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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추세에 힘입어 휴

대폰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휴대폰에 장착되

는 카메라도 점차적으로 고도화되어 현재는 1000

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기존

의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나가고 있

다.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의 제작을 위해 일반적

으로 4 매 이상의 얇은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 내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통상

적으로 외경 5 mm, 두께 1 mm 이하의 초소형 렌

즈를 사용하고 있다.(1,2)
 

초소형 플라스틱 렌즈는 일반적으로 사출성형을 

통해 제작된다. 사출성형은 고온에서 가소화된 고

분자 수지를 금형 내부로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하

는 공정으로, 제품의 두께가 얇은 경우 수지의 유

동성이 저하되어 성형불량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특히 두께가 얇은 플라스틱 렌즈의 경우 웰드라인

Key Words: Injection Molding(사출성형), Subminiature Lens(초소형 렌즈), Shell Runner(박판형 러너) 

초록: 최근 휴대폰용 카메라에 널리 사용되는 초소형 렌즈는 사출성형으로 생산되고 있다. 초소형 렌즈

는 제품 크기에 비해 러너부가 상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이에 특화된 금형설계 및 

성형조건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렌즈의 사출성형을 위한 박판형 러너구조를 제안하

였다. 제안된 러너구조를 적용한 사출성형 공정의 전산모사를 수행하고, 해석 결과를 기존의 원통형 러

너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 박판형 러너의 경우 원통형 러너에 비해 냉각시간이 상당부분 절감

되나 사출압은 다소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판형 러너의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여 

유동특성과 냉각특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러너두께를 결정하였다. 

Abstract: Subminiature lenses are currently widely used in mobile phone cameras and are usually produced by 

injection molding. The lens molding process has the unique feature of a runner volume that is much larger than the part 

volume, and this featur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mold design and molding conditions. In this study, 

a shell-type runner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ylindrical runner used for lens molding. An 

injection molding simulation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proposed shell runner, and the simulation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cylindrical runner case. It was found that the shell runner could considerably reduce the 

runner cooling time with only a slight increase in the injection pressure. The effect of the runner thickness was then 

investigated numerically in terms of the mold filling and cooling characteristics, from which an optimal runner 

thickness could be determined. 

† Corresponding Author, kpark@seoultech.ac.kr 

Ⓒ 2015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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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line),(3,4) 흐름자국(Flow mark)(5,6) 등의 표면불

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적절한 금형설계 변수 및 공정조건의 

설정이 필요하다.(7,8) 

초소형 렌즈의 사출성형이 일반 사출성형과 차

별화되는 특성은 유동안내부(Delivery system)의 부

피가 제품부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유

동안내부는 스프루(Sprue), 러너(Runner), 게이트

(Gate)의 순서로 사출성형기 노즐에서 분사된 수

지를 캐비티 내로 전달하는 유로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인 사출성형에서는 전체 성형부의 2~30%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초소형 렌즈 사출성형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다개취수(Multi-cavity) 금형으

로 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성형부의 90% 이상

이 유동안내부에 해당하며, 특히 러너부에서 발생

하는 압력강하와 러너부 냉각 소요시간 등이 성형

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형설계시 유의해야 한다.(5) 

일반적으로 렌즈용 사출금형은 H-분기형 구조

를 사용하여 다캐비티 성형을 하도록 설계되나,(9) 

최근에는 초소형 렌즈 성형시 유동균형 및 러너소

재 절감 등을 목적으로 방사형 러너구조가 채택되

고 있다.(10) 사출금형의 러너는 성형시 유동특성 

향상을 위해서는 단면적을 크게 설계해야 하는 반

면 냉각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단면적을 줄

여야 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11) 초소

형 렌즈의 경우 유동특성과 냉각특성을 동시에 향

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러너설계가 필요하다.(12)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렌즈 사출성형시 러너의

유동특성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냉각시간

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원통형 러

너(Cylindrical runner) 구조에서 탈피한 박판형 러너

(Shell runner)를 제안하고, CAE 해석을 적용하여 

박판형 러너 적용시의 유동특성과 냉각특성을 고

찰하고자 한다. 또한 러너의 크기 변화시 발생되

는 유동특성과 냉각특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최적의 러너크기를 결정하고자 한다. 

