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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술실 무 등용 PMMA 즈를 무결함 상태로 사출성형하는 조건을 조사하 다. 즈 제작용 

수지는 PMMA를 용하 으며 형은 자체 제작한 가열-냉각 방식의 형을 사용하 다. 사출성형 시 형의 가

열온도가 낮을수록 라스틱 수지의 유동성에 향을 미쳐 미성형이 발생하거나 웰드 라인, 로우 마크가 발생하

고, 가열온도가 높으면 휨 변형이 발생하 다. 이러한 결함은 냉각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PMMA 수지 결정화에 기

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PMMA 수지로 결함이 없는 즈를 성형하는 최 의 조건은 형 코어의 가열온도는 110[℃ 으며, 

냉각시간은 25[sec]임을 밝 내어 최 의 가열-냉각 온도 로 일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PMMA소재

를 이용한 학 즈의 제작은 낮은 생산단가를 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술실 무 등에 용된 라스틱 학 

즈에 극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 Key Words : 융합기술, PMMA, 무 등, 라스틱 학 즈, 사출성형

Abstract   We studied on the injection molding conditions of defect-free PMMA lens for surgical light. 

When the heat temperature of mold is low, more imperfect molding or weldlines and flow marks have 

showed. A defective lens depends on low fluidity of the PMMA resin and its temperature is high, a flexural 

strain has occurred. The longer cooling time of specimens, the more cracks have occurred due to resin 

crystallization. 

In this study, optimal molding conditions for defect-free PMMA lens is as follows. The heat temperature 

of core mold  was 110 [℃] and also the cooling time was 25 [sec]. PMMA materials can realized low 

expense to produce plastic optical lens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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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병원의 수술실은 수술 와 수술용 무 등이 일

체가 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장비의 디지털화가 진행

되고 있다. 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라 수술실에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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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명은 수술 와 환자 조직의 시야를 가능한 최상으

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술 성공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

다[1, 2].

한, 수술실 무 등은 수술시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단할 수 있도록 빛을 집 시키고 수술 과정에

서 환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능의 즈가 

사용되며, 충분한 조도를 갖도록 즈가 설계되어야 한

다[3, 4].

빛을 집 시키는 수술실 조명 즈는 수술용 원으로

서 우수한 컬러 더링  최  휘도를 가져야 하고, 

외선 발생은 가능한 어야 하며 조직의 색을 구분하는

데 연색평가지수가 85∼100사이를 충족해야 한다[5, 6]. 

빛을 한 으로 모이게 하는 비구면 즈 방식의 학

즈는 즈 심에서 주변까지 곡률이 연속 으로 변화하

는 즈로서 이상 인 결상으로 구면 즈 비 선명한 

상을 구 하고, 부품수를 일 수 있어  콤팩트한 학계 

설계가 가능하다[7, 8]. 

따라서 무 등용 즈는 학  특성과 열 인 특성 

등에 있어서 매우 우수해야 하며, 특히 학  결함이 없

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는 그 요성에 

따라 가격 비 성능이 우수한 가의 즈 부품제조 기

술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

의 유리 학 즈를 가의 라스틱 즈로 체하는데 

필요한 사출성형 조건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9, 10].

이러한 라스틱 즈를 생산하기 해서는 형이 

필요하며 엄격한 사출 성형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고, 

재 라스틱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압축성형, 

트랜스퍼 성형(transfer molding), 층성형(lamiante 

molding), 사출성형, 압출성형, 공성형(blow molding), 

캘린더링(calendaring), 진공성형, 회 성형 등 다양한 방

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그 에서 라스틱 제품의 약 

70% 이상이 사출성형 방법으로 생산고 있다[7,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MA 수지를 사용하여 무

등에 사용되는 학 즈를 무결  상태로 성형하기 한 

사출조건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수술실 무 등용 학 즈 시편은  240×240×3 [mm] 

크기로 제작하 다.

[Fig. 1] Lens mold for sample fabrication

소재는 PMMA를 사용하 으며, 성형성을 높이기 

해 자체 제작한 600×700×550 [mm] 크기의 가열  냉각 

기능의 [Fig. 1]과 같은 형을 사용하 다.

즈의 학  특성을 만족하기 해 선택한  PMMA 

수지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Property PMMA
Glastic MCL+

Density (g/㎤) 1.15∼1.19

Transmittance (%) 92

Photoelastic coefficient (10
-12
/Pa) -4.5∼-4.8

RI 1.49

Rg (℃) 101

Tm (℃)

CTE(ppm/℃) 80

Thermal conductivity(W/m/℃) 0.19

Water Absorption (%) 0.30

Self extinguishable X

Dielectric constant 3.10

[Table 1] Properties of the PMMA resin

[Table. 2]는 사출성형 조건변화에 따른 즈 시편의 

결함유무를 찰하기 한 사출성형 조건을 나타내었다.

Sample
No.

Rate
[m/s]

Pressure
[kgf]

Position
[mm]

1 15 50 150

2 50 60 90

3 40 55 20

4 20 35 10

5 15 20 -

[Table 2] Injection molding conditions

시편의 웰드라인(weld-lines)과 로 마크(flow mark) 

등 표면결함은  몰드온도, 가열시간  냉각속도에 따른 

즈 표면상태이며, PMMA 수지의 성형조건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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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서 200배율의 학 미경으로 찰하 다.

PPMA 즈 시편의 투과도는 400-800nm 역의 분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실험에 용된 PMMA 즈에 용되는 원으로 사

용되는 LED는 제조사인 Cree사의 3W  white LED를 

선정하 다. 제품의 모델은 XT-E-HVW이다. 2차 즈

의 거리는 41.9mm이며, 즈와 발 면의 거리를 

20[mm]에서 15[mm]까지 변경하면서 simulation을 수행 

하 다. Simulation의 결과 즈와 발 면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효율과 발산 각이 어드는 경향을 갖는다. 

