
용하는데, 이것은 경도는 증가시키지만 강도는
별로 향상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
섬유 배향을 감소시켜서 수축율 편차가 줄어들
게 된다. 한 예가 난연 처리된, 30% 유리/미네랄
강화 수지인 크래스틴 XMB7919 인데, 이것은
상자 모양이나 평평한 면이 넓은 성형품에 특히
좋다.
크래스틴 XMB7919 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에 0.032 인치가 UL 94 V-0 등급으로, 0.084 인치
가 UL 94 5VA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휨이 적은 다른 수지에 대해서는 크래스틴 제
품 및 특성 안내를 참조하도록 한다.

사후 수축
사후 수축은 성형품에서 스트레스가 경감되도록
결정성 구조가 재조직됨으로 인한 수축이다. 성형
품을 고온에서 컨디셔닝하면(어닐링(annealing)) 가
속화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금형 온도에서 성형된
성형품일수록, 더 안정한 결정 구조를 갖게 되고
사후 수축이 덜 나타난다. 이것이 그림 9 와 10
12

금형 설계
스프루와 러너

3 단 금형(three-plate mold)에서는, 게이트 직경이

크래스틴용 스프루(sprue)와 러너(runner)는 나일론이

0.090 인치(2.29mm) 이하가 되어야 게이트의 자

나 아세탈과 같은 다른 반결정성 물질에 사용하는 것

동절단(degating)이 원활하다.

과 설계가 유사하다. 스프루의 입구 직경은 0.15-0.28
인치(3.8-7.1mm)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직

센터 게이트 또는 스프루 게이트

경이 작은 스프루를 사용해야 한다. 핫 스프루 부싱

축에 대해 대칭인 성형품과 벽면이 두꺼운 성형

(hot sprue bushing)을 사용할 수도 있다.

품에는 스프루 게이트로 직접 사출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이것은 공차가 적은 정교한 엔지니어

러너에는 완전히 둥글거나 사다리꼴인 단면이

링 요소에 특히 좋다. 게이트의 치수와 위치가

있어야 한다. 대개, 러너의 직경은 게이트가 있

적당하면, 응고 시간 전체에 걸쳐 체류 압력이

는 벽면의 두께보다 약 0.060 인치(1.5mm)가 큰
것이 적당하다. 러너는 가능한 한 짧아야 재작

효과적으로 유지되어, 성형품에 공동(void)이나

업을 최소화하고 캐비티의 압력 저하를 줄일 수

싱크 현상(sink)이 생기지 않는다. 스프루는 최대

있다. 다중 캐비티 금형에서는, 캐비티별 플로우

한 짧게 해야 하고, 게이트의 직경은 충진 시간

경로가 동일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이 충분하게 될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 스프루
에서 테이퍼(taper) 각도는 1°가 떼어내기에 적당

게이트 위치

하다.

가능하면, 게이트는 성형품의 가장 두꺼운 벽면
에 있어야 응고가 일어나는 시간동안 체류 압력

터널 게이트

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벽면 두께가 0.080 인치(2mm) 이하인 소형 성형

유리 강화 수지에서는, 게이트의 수와 위치가

품의 경우, 게이트 직경이 0.020 인치(0.5mm)이

유리 섬유의 배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따

상이라면 터널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랜드

라서 성형품의 강도와 휨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길이는 짧게 해야 한다. 비강화 및 유리 강화형

가능하면, 금형을 “일직선으로” 충진해야 한다.

크래스틴을 사용하면 양쪽 모두 러너를 깨끗하

예를 들면, 평평한 판에는 팬(fan) 또는 플래시

게 분리할 수 있다. 유리 강화형을 사용하면 게

(flash) 게이트를 사용하고, 길고 얇은 성형품에

이트 영역에서 마모가 증가될 것이다. 게이트

는 옆면(side)보다는 끝(end)부분에 게이트를 두

영역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인서트(블록)로 설

어야 한다. 기계적 부하(load)를 견뎌야 하는 성

계하는 것이 좋다(그림 11).

형품에서는, 부하가 주어지는 방향과 유리 섬유
그림 11. 터널 게이트

의 배향이 평행하지 않도록 게이트의 위치를 선
정해야 한다.

