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광학 의료 기기의 핵심 부품인 렌즈 

개발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복강경, 위장경, 

대장경, 관절경, 방광경과 같은 의료용 

내시경의 정밀화와 소형화를 이루게 되었다. 

종래의 유리소재 대신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 렌즈를 제작함으로써 내시경의 

경량화, 기능의 다양화, 생체 적합화 등의 

향상된 성능을 구현하였다. 특히 사출성형에 

의한 플라스틱 렌즈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원가 

절감을 실현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사출성형에 의한 플라스틱 렌즈 제작 

기술을 대량생산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금형 및 금형 인서트)가 필요하고 다양한 성형 

공정 조건에 대한 정밀 조절이 따르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플라스틱 렌즈는 사출 속도 및 

압력, 수지 온도, 금형 온도, 보압 및 보압 

시간, 냉각 시간과 같은 사출성형 공정 조건에 

따라 상당한 품질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게이트, 러너, 캐비티 등의 

구조적 조건에 따라서 수축 변형, 복굴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렌즈 성능 저하 혹은 

불량을 일으킨다(1,2).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렌즈 사출성형을 위한 

최적의 구조 설계와 공정 조건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강경용 렌즈 대량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렌즈 사출성형 및 다구찌 

실험계획법에 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출성형 결과를 분석하여 복강경용 플라스틱 

렌즈 제작을 위한 최적의 사출성형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Table 1 Parameter design for injection molding of 

plastic lens applied in this study 
 

 Level 1 Level2 Level 3 

Mold temperature (℃) 60 70 80 

Injection speed (ccm/s) 1 2 5 

Packing pressure (MPa) 70 80 90 

Packing time (s) 1 5 10 
 

2. 금형 및 금형인서트 
 

복강경용 렌즈 제작을 위해 6 mm 지름을 

가지고 곡률 반지름과 두께가 각각 11.29 

mm/3.86 mm, 21.81mm/4.08 mm인 두 가지 렌즈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금형은 금형 베이스와 

탈부착이 가능한 금형 인서트로 구성하였다. 

특히 금형 인서트에는 곡률 반지름의 경면을 

가지는 코어 핀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렌즈 

형상을 구현하는 캐비티를 형성하였다 (Fig. 1).  

 

3. 사출성형 
 

3.1 플라스틱 소재 선정 

플라스틱 렌즈 사출성형을 위한 소재로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을 택하였다. PS 는 

광특성이 우수하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체에 삽입되는 내시경과 같은 장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3.2 다구찌 실험계획법 

사출성형을 위한 실험계획을 위하여 수지 

온도, 사출 속도, 보압, 보압 시간의 네 가지 

공정 조건을 주요 인자로 선택하였고, 각각의 

공정 조건에 대하여 3 수준의 값을 선정하였다 

(Table 1). 이에 대하여 다구찌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L9(3
4) 직교 배열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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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ve error for ROC of the plastic lens 

replicated under nine different processing conditions  
 Lens type 1 Lens type 2 

Exp. # ROC Rel. error (%) ROC Rel. error (%) 

mold 12.61 - 28.94 - 

1 17.20 36.4 37.21 28.58 

2 16.17 28.2 33.13 14.49 

3 20.95 66.1 32.97 13.93 

4 13.51 7.1 34.39 18.85 

5 14.74 16.9 34.40 18.88 

6 14.48 14.9 37.01 27.90 

7 13.76 9.1 31.14 7.59 

8 13.30 5.5 30.18 4.28 

9 13.32 5.7 30.72 6.16 

 

3.3 사출성형 및 최적화 
 

Exp. #1 ~ 9 의 아홉 가지 공정 조건 조합에 

대하여 사출성형을 수행하였다. 제작된 

플라스틱 렌즈의 성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백색광 표면 측정기를 이용하여 렌즈 구면의 

곡률 반지름을 측정하여, 코어 핀의 곡률 

반지름 대비 에러 값을 도출하였다. Table 2 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렌즈 모두 Exp. #8 의 

공정 조건에서 가장 낮은 에러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호 대비 잡음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와 같이 플라스틱 

렌즈 사출성형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조건은 

금형 온도이다. 금형 온도가 재료의 

유리전이온도 에 가까울 수록 높은 성형성을 

나타내었다. 그 외의 조건들은 민감성이 높지 

않으나 대체로 낮은 성형 속도에서 성형성이 

좋으며, 보압 및 보압 시간은 최적의 시간이 

있는 것을 판단되었다. 

 

4. 결론 
 

복강경용 렌즈 대량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렌즈 사출성형 및 다구찌 실험계획법에 의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플라스틱 렌즈 사출성형은 금형 온도에 

가장 민감하다. 

(2) 대체로 낮은 성형 속도에서 성형성이 

좋으며, 보압 및 보압 시간은 일정 

수준에서 최적 값을 나타낸다. 

향후, 제작된 플라스틱 렌즈에 대하여 초점 

거리, 복굴절 등의 광특성 측정/분석을 통하여 

더 정밀한 공정 조건 최적화 연구가 요구된다. 

 
 

 
Fig. 1 Schematic design of mold comprising base, 

insert, and core pins. 

 

 
Fig. 2 Signal to noise ratios for the four injection 

mold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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