본 실험을 통해 3mm 두께의 PMMA 즈를 사출 성형

을 수행할 때 몰드의 온도 조건에 따른 시편의 형태를 

찰하기 하여 가열  냉각 시간에 따라 결함형태를 조

사하 다. 

[Table. 3]은 몰드코어 온도와 냉각 시간에 따른 시편

의 결함형태를 표로 나타내었다. 

[Table.3]의 시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어 온도 25

[℃], 냉각시간 17[sec}에서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사출한 

결과, 성형이 불완 한 미성형 상태 으며 이 상태에서

는 사출기 속도와 압력을 30[%] 이상 올린 상태가 되어

야만 결함이 어들었다. 

시편 2에서는 몰드코어 온도 60[℃], 냉각시간 20[sec]

일 때, 사출한 시편의 표면 택이 나오지 않고 어두운 

색상을 띄는 것을 확인하 다. 

시편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드코어의 온도를 100

[℃], 냉각시간 20[sec]일 때, 시편에 심한 변형이 발생하

다. 이러한 원인은 사출이후 냉각시간이 부족한데 기

인하는 것으로 단된다[5, 6].

시편 4에서는 몰드코어 온도 110[℃], 냉각시간 

30[sec]일 때, 제품 표면 택이 좋아지고 시편에 변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무 등용 즈에서 요구되는 투과율

과 평탄도 등 학특성을 충족하 다.

시편 5는 몰드코어 온도 150[℃], 냉각시간 30[sec]일 

때, 시편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건에서는 PMMA 

수지의 표면 결정화도를 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편의 

온도가 무 높아 냉각시간 부족으로 인해 휨 변형이 발

생하거나 깨짐 상이 나타났다[11].

No.
Mold 
Tem
p.
[℃]

Cooling 
time
[Sec]

Defect shape

1 25 17

2 60 20

3 100 20

4 110 30

5 150 30

[Table 3] Sample shape as the mold temp. and cooling 

time variation

 

[Table 4]는 몰드온도, 가열시간  냉각속도에 따른 

즈 표면상태로서 성형조건 변화에 따른 웰드라인과 

로 마크의 발생율에 한 시험결과를 나타내며, 200배율

의 미경을 사용하여 찰한 결과이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드온도 110[℃], 가열

시간 25[sec], 냉각시간 30[sec]인 조건으로 PMMA 수지

를 성형하 을 때, 웰드라인은 체 면  67.6[㎠]당 약 2

[㎠](8∼10개소) 발생하여 3[%]이내의 발생율을 나타내

었고, 로마크는 체 면  67.6[㎠]당 약 2.7[㎠](10∼12

개소) 발생하여 4[%]이내의 발생율을 나타내어 무 등용 

즈의 특성평가 항목을 충족하 다.

이상과 같은 성형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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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용 학특성과 표면 상태를 만족하는 PMMA 

즈를 제작한 시편은 [Fig. 2]와 같다.

fabrication 
condition

sample morphology
weld-lines

(number/area)
flow mark 

(number/area)
mold temp.: 

110[℃], 

heating time: 

25[sec],

cooling time: 

30[sec]

normal sample

(8∼10 /67.6㎠)

normal sample

(10∼12 /67.6㎠)

mold temp.: 

50[℃], 

heating time: 

0[sec],

cooling time: 

30[sec]

gas & flow mark

(18∼20 /67.6㎠)

gas & flow mark

(20∼22 /67.6㎠)

mold temp.: 

150[℃],

heating time: 

40[sec],

cooling time: 

30[sec]

flexural strain 
and flow mark

(10∼12 /67.6㎠)

flexural strain 
and flow mark

(15∼18 /67.6㎠)

[Table 4] Defect morphology on Sample surface as the 

preparation condition variation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최

조건[ 몰드코어의 가열온도: 110[℃], 냉각시간: 25[sec]]

에서 제작한 PMMA 즈는 육안 상으로  투명성을 유지

하고, 400-780nm 역의 분  투과율 평균치는 약 94%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  특성은 수술실 무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12].

[Fig. 2] PMMA lens for surgical light as fabrication 

4. 결론
600×700×550 [mm] 크기의 가열  냉각 기능의 형

으로 수술실 무 등용 PMMA 즈를 240×240×3[mm] 

크기로 성형하는 조건을 분석한 결론은 먼  라스틱 

즈 형으로 시편을 사출할 때 시편의 성형성  표면 

상태는 사출 온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향을 미친 것

으로 단된다. 한 형의 가열온도가 낮으면 라스

틱 수지의 유동성에 향을 미쳐 미성형이 발생하거나 

웰드 라인, 로우 마크 등이 발생하고, 높으면 휨 변형 

등의 결 이 발생하 으며 냉각시간은 시편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한 휨 변형을 래하고, 냉각시간이 길어질수

록 PMMA 수지 결정화에 따른 깨짐 상이 발생하 다. 

둘째로 PMMA 수지로 결함이 없는 즈를 성형하는 최

의 조건은 몰드코어의 가열온도가 110[℃], 냉각시간은 

25[sec]로 설정하여 온도 로 일링을 확립하 다.

향후, 본 연구에서 조사한 PMMA 즈 성형조건으로 

수술실 무 등에 LED 원을 용하여 루미네어를 어셈

블리하여 완성함으로서 새로운 조명체계를 구축할 정

으로 본 연구체계를 확립해야 갈 정이다. 한 제작된 

제품을 인증시험이나 규격을 시험의뢰를 통해 성능을 인

증평가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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