게이트
원형 게이트 또는 사각형 게이트
일반적으로, 원형 게이트에서는 직경이 벽면 두
께의 약 50%이어야 하고, 사각형 게이트에서는
두께가 성형품 두께의 50% 이상이고 게이트 폭
이 게이트 두께의 1.5-2 배이어야 한다. 원형 게
이트와 사각형 게이트 모두 랜드(land)는 짧아야
한다(0.030-0.060 인치[0.76-1.5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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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밒 플래시 게이트

그림 14. 다이아프램 게이트

유리 강화 수지로 성형하는 표면적이 큰 성형품
(예를 들면, 평평한 판)에는 플래시 게이트(그림
12)나 팬 게이트(그림 13)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
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게이트를 사용하면 플
로우 선단이 균일하고 유리 섬유 배향이 규칙적
이다. 이로 인해 성형품의 뒤틀림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다.

다이아프램 게이트
다이아프램(diaphragm) 게이트(그림 14)는 세밀한
치수 공차와 높은 강도를 요하는 축 대칭 성형
품에 좋다. 이 게이트를 사용하면 융착부가 없
이 금형을 균일하고 대칭적으로 충진할 수 있으

벤트

며, 유리 강화 수지를 가공할 때 특히 좋다.

사출 금형은 보다 쉽게 캐비티를 충진할 수 있
도록 벤트가 되어야 한다. 벤트가 잘 안되면 성
형품이 부분적으로 타거나, 융착부 강도가 좋지
않거나, 충진이 불완전하거나, 싱크 현상이 일어
날 수 있다. 갇힌 공기가 금형으로부터 플라스
틱 성형품을 단열시키기 때문에, 수축율이 변하
고 성형품이 휠 수 있다. 충분히 벤트하지 않으
면 금형에 손상을 주거나 사출압이 너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림 12. 플래시 게이트

크래스틴의 비강화 그레이드용 벤트는 깊이가
0.001 인치(0.025mm) 이하이어야 하고, 강화 그레이드
의 벤트는 깊이가 0.0010-0.0015 인치(0.025-0.019mm)
이어야 한다. 양쪽 모두 벤트는 캐비티로부터 약
0.030 인치(0.76mm) 떨어진 부분부터는 적어도 0.020
인치(0.5mm)까지 깊어져야 하며 금형의 가장자리까
지 연장되어야 한다. 벤트의 폭은 중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0.25 인치(6.4mm)는 되어야 한다. 벤트는 전체
성형 라인 주위로 넉넉히 두어야 한다.

그림 13. 팬 게이트

성형 라인으로부터 봉쇄한 후 충진된 금형의 면적
은 이동 코어, 슬리브(sleeve), 또는 이젝터 핀
(ejector pin) 사이의 틈을 통해 벤트해야 한다.

드래프트
성형 라인에 수직인 금형 표면은 성형품을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테이퍼해야 한다. 여기에는
리브(rib), 보스(boss), 사이드(side)가 포함된다.
대개 0.5-1°의 테이퍼(드래프트 각)가 크래스틴
에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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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조절

언더커트

대부분의 반결정성 수지에 대해, 매우 좁은 용
융액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핫 러너 노즐은 금형 강으로부
터 단열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
촉을 최소화하고 공기 갭(gap)을 많이 두어야 한
다. 정확한 온도 조절이 이루어지고 용융액의
부분적 과열을 막을 수 있도록, 매니폴드에 있
는 노즐 각각에 대해 별도의 정확한 (전력 비례)
온도 조절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즐 부
위에 주요 금형 냉각 회로와는 별개인 가열/냉
각 채널을 두면 전체 금형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노즐 온도를 조절하기가 용이해진다.

