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desk Simulation Moldflow 2015 
 What’s New Part 1 

(최신 사출 성형  Trend 및 Moldflow2015 소개) 

 ED&C Autodesk Team 
황순환 부장 



© 2013 Autodesk 

최신 사출 성형 & 해석Trend 

1. K2013(2013.10) 
2. ACS2013(2013.10) 



1. Best of K2013 

 Keyword : 고 생산성 성형 방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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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ycle IML  

Multi cavity  - Inspect 

Stack Mold 



1. Best of K2013 

 Keyword : 제품 중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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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K2013 
 Trend of Machinary 

ABS 

TPE 

PP 

High Pressure 

Resin Transfer Molding 

1. Best of K2013 



ABS 

TPE 

PP 

1. Best of K2013 



1. Best of K2013 



1. Best of K2013 

사출 제품 Mucell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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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합 공정 지원 필요 
 
 
 
 
- 복잡한 공정을 최적화 할 수 있는 Solver 필요 
 

 
 
 
 
 
 

- 제품 중량 감소를 위한 Mucell 기능 개선 및 
RTM 지원 

2. K2013 최신 사출 성형 Trend 요약 

 2015 추가 지원 

 2015 기능 개선 

 Optimization 해석의 Parametric Study option 추가  



3. Best of ACS2013 

 Keyword : 해석 신뢰성 확보  Validation & 인자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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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st of ACS2013 

 Keyword : 신뢰성 확보  신뢰를 갖춘 수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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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st of ACS2013 

 Keyword : 생산성 향상  AP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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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st of ACS2013 

 Keyword : 사출 불량 개선  불량 메커니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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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st of ACS2013 

 Keyword : 사출 불량 개선  최신 Solver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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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수지 데이터 확보 
 
  
- 해석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Mesh   
 
 
- 해석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최신 Solver 활용 
 
 
- 해석 결과 다양화 필요 
- 해석 생산성 향상을 위한 API 기능 활용 
- 신뢰성 검증을 위한 Validation  

4. 최신 사출 성형 해석 Trend 요약 

 2015 개선됨(총 수지 data : 9556) 

 2015 개선됨 

 해석자의 노력 필요 

 해석자의 노력 필요 

 2015 개선됨(20ea) 

 2015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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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flow2015 전달사항 
(Install & License) 



1. 제품 설치 - 다운로드 

 기본적인 설치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언어를 English로 설정한 후 검색을 하면 구매하신 모든 프로
그램 다운로드 가능 

 

 http://subscription.autode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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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bscription.autodesk.com/


1. 제품 설치 - 다운로드 

 Solver의 변경사항 
 Validation Report는 아래의 경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Inventor Fusion 2013 

 Vault Basic &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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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설치 – 지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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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ystem Bits Comment 

Red Hat Enterprise Linux 6.3 64 Insight Only 

Windows 8 /8.1 64 

Windows 7 (lastest SP) 64 

Windows 2012 server 64 Insight Only 

 더 이상 32bit와 Windows XP는 지원되지 않음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운영체제 

 

 

 

 

 

 

 

 

 



3. 제품 설치 – Design Link & 경로 

 Design Link가 32bit에서 64bit로 변경 됨 

 Tutorial의 설치 경로가 변경 됨 
 Insight, Adviser, Communicator 모두 해당 

 관리자 권한 없이 모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변경 

 C:\Users\Public Documents\Autodesk\ 

 (공용 문서의 Autodesk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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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todesk Application Manager 

 자동으로 제품의 업데이트를 찾아주는 Application Manager 추가 
 Autodesk 제품 2015버전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 됨 

 제품 업데이트를 알림 

 완벽하게 다운로드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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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V 6 Network 완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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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manager와 License모두 IPV 6지원 



6. Install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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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치 방법 
 사용 방법 
 

