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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도장 플라스틱 사출제품을 위한 방법으 

로서 제품 표면에 식각 패턴을 적용하기도 한 

다[1]. 식각 패턴 표면은 무광택을 실현하여 비 

교적 균일한 표면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활용하 

고 있지만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거나 빛을 비 

추면 표면에 얼룩 무늬가 나타나거나 반사도 

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불균일한 표면 반사 

도는 제품 외관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식각 

패턴을 가진 표면의 불균일한 표면 반사도는 

용융수지의 충전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 

가 보고되어 있으며[2], 이와 같은 표면불량을 

광산란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하려는 시도도 있 

었다[3]. 본 연구에서는 식각 패턴 표면불량이 

발생하는 원인 중 보압조건이 적절하지 못하여 

금형 표면 전사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표면 상태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표면 전사도가 불량하여 식각 패턴을 가진 

표면의 국부적인 반사도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적절한 빛을 조사하여 촬영하고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을 활용하여 표면 불량상태를 

정량화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ARBURG 사의 형체력 25 톤 

유압식 사출기를 사용하였으며 시편은 Fig.1 에 

보이듯이 계단식의 형상으로 각각 다른 두께를 

가지는 4 각 플레이트이며 평편한 표면에 식각 

패턴 표면과 경면이 각각 반씩 구성되어 있다. 

 

Fig. 1 Shape of the specimen in the experiment 
 

사용된 수지는 ABS 이며 Starex HF0661I 를 

사용하였다. 보압 900bar, 사출속도 17ccm/s, 노 

즐 온도 230 도, 가동측 80 도, 고정측 60 도, 보 

압 시간은 1 초와 2 초로 공정조건을 설정하였 

다.  

식각 패턴 표면에 빛의 반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였고, 렌즈는 x100 

배율을 사용하였다. 조명은 LED 백색광을 사용 

하였고 LED 램프는 반구체 dome 형상에 부착 

하였다. 빛의 입사각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위도 방향으로 3 군데의 hole 을 가공하 

고, 촬영한 이미지를 육안으로 판단하였을 때 

빛이 제품 표면에 균일하게 비춰지는 입사각 

38.2˚를 기준으로 하였다. 경도 방향으로는 

90˚도씩 분리하여 4 방향을 촬영 하였다. 조명 

장치의 형상은 Fig.2 와 같다.  

 

 

Fig. 2 Lighting condition 
 

 

사출 성형품 식각 표면불량 분석을 위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Defect Detection of an Etched Surface 

for Injection Molded Products 
*허부용 1

, 태준성 1
, 박수빈 1

, 
#이병옥 1

 

*Buyong Huh
1
, Joonsung Tae

1
, Subin Park

1
, 

#
Byungohk Rhee(rhex@ajou.ac.kr)

1
 

1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Key words : Injection molded products, Surface defect. Optical measurement, Light intensity deviation 
 

1055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촬영된 이미지를 NI Labview 를 이용하여 

Grayscale 로 변환한 뒤 각 픽셀의 광도(Light 

Intensity)를 Array 형태로 만들었다. 분석영역은 

정방행렬의 476 x 476 pixel 영역을 가지며 실제 

크기는 3x3mm 이다. 각 방향의 이미지에서 광

도 편차 평균(
1

𝑛
∑|𝑥 − �̅�|)을 계산하였다. 

 

3. 결과 
 

Fig.3 에 보이듯이 시편 표면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3mm 부분에서 불균일한 반사도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보압 시간이 

1 초와 2 초의 경우 서로 다른 반사도 불량이 

확인되었다.  

 

Fig. 3 Specimen surfaces of holding pressure (a) 1sec, 

(b) 2sec 
 

보압 시간이 1 초와 2 초에서 제작된 시편 

표면을 두께가 각각 3, 2, 1mm 인 지점의 표면 

을 촬영한 후 각 표면의 광도편차 평균값을 

Fig. 4 에 나타냈다. 

 

Fig. 4 Average light intensity deviations of specimens 
 

그래프에 나타난 광도편차 평균값은 0 에 

가까울수록 빛이 어둡고, 255 에 가까울수록 

밝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2 가지 

보압 시간 모두 두께가 3mm 인 지점에서 광 

도 편차 평균값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빛의 방향에 따라 반사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듯이 부적절한 보압에 의해 제품 표면 

이 금형 표면을 전사하지 못함으로써 국부적인 

표면 불량 상태가 발생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 

으며 두께가 두꺼울수록 국부적인 수축량이 커 

져 표면 불량이 확대된다고 하는 사실과도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는 육안으로 관찰된 

표면상태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보압 시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보압 시간 

이 2 초일 때가 1 초의 경우보다 균일한 반사도 

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압 시 

간이 모자라면 과도한 수축에 의해 불량이 커 

짐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식각 패턴을 가진 표면불량 

을 빛의 반사도 측정과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 

해 표면불량을 정량화하는 방안에 대해 실험적 

으로 연구하였다. 시편 두께와 보압 시간 변화 

에 따라 표면불량의 차이를 육안으로 확인하였 

으며 이를 빛의 방향을 변화하며 촬영한 이미 

지의 광도편차 평균의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정량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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