비강화 수지에는 언더커트(undercut)는 피해야 하
며, 유리 강화 수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강화 수지에 언더커트를 사용하는 경우, 금형
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성형품의 뒤틀림을 최소
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금형을 깨끗이 하기
위한 언더커트의 면적에서 성형품이 충분히 벗
어날 수 있어야 한다. 언더커트상의 반지름 또는
사면은 그것을 벗겨 내는데 필요한 힘을 감소시킬
것이다. 금형 온도는 성형품이 벗어날 수 있을 만

노즐 매니폴드

큼 따뜻하고, 영구적인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을

각 캐비티에 균일한 압력 저하와 용융액 체류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출 경로에
대한 플로우 경로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가지도
록 노즐 매니폴드(manifold)를 설계해야 한다. 일
반적인 성형에서, 각 캐비티에 대한 플로우 길
이에 차이가 있으면 게이트에서 실제 사출 압력
에 편차가 생기므로 성형품별 균일성이 떨어진
다. 핫 러너 매니폴드에서는 용융액 체류 시간
의 편차까지 추가되어 수지의 품질에 성형품별
편차를 일으킨다. 그리고, 매니폴드 시스템의 플
로우가 원활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정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만큼 차가와야 한다. 언더커트의 양은 벽면 두께
와 성형품의 직경에 따라 달라진다.

러너 금형
핫 러너 금형에서 크래스틴을 가공할 때, 용융
액 온도와 용융액 체류 시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험상으로 보아, 500°F (260°C)이하의 용
융액 온도에서 체류 시간은 10 분 이하(난연성
수지인 경우 5 분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핫 러너
노즐에서 재료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

노즐

소한 455°F (235°C)의 용융액 온도가 필요하다.

카트리지가 있어 내부에서 가열되는 노즐보다
자유 플로우 구멍이 있어 외부에서 가열하는 노
즐이 좋다. 내부적 히터를 사용하면, 주위의 금
형 강으로 손실되는 열을 보상하기 위해 용융액
에 추가적인 열 에너지를 보내야 한다. 외부적
히터는 용융액은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는 반면,
금형 강에 직접 열을 빼앗길 수 있다. 내부에서
가열하는 노즐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배
치하지 말고 앤티챔버 부싱(antechamber bushing)
을 사용해야 한다. 게이트 단면이 커야 한다. 그
림 16 과 17 을 참조한다.

이러한 내용이 그림 15 에 나와 있다.

그림 15. 핫 러너 금형에서의 온도

짧은 팁(tip)이나 직경이 큰(0.060-0.080 인치[1.52.0mm])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성형품의
직접 사출이 가능하다. 직접 사출에서는, 뒷처리
작업이 필요없도록 깨끗이 이형(separation)되는
성형품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간접 사출
에서는, 핫 러너 노즐로 짧은 러너 시스템에 사
출하며, 게이트의 직경이 커야 한다(0.080-0.120
인치[2-3mm]). 간접 사출에서는 성형품을 일반적
인 러너 시스템으로 유입시키므로, 성형품의 이
형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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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내부에서 가열하는 핫 러너 노즐로 좋은 설

평평한 성형품

계. 공기 갭을 사용한 부싱으로 용융액을 금형 강으로

나선형이나 구멍이 뚫린 냉각 채널이 있는 평평
한 성형품에서는 대개 온도 분포가 잘 된다. 대
형 성형품의 경우, 여러 개의 개별 냉각 채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터 단열시킨다.

다중 캐비티 금형
고리형 냉각 채널이 있는 다중 캐비티 금형을
설계할 수 있다. 캐비티 표면 온도의 편차를 피
하기 위해 큰 금형에서는 여러 개의 회로를 사
용해야 한다.

코어
슬리브나 긴 원통형 부분을 성형할 때, 대부분
의 열이 금형 코어를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제
거되는 열의 양에 대한 냉각 표면의 비는 코어
직경이 감소될수록 불리해진다. 그림 18 에서 냉
각 코어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림 17. 내부에서 가열하는 핫 러너 노즐로 좋지 않
은 설계. 직접적인 배치로 인해 금형 강 주위로 열 손
실이 많아진다.

그림 18. 냉각 코어의 몇 가지 방법

바늘형의 자기 개폐 노즐은 유리 강화 수지로
작업시 씰링(sealing) 시스템에서 기능상의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

금형 온도 조절
금형에서 냉각 시스템의 위치 및 효율은 완성된
성형품의 특성과 사이클 타임 모두에 영향을 준
다. 다른 반결정성 열가소성 물질을 사용할 때
와 마찬가지로, 크래스틴으로 성형한 성형품의
치수 정확성과 뒤틀림은 금형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온도 조절이 금형에 대한 전반적 설계
개념의 일부이어야 한다.
냉각 회로는 금형 전체에 걸쳐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금형으로부터 열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위치를 정해야 한다. 캐비
티 표면 온도가 균일하도록 하려면, 인서트, 이
젝터 핀(ejector pin), 스플릿(split), 코어도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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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크래스틴은 가공 중 디그레이드가 최소화되도