 추가적인 문서 제공 
 License 가이드 
 네트워크 관리 가이드 
 사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Install Guides의 위치 
 온라인 / 오프라인 Help에 기술 
 Install path\Simulation Moldflow Synergy 2015\Moldflow Syner

gy\Setup\en-US\Docs for Pdfs 
 



7. License Manager Tools Update 

 LMTOOLS 지원 운영체제 

 Windows 7, 8, 8.1 

 Windows server 2012 

 Linux 6.3 

 Mac 10.9 

 

 Network license manager (LMTOOLS)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임 (v11.12)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에서 License를 읽을 수 없음 

 이 업데이트는 2015 모든 제품에 해당됨 

 FLEXLM의 몇가지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전 Server의 LMTOOLS는 작동 
하지 않음 

 Uninstall 필요 « Autodesk network license manager » 제어판에서 삭
제 해야 함 
 인스톨 가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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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icense Manager Tools Update 

 License Log 파일의 변화 

 

 License 구동 시 시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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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icense Manager Tools Update 

 성능에 대한 통계정보 

 

 

26 



© 2013 Autodesk 

Moldflow2015  
Mesh 개선 사항 



1. Mesh 생성의 최적화 

 금형 표면 Mesh의 최적화 
 날카로운 (Aspect ratio가 높은) 삼각형의 생성을 줄임 

 상대적으로 낮은 Aspect ratio 형성 

 Import된 Geometry가 깔끔하지 않은 경우에도 Mesh 생성 시 결함이 적음 

 2014버전과 비슷한 Mesh 생성시간 

 3D Mesh와 FEM Mesh 작업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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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3D Mesh의 최적화 
 금형 Mesh에서 큰 Mesh의 생성을 줄여 부드러운 Mesh 크기의 전환을 보임 



2. Chord Angle Controls의 기능 

 새로운 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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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I 2014 ASMI 2015  

 Curvature sizing : 코드 앵글 설정에 따른 element 크기의 최소값 설정 
 Growth rate : 크기가 변화의 성장율 조절 (0 or 1 입력) 



2. Chord Angle Controls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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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urvature sizing 20% 
79700 triangles 
Max AR 19 
match 83% 

2014 
 
69400 triangles 
Max AR 45 
match :86% 

2015 
 
Curvature sizing 30% 
57800 triangles 
Max AR 25 
match 88% 



3. Gate 주변 Mesh 생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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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의 3D 유동 해석
에서 불균형 유동이 
발생한 원인? 

 

1. Solver의 문제 

2. Position의 문제 

3. 성형 조건의 문제 

4. Mesh의 문제 

http://autodesk.typepad.com/.a/6a00e5536ab23988330163068c9f63970d-popup


3. Gate 주변 Mesh 생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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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utodesk.typepad.com/.a/6a00e5536ab2398833017615762bba970c-popup
http://autodesk.typepad.com/.a/6a00e5536ab23988330163068cc4fd970d-popup
http://autodesk.typepad.com/.a/6a00e5536ab239883301676780b16d970b-popup


3. Gate 주변 Mesh 생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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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및 Beam과 Tetra의 연결 시 연결 주위의 Mesh 조밀도 조절 옵션 추가 

• 3D Mesh에서 기본으로 ON되어 있음 
 

• Dual-Domain & Midplane의 경우 Off 
 

• ASMA는 지원 안됨 



4. Mesh Statistic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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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h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부피를 보여줌 

 별도의 창으로 보여주던 것을  

   Tasks 패널을 통해 보여줌 

 
 패널의 내용은 Log에서도 나타남 

 

 

 

 

 

 

 

 

 

Mesh Statistics를 보면서 

Mesh 수정이 가능 



5. Mesh 수정 메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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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Merge 
 Squeeze 기능 추가 (Renumbering) 

 냉각해석과 변형해석에서의 Memory사용에 대한 개선 

 Aspect ratio가 높은 Element 제거 

 중복요소 제거 (Baffle이 있을 경우 사용 금지) 

 Remesh Area 
 선택한 Mesh의 경계부분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 

 의도하지 않은 구성요소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병합하지 않음 



6. 두께에 대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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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에 대한 계산이 ASMA & ASMI의 Dual-Domain Mesh에 포함 됨 
 두께에 대한 계산이 Study에 포함되어 해석시간을 절약 