2. 초소형 렌즈 사출성형 

2.1 초소형 렌즈 사출성형 특성 

Fig. 1 에 휴대폰 카메라에 사용되는 초소형 렌

즈의 단면형상 및 주요 치수를 도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초소형 렌즈는 외경 4.5 

mm 의 크기로 입사면은 오목하고 출사면은 볼록

한 형상을 갖고 있으며, 입사면과 출사면의 곡률

반경은 각각 2, 10 mm 로 설계되었다. 입사면과  

 
Fig. 1 Dimensional configuration of a subminiature lens 

(unit: mm) 

 

 

Fig. 2 Three-dimensional view for the delivery system of 
12-cavity subminiature lenses 

 
 

출사면간 곡률반경의 차이로 인해 렌즈의 중심쪽

으로 갈수록 두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형상으

로 표현되며, 중심부에서의 최소두께는 0.3 mm 에 

해당한다. 

Fig. 2 에 상기 렌즈를 성형하기 위한 사출금형

유동안내부의 형상을 도시하였다. 유동안내부는 12

개취수 금형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스프루 끝

단에서 6 개의 주러너(Main runner)를 통해 6 개의 

방향으로 유동이 분기되며, 이후 각 주러너에서 2

개의 보조러너(Sub-runner)로 분기되는 방사형 구

조를 채택하였다. 러너는 원통형 러너를 사용하였

으며, 주러너와 보조러너의 직경을 각각 2.5, 2.3 

mm로 설계하였다. 스프루 끝단의 직경은 2.5 mm, 

길이는 45 mm로 설계하였으며, 게이트의 폭과 두

께는 각각 0.9, 0.35 mm로 설계하였다. 

상기 러너구조 적용시 초소형 렌즈의 사출성형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유동해석(Fill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해석은 Moldex3D®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러너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1/6 영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해석시 수지는 Mitsubishi 사

의 Iupizeta EP5000(Polycarbonate)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 상세한 사출성형조건을 요약하였다. 

Fig. 3(a)에 수지 충전시간에 따른 렌즈내부의 유

동패턴을 도시하였다. 유동패턴을 살펴보면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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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통과 후 볼록한 형태로 퍼져나가다가 렌즈 중

심부에서 수평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며, 중심부에

서 유동이 정체되면서 오목한 형태(‘V’자 형태)로 

진전됨을 알 수 있다. 상기 유동정체 현상의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해 Fig. 3(b)와 (c)에 충전 완료시 

렌즈 내부(XY 단면)에서의 속도분포와 온도분포

를 도시하였다. Fig. 3(b)의 속도분포를 보면 렌즈 

중심부 속도가 주변부의 1/2 이하로 감소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심부의 두께 감소로 인해 유동

저항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3(c)의 

온도분포를 보면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부에 비해 

30oC 이상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중심부에

서의 속도 및 온도의 국부적인 저하로 인해 용융

수지의 점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유동의 국부

적인 정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기 국

부적인 유동의 정체는 웰드라인, 흐름자국 등의 

표면결함을 유발할 수 있어 정밀한 광학적 특성을 

요구하는 렌즈에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5)  

 
Table 1 Injection molding conditions 

Property Value 

Melt temperature (oC) 260 

Mold temperature (oC) 130 

Injection time (s) 0.5 

Packing time (s) 4.0 

Cooling time (s) 12 

Mold open time (s) 5.0 

 

 
(a)                     (b) 

 
(c)                     (d) 

Fig. 3 Filling analysis results of the subminiature lens: 
(a) filling pattern, (b) velocity, (c) temperature, 
and (d) pressure distribution 

Fig. 3(d)에 충전 완료시 렌즈 내부의 압력분포를 

도시하였다. 역시 렌즈면 중심부에서의 두께 감소

로 인해 게이트 통과 시점에서부터 렌즈면 통과 

시점까지의 압력구배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압력변화에 대한 추가적 고찰을 위해 시간대별 사