한 배합)에서 가공할 때 25%까지 변화를 보이는

록 주의만 한다면 되풀이해서 재생(regrind)하여

게 보통이다. 신재와 50% 이상 차이를 보이는

성형할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이다. 신재와 재

재생재는 심하게 디그레이드되었을 것이며 폐기

생재 모두 건조시켜야 하며(수분 함량 0.04wt%

해야 한다.

이하), 과도한 용융 오도와 체류 시간을 피해야
한다. “건조 및 성형 조건”의 권장사항을 준수하

피스톤 유량계(piston rheometer)로 수행하는 용융

면, 강도와 강성의 큰 손실 없이 재생재를 25%

액 점성 테스트가 melt indexer 로 하는 용융액 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로우 속도 테스트보다 권장된다. 피스톤 유량계
는 일정한 전단 변형율로 작동되며, 사출 성형

성형품마다 기능상 요건이 다르므로, 추가할 수

공정의 일반적인 값으로 이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있는 재생재의 실제 양은 적절한 최종 사용 테스

melt indexer 는 매우 낮은 전단 변형율로 작동되

트를 통해 성형품별로 정해야 한다. 경도나 전기

며(대개

적 특성만을 요하는 성형품은 재생재 비율이

(extrusion) 공정에서 수지를 모니터하기에 더 적

25% 이상이어도 되지만, 기계적 부하를 많이 견

합하다. 뿐만 아니라, 용융액 플로우 속도 테스

뎌야 하는 성형품은 100% 신재를 요할 것이다.

트에서 전단 변형율은 테스트하는 재료의 플로

1/100

초보다

훨씬

이하에서)

압출

우 특성에 좌우되며(전단 변형율은 단위 시간당
분쇄기의 체는 구멍 크기가 약 5/16 인치이어야

일정한 구멍을 통과하는 물질의 부피이며, 용융

하고 취하는 입자의 직경은 약 1/8 인치이어야

액 플로우 속도는 (일정한 부하에서) 단위 시간

한다. 절단용 칼날을 날카롭게 하여 미분을 줄

즉, 10 분당 일정한 구멍으로 통과하는 물질의

인다. 유리 강화 수지를 사용할 때, 강도와 강성

중량이다), 폴리머 용융액의 플로우 특성은 전단

은 분쇄 작업에서 감소될 수도 있는 유리 섬유

변형율에 좌우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덜 정확

길이에 좌우된다. 쓸모없는 성형품, 스프루, 러

하다. 따라서, 피스톤 유량계에 의한 용융액 점

너는 섬유의 파괴를 줄이기 위해 뜨거운 상태에

성이 금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값에 더 가까운

서 분쇄해야 한다.

전단변형율로 측정한 더 정확한 값이 된다.

재생재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용융액 점

크래스틴의 재생재 품질 관리를 위해 용융액 점

성 테스트 또는 융융액 플로우 속도 테스트를

성이나 용융액 플로우 속도 변화를 사용할 수 있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재생재에서 나온 값

다. 그러나,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테스트

을 기준이 되는 신재의 값과 비교하여, 이 비율

를 수행해야 한다. 수분은 용융된 크래스틴을 급

즉 퍼센티지를 성형품 성능 테스트나 이전의 경

속히 디그레이드시키므로, 테스트 중 재생재의 수

험에 근거한 목표 값과 연관시킨다. 용융액 점

분 함량을 컨트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생재와

성 테스트의 경우, 재생재는 신재보다 낮은 용

신재를 248°F (120°C)의 진공 오븐에서 수분 함량

융액 점성을 가질 것이고, 용융액 플로우 속도

이 목표 수준(예를 들면, 0.003wt%) 이하가 될 때까

테스트에서는 재생재가 신재보다 높은 용융액

지 (대개 밤새도록) 건조시킨다. 이 정도로 건조하

플로우 속도를 가질 것이다. 각 경우 모두, 재생

려면 건조 질소 블랭킷(blanket)이 필요할 것이다.