 Cool + Flow + Warp 해석과, Optimization 해석을 하는데 큰 혜택을 줌 

 Diagnostic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절약 됨 

 기본적으로 기능은 ON이 되어 있으며 해제 가능 



7. Mold Mesh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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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D 모델의 경우 Surface Mesh 사이즈와 일정 비율로 내부 메시 사이즈 및 
구성을 결정함 
 Surface mesh에서 내부 영역 까지의 메시 사이즈 증가 비 

 첫 번째 레이어 두께 vs 로컬 서피스 메시 변의 길이 

 

2014 2015 



7. Mold Mesh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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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금형 내부 Surface Mesh의 거리가 가까이 위치할 경우 유용함 

0.8 0.2 



8. Adviser의 Mes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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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sers : 4단계의 Mesh 수준을 구분 
 Level이 높을 수록 보다 정확한 해석 가능 

 이전버전 (ASMA 2014 기준) 
 Level 1 = 3D Mesh 

 Level 2 = Dual Domain Mesh 

 3D Mesh의 경우 Mesh의 밀도와 층 (Layer)를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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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flow2015  
User Interface 개선사항 



1. Help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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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의 업그레이드 
 Local help가 HTML을 사용하여 구동됨 

 Help의 “즐겨찾기” 기능이 추가 됨 

 검색옵션이 추가됨 



2. UI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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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manager 표시 창 
 Job manager 창의 조절된 크기가 그대로 유지됨 

 해석 완료/실패, Mesh 완료/실패 메시지에 Study명이 표시됨 



3. Optimization 해석의 
   Parametric Study option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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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Sequence와 공정조건에 의해 결정 
 하나의 Study에 여러 공정조건에 대하여 다양하게 조절 가능 

 Min -> Max의 Value값들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변수에 대한 변화 가능 

 원하는 결과를 선택 할 수 있음 



44 

 대부분의 공정조건에 대한 설정조합이 가능 

 

 다음과 같은 표로 결과를 알려 줌 

3. Optimization 해석의 
   Parametric Study option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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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ers, Scaling 

 

 

 

 

 

 

 Sorting 

3. Optimization 해석의 
   Parametric Study option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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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results files  
 Optimization 해석 결과 저장에 대한 설정 

 기본 설정: Keep result file = off – 변수에 따른 해석 결과는 저장되지 않음 

  각 조건 별 해석 결과의 보관을 원할 경우 Keep result files 를 체크  

 Job manager의 Temp 폴더에 저장되어 있음 

 해석 결과를 프로젝트에 추가 할 수 있음(Add Selected Studies to Project 활용) 

3. Optimization 해석의 
   Parametric Study option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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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결과를 CSV파일 생성 가능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됨 

3. Optimization 해석의 
   Parametric Study option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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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시 주의 사항 

 숫자로만 이루어진 값에만 적용 가능 
 속성, 수지종류, 게이트 위치의 변경 등과 같은 것은 사용 불가 

 

 Valve Gate 설정 조절은 어려움 

 

 Thinclient를 사용하는 경우 리눅스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3. Optimization 해석의 
   Parametric Study option 추가  



4. DOE : Post processing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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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결과에 대한 Control 패널의 경우 2014버전에서는 기본 Off였으나 
2015에서는 기본 ON으로 바뀜 

 

2014 2015 



5. Legacy overmolding element 
   propert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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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에서 Overmolding의 두번째 요소가 Legacy overmolding second 
component (3D)로 속성 창 이름이 바뀜  

 

 

 

 

 

 

 

 

 

 

 Dual-Domain과 똑같아짐. 

 2014 2015 



6. Tolerance plot for XY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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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XY Plot에 사용 가능 

 

 

 

 

 

 

 

 

 

 

 
 



7. 그 밖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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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에서 원형이 아닌 게이트의 형상이 구현 됨 

 

 

 

 

 

 

 

 Number of intermediate results 수 증가 
 3D의 경우 최대 250 

 Midplane/Dual Domain의 경우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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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flow2015  
Solvers 개선사항 



1. 해석 속도 개선을 위한 GPU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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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드라이버 업그레이드 필수! 
 CUDA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완료, 

 원활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 업데이트 필수. 