출압 변화를 Fig. 4 에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그래

프를 보면 스푸루에서 주러너가 분기되는 1 차 분

기점(A)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게이트를 통과한 이후 급증함을 알 수 

있는데, 게이트 통과시점(C)부터 렌즈면 종료시점

(E) 사이의 압력구배가 17.2 MPa 로 나타나 전체 

사출압(47.9 MPa)의 36%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렌즈면에 발생되는 표면결함을 줄이기 위

해서는 C-E 구간에서의 압력구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2.2 러너 직경에 따른 유동해석 

앞절의 금형설계안을 보면 주러너의 직경이 2.5 

mm 로 일반적인 사출금형 설계 관행에 비해 러

너의 직경이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Fig.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성형품의 두께가 0.3-

0.5 mm의 범위인 점을 감안하면 제품두께에 비해 

러너경이 5 배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러너경이 제품두께에 비해 훨

씬 큰 경우 성형종료 후 냉각과정에서 러너를 냉

각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성형시간을 지

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러너의 직경

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러너경이 너무 

작은 경우 좁은 유로로 인해 사출압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Fig. 3 에서 볼 수 있듯

이 중심두께가 얇은 초소형 렌즈의 경우 사출압이 

높아지면 렌즈면 통과시(C-E 구간)의 압력구배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여 렌즈면에서의 표면불량이 발 

 

 
Fig. 4 Injection pressure profile at various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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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filling analysis results with 
a variation in the runner diameter 

Runner diameter (mm) 2.7 2.5 2.3 

Runner volume (mm3) 1414 1271 1166 

Injection time (s) 0.504 0.462 0.422 

Injection pressure (MPa) 45.84 47.87 49.10 

Pressure difference (MPa) 16.88 17.17 17.14 

 

 

 
Fig. 5 Comparison of pressure profiles with a variation 

in the runner diameter 

 
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너 크기에 따른 초소형 렌즈의

사출성형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러너직경을 변경

해가며 유동해석을 실시하였다. 주러너 직경을 각

각 2.7, 2.5, 2.3 mm 로 변화시켰고, 보조러너 직경

은 주러너 직경보다 0.2 mm 씩 작게 설계하였다. 

스프루와 게이트는 2.1 절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사출성형 조건은 Table 1 에 제시된 조건을 사용하

였으며, 각각의 경우에서 러너부 체적차이를 감안

하여 동일한 유량속도(3.29 cm3/s)가 부여되도록 

Table 2와 같이 사출시간을 설정하였다. 

Fig. 5 에 러너직경에 따른 압력변화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러너경이 작을수록 게이

트에 빨리 도달하는 반면 게이트 도달시의 사출압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좁은 유로를 통

과하며 유동저항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렌즈면 통과시의 압력구배(Pressure difference)

는 러너직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Table 2 에 각각

의 경우에 대한 최대사출압과 압력구배를 비교하

였다. 러너경이 2.7 mm 에서 2.5 mm 로 감소한 경

우, 최대사출압은 2.03 MPa 증가한 반면 압력구배

는 0.29 MPa 만큼의 증가를 보여 상대적인 증가폭 

 

Fig. 6 Configuration of the cooling channels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러너경이 2.5 mm 에

서 2.3 mm로 감소한 경우, 최대사출압은 1.23 MPa 

증가한 반면 압력구배는 0.03 MPa 만큼의 증가를 

보여 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러너경이 감소됨에 따라 단면내 유속이 증가하여 

전단가열(Shear heating)의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3 러너 직경에 따른 냉각해석 

2.2 절에서 제시한 3 가지 러너모델에 대한 냉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냉각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6 에 냉각회로의 기본 구조를 도시하였으며, 고정

측과 가동측의 회로에 온도 130 oC 의 냉각유가 

120 cm3/s 의 유량속도로 공급되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금형과의 열전달에 의한 과도적인 온