재 품질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준 신재에

용융액 점성의 경우 일반적인 테스트 조건이

대한 재생재의 차이를 최종 사용 성능과 연관시

1/1000 초의 전단 변형율에서 120°F (250°C)이고,

켜야 한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신재를 좋은

용융액 플로우 속도의 경우 2160g 의 중량으로

조건(적은 수분, 용융액 온도/체류 시간의 적절

120°F (250°C)이다(ASTM D 1238 조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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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크래스틴 PBT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는 일

수축

반적으로 큰 탈없이 로버스트(robust) 공정에서 쉽

크래스틴은 결정성이므로, 응고시 수축한다. 치

게 성형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

수 공차의 컨트롤에 명백한 영향을 주는 것과는

이다. 다음의 문제 해결 안내에서 일반적인 문제

별도로, 수축은 치수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에 대한 몇 가지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한다. 크기가 너무 작거나 치수에 편차가 있는

의 문제는 수지의 세 가지 특성에 관계될 것이다.

성형품에 대해서는 스크류 전진 시간을 더 늘이
거나 더 큰 게이트를 사용하면 더 많은 수지가

수분 함량


캐비티로 흘러 들어가 수축시 일어나는 부피 변
수지는 가수분해성 디그레이드를 피

화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축은 금

하기 위해 최대 수분 함량이 0.04wt% 이하가 되

형 온도에 좌우되므로, 캐비티에서 금형 온도의

게 가공해야 한다. 습기가 있는 재료를 가공하

편차가 있으면 성형품, 특히 비강화 수지를 사

면 과도한 플래시(flash)를 초래하여 깨진 성형품

용한 경우 휨이 발생할 것이다. 두꺼운 부분이

이 되기 쉽다. 수분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막

얇은 부분보다 서서히 냉각되므로, 성형품 디자

힌 필터, 부정확한 계기, 공기 누출 등 건조기의

인으로 인해 차별적 수축이 일어나 성형품이 뒤

유지보수 문제에 결부시킬 수 있다. 재생재를

틀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형 조건”과 “수

사용하는 경우, 건조시켜야 하며 품질이 좋아야

지 특성과 성형품 디자인”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습기가 있는 상태로 처리한 수지의 성형

한다.

크래스틴

품, 스프루, 러너는 신재와 혼합하여 성형 전 적
절히 건조하면 디그레이드가 일어나고 깨진 성
형품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조와 재
생”을 참조한다.

응고 속도
크래스틴 수지는 결정성이 강하며 급속히 응고
된다. 수지가 응고되기 전에 금형을 충진하려면
빠른 사출 시간이 요구된다. 너무 이른 응고로
미충진, 싱크 현상, 과도한 (또는 유동적인) 수축
과, 약하거나 매우 눈에 띄는 융착부가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빠른 사출 속도는 금형의 벤트
가 잘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사출 압력으로부
터 체류 압력으로의 전환을 주의깊게 조절해야
한다. 게이트는 성형품의 완전한 충전이 가능할
만큼 커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형 조건”과
“금형 설계”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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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문제점
처방*

수지 건조 여부 확인

깨짐

미충진

공동

싱크
현상

타는
현상

휨

1

접합
강도
부족

스프루
이형
불량

제품
이형
불량

표면
불량

2

2

2

1

사출압 변경

2

2

사출 속도 증가

3

4

사출 속도 감소

2

2

3
2

4

3

5

3

4

스크류 전진 시간 늘임
스크류 전진 시간 줄임
용융액 온도 점검

3
2

금형 온도 높임

4

5

5

1

6

5

6
5

노즐 온도 높임

3

1

7

6

벤트 크기 늘임

6

7

6

5

8

2

4

역 테이퍼 노즐 사용

7
4

3

사이클 변경

4

패트 크기(쿠숀) 점검

1

1

4

4

5

5

테이퍼 각도 높임

6

6

게이트 위치 변경

6

5

7

9

4

금형 온도 균형맞춤

1

풀러 설계 점검

7

불순물 확인

5

공동 확인

6

6

1

금형 손질

재생재 비율 줄임

1

1

게이트 크기 늘임

체류 시간 줄임

3

금형 온도 내림

7

*열거된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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