 Linux에서 GPU 사용 가능 
 Nvidia 

 ATI  

 변형해석의 속도가 개선됨 

 



2. 이방성 특성이 포함된 인서트 고려(3D) 

 이방성 특성이 포함된 인서트에 대한 변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음 
- Fiber가 포함된 인서트 

- Wood와 같이 한쪽 방향의 결이 있는 인서트 

 변형해석과 코어시프트해석에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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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XO Overmolding: Inclosia / Dow 



2. 이방성 특성이 포함된 인서트 고려(3D) 

 기계적인 특성이 측정되어야 함 

 

 Global 좌표를 기준으로 재료의 이
방성을 설정해야 함 

  (재료의 기계적 물성치에 사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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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방성 특성이 포함된 인서트 고려(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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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gzg 

 

 

• oiuzj80tbn96trb 

측정된  
기계적 물성 

Global 좌표 기준으로 
재료의 이방성 설정 



3. 재료의 이방성 확인 방법 

 Commend Line 또는 매크로를 이용하여 확인가능 

 DisplayOrthotropicPropertie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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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 Mesh의 게이트 고화 신뢰도 향상 

 게이트를 3D 메시로 만들었을 때 게이트 고화의 신뢰도가 향상됨 

 DD과 3D 메시의 게이트 고화에 대한 일관성을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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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추가 – Midplane, Dual Domain 

 두께 방향으로의 제품 중심에서 유동선단속도 결과 추가 
 표면 결함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됨 

 Gate 근처에서 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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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추가 – Midplane, Dual Domain 



6. 결과 추가 – 3D 

 Hold pressure 
 보압 과정 중의 각 영역의 최대 압력을 나타냄 

 New plots 을 이용하여 추가 해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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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추가 – 3D 

 Wall shear stress 추가 
 Midplane, DD에서의 Wall Shear Stress 결과와 유사함 

 고화층 바로 아래 유동층의 전단 응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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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ne Directional Constraint for Core Shift 

 본 사항은 한국 유저의 제안으로 개발된 사례 

 Pin 구속이 주어질 때 –Z 방향으로는 처짐 방지가 되지만 +Z 
방향으로는 들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인서트가 들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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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ne Directional Constraint for Core Shift 

 Core를 구속할 때 한 방향 및 특정한 값으로 선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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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4.5 mm 

Fixed 



All Fixed 
Free to 
move 
down 

7. One Directional Constraint for Core Shift 

 새로운 boundary condition 

 
 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 반대쪽 방향은 고정할 수 있음 

 Spring constraints 사용 가능 

 3D core-shift는 Global coordinate system만 적용 

 Core shift 해석에서만 사용 가능 (warp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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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ne Directional Constraint for Core Shift 

 Fixed Constraint vs One-sided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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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ne Directional Constraint for Core Shift 

 Fixed Constraint vs One-sided Constraint (Displacements,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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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I 2014(Fixed Constraint ) ASMI 2015(One Directional Constraint ) 



7. One Directional Constraint for Core Shift 

 Fixed Constraint vs One-sided Constraint (Real thickness,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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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I 2014(Fixed Constraint ) ASMI 2015(One Directional Constraint ) 



8. Flow Front Temperature 계산 개선 

 Flow Front Temperature가 전단열(Shear heating)에 의해 상
승하는 효과가 개선 

 

 

 
New Result ASMI 2014 



8. Flow Front Temperature 계산 개선 

 Racetrack 검증 사례(AU2011) 
 한 캐비티에서 Racetrack 효과 검증 

 Gate부 Beam과 접하는 Tetra mesh 조밀화 

 일자 구간 Beam elements 사용시 shear 
heating 극대화 

 Absolute Maximum Melt Temperature 극
대화(990도 열화 온도 제한 풀어 줌)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출 시간을 짧게 함 