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금형부를 포함한 3 차원 

열전달 해석을 적용하여 러너의 온도변화를 관찰

하였다.(13) 

Fig. 7(a)에 러너직경에 따른 보압 종료 시점에서

의 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렌즈

부의 온도는 135 oC 이하로 나타나 수지의 취출온

도(145 oC) 이하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러

너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특히 

주러너와 보조러너가 분기되는 분기점에서 고온부

(Hot spot)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결

과로부터 성형품(렌즈)는 충분히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너부의 냉각을 위해 추가적인 냉각시

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러너 고

온부의 최고온도는 러너직경 2.7, 2.5, 2.3 mm인 경

우 각각 205.0, 192.8, 186.6 oC로 나타나 러너 직경

이 클수록 러너의 온도가 높아 냉각시간이 길게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너경에 따른 적정 냉각시간의 정량적인 비교

를 위해 Fig. 7(b)에 시간경과에 따른 고온부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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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al temperature distributions 

 
(b) Temperature profiles at the hot spot 

Fig. 7 Comparison of cooling analysis results with a
 variation in runner diameter  

 

도적인 온도변화를 도시하였다. 상기 냉각곡선을 

토대로 러너 분기점에서의 고온부 온도가 취출온

도(145 oC)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

로 러너별 적정 냉각시간을 산출하였다. 이때 적

정 냉각시간은 수지 충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취출

온도에 도달한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적정 냉각시간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면 러너경이 2.7 mm인 경우 12.13 s로 예측

된 반면 러너경이 2.5 mm 인 경우 10.12 s 로 17% 

절감되었으며, 러너경이 2.3 mm 인 경우 8.75 s 로 

28% 절감됨을 확인하였다. 

3. 박판형 러너 적용시 성형특성 고찰  

3.1 박판형 러너의 설계 개요 

2 장의 결과로부터 러너경이 감소될 경우 냉각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절

감효과가 크지 않고(30% 이하) 러너경 감소에 따

른 압력증가와 가공/성형상의 최소 치수를 감안하

면 더 이상의 러너경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통형 러너

설계에서 탈피한 박판형 러너(Shell runner)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Fig. 8 에 12 개취수 렌즈금형에 대한 박판형 러 

 
Fig. 8 Configuration and parameters of shell runner 

 

너의 기본 구조를 도시하였다. 박판형 러너는 스

프루 끝단에서 일정한 두께로 방사형으로 퍼져나

가다 여러 방향으로 분기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상기 박판형 러너는 원통형 러너에 비해 얇은 두

께로 설계가 가능하여 러너부의 냉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3.2 박판형 러너의 사출성형 해석 

박판형 러너 적용시 사출성형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유동해석과 냉각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시 

기본적인 금형설계(스프루, 게이트 및 냉각회로 

설계) 사양과 사출성형 조건은 2 장의 원통형 러

너 해석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해석시 박판형 

러너의 두께(t)와 곡률반경(r)은 각각 1.3 mm와 3.0 

mm 로 설정하였고, 대칭성을 고려하여 1/12 영역

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9 에 박판형 러너 적용시 충전시간에 따른 

사출압 변화를 원통형 러너(직경 2.5 mm)의 결과

와 함께 그래프로 도시하였으며, Table 3에 정량적

인 결과를 비교하였다. 박판형 러너의 체적(1560 

mm3)이 원통형 러너의 체적(1414 mm3)보다 증가한 

관계로 사출시간도 0.561 s 로 원통형 러너의 경우

(0.462 s)에 비해 소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최대

사출압은 58.09 MPa 로 예측되어 원통형 러너의 

경우(47.87 MPa)에 비해 10.22 MPa 증가되었는데, 

이는 러너부의 두께감소로 인해 유동저항이 증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렌즈부 압력구배

는 22.60 MPa 로 나타나 원통형 러너의 경우(17.17 

MPa)에 비해 5.43 MPa 정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박판형 러너 적용시 원통

형 러너에 비해 20% 정도의 사출압이 증가되며, 

이중 러너부와 렌즈부에서의 압력증가가 각각 절

반 정도의 비중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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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filling analysis results 

Runner type Cylindrical Shell 

Runner volume (mm3) 1414 1560 

Injection time (s) 0.462 0.561 

Injection pressure (MPa) 47.87 58.09 

Pressure difference (MPa) 17.17 22.60 

 
 

 
Fig. 9 Comparison of the injection pressure profiles for 

the cylindrical and shell runner cases. 
 