 주위 온도 상승 

 Racetrack 효과 제한적 예측 가능 

 

 

Moldings by Beaumont Technologies, Inc 



8. Flow Front Temperature 계산 개선 

 2015 버전에서는 유동선단온도(Flow front temperatre)계산에서 전단에 
의한 가열 효과가 개선 됨 

 Racetrack 예측 개선 

 짧은 충전시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됨 

 

 
ASMI 2015 ASMI 2014 실제 사출 결과 



9. 열경화성 사출 압축 성형 / 압축 성형 

 Reactive injection-compression / Compression molding 
 Core-Shift 해석 가능 

 Venting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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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jection Compression & 
Compression Molding Enhancements 

 Insert를 포함한 해석이 가능 

 BEM & FEM 에 대한 냉각해석이 가능 

 Injection Compression + Injection overmolding이 가능 

   (열가소성 해석에서만 가능) 

 Compression + Injection overmolding이 가능 

   (열가소성 해석에서만 가능) 

 Injection Compression molding에서 Microchip encapsulation해석
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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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jection Compression & 
Compression Molding 

 냉각해석 시 가정 
 사이클 동안에 두께의 변화는 없음 

 제품 Mesh의 두께를 기준으로 계산 

 

 보압/냉각 시간이 압축,충진시간 보다 길어야 해석 신뢰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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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ucell imporvements 

 Mucell해석 진행 시 발포공정에서의 더 나은 Short Shot예측이 가능 

 

 제품의 중량 계산이 좀더 정확하게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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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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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m mesh 

12. 3D fiber Improvement 

 2015버전에서는 Mesh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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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I2014 

ASMI2015 

1.5mm mesh 



13. Crystallization Modeling 

 온도와 결정 성장률의 상관관계 알고리즘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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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2mm 

Focus on start of 
pressure decay 



14. Solver 개선 – Midplane, Dual 
Domain 

 Injection Compression (Midplane)의 결정화도 해석 가능 

 

 Compression 해석에서 Compression heating 계산이 개선
됨 
 해석 시간은 증가됨 

 

 Bi-injection (Midplane) 개선 사항  
 변형 해석 정밀도 개선 

 2번째 재료를 Absolute ram speed profile을 이용하여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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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D Solver 개선 

 injection node 부분의 냉각 개선 
 End of filling이 아닌 “Gate Freeze”에서 시작됨 

 HTC 이 사용되며, Perfect Contact 이 아님 

 온도의 존속성이 사용됨 

 해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러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Gate 고화 시점을 확인을 위한 time step 이 정밀한 결과 
확인 가능 

 

 Large 모델에서 AMG Solver를 이용한 해석 개선 

 

 

 



16. Material Database 

 16개 수지 회사 추가 

 396개 새로운 수지 추가 

 503개 신뢰성이 저하된 수지 
삭제 

 

 Total Materials(9556ea) 
: 9359ea (Thermoplastic) 

  : 197ea (Thermoset) 

 

 Warp Gold Level(1657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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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terial Database 업데이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총 수지 수: 9556 개 

 Shrinkage correction (수축률 데이터 수정): 264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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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aterial Quality Indicator 조정 

 Material Quality Indicator(수지 품질 지표) 개선 

 Quality Indicator(품질 지표) 
 현재도 수지회사에서 수정 가능함 

 Source 보다 기본 데이터 측정 값이 중시됨 

 Warp Indicator: 만약 Gold 레벨이면 다른 수지보다 
 Shrinkage test data 

 Midplane/Dual Domain 에서 사용됩니다.  

 Mechanical (기계적) 속성 측정됨 

 3D 해석에서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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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aterial: 속성 탭 추가 

 향후에 사용 예정, 지금은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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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utodesk Moldflow Structural 
Alliance (AMSA) 

 Interface Moldflow/Ansys or ABAQUS 

 

 AMSA 2014와 ASMI 2015 간 호환 가능 

 

 AMSA 2015는 향후 출시 예정 

 

 AMSA 2015 출시 후 Subscription Center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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