 
(a) Sectional temperature distributions (unit: oC) 

 
(b) Temperature profiles at the hot spot 

Fig. 10 Comparison of cooling analysis results with 
a variation in runner type 

 

Fig. 10(a)에 보압 종료 시점에서의 단면 온도분

포를 원통형 러너(직경 2.5 mm)의 경우와 비교하

여 도시하였다. 원통형 러너의 경우 분기되는 분

기점에서 고온부가 발생되는 반면 박판형 러너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른 온도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러너 최고온도는 148.3 oC 로 나타나 원통

형 러너(192.8 oC)의 경우보다 44.5 oC 낮게 나타났

다. 이에 따른 냉각시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Fig. 10(b)에 냉각시간에 따른 고온부의 온도변화를 

비교하였다. 박판형 러너의 경우 충전완료 후 취

출온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4.54 s 로 

예측되어 원통형 러너의 경우(10.12 s)에 비해 절

반 이하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3.3 러너 두께변화에 따른 성형해석 

박판형 러너의 두께에 따른 유동특성 및 냉각특

성을 고찰하기 위해 러너 두께를 1.1, 1.3, 1.5 mm

로 변화시켜가며 사출성형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

석을 위한 사출성형 조건은 3.2 절과 동일하게 설

정하였으며, 대칭성을 고려하여 1/12 영역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1에 러너두께에 따른 사출압의 변화를 그래

프로 도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러너부에서는 서서히 

압력이 증가하다 게이트 통과 이후 급증하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러너두께가 감소할수록 러너

부 통과시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에 정량적인 결과를 비교하였다. 최대사출압

은 러너두께 감소에 따라 최대 7.93 MPa 의 증가를 

보인 반면 압력구배는 최대 1.63 MPs의 증가를 보여 

렌즈 영역의 성형과정에서 발생되는 압력강하의 차

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경우 압력강하

가 20 MPa 이상으로 나타나 원통형 러너의 경우에 

비해 2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사출압은 박판

형 러너의 최소치(54.6 MPa, 두께 1.5 mm의 경우)가 

원통형 러너의 최대치(49.1 MPa, 직경 2.3 mm 의 경

우)에 비해 10% 정도 높게 나타나 박판형 러너 사

용시 유동저항 증가에 의한 사출압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a)에 러너두께에 따른 보압 종료 시점에

서의 단면 온도분포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러

너부의 두께가 감소될수록 온도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b)에 시간경과에 따른 고

온부의 과도적인 온도변화를 도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러너별 적정 냉각시간을 산정하였다. 냉

각시간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면 러너두께가 1.5 

mm인 경우 5.88 s로 예측되어 러너두께가 1.3 mm

인 경우(4.54 s)에 비해 29.5% 증가되었으며, 러너

두께가 1.1 mm 인 경우 3.75 s 로 예측되어 17.4% 

절감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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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filling analysis results with 
a variation in the runner thickness 

Runner diameter (mm) 1.1 1.3 1.5 

Runner volume (mm3) 1292 1457 1621 

Injection time (s) 0.483 0.527 0.577 

Injection pressure (MPa) 62.56 56.48 54.63 

Pressure difference (MPa) 22.35 20.72 21.51 

 

 
Fig. 11 Comparison of the pressure difference in the

 shell runner with various runner thicknesses 
 

 
(a) Sectional temperature distributions (unit: oC) 

 
(b) Temperature profiles at the hot spot 

Fig. 12 Comparison of cooling analysis results with a 
variation in runner thickness 

 

3.4 결과 및 토의 

상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박판형 러너의 경 

 
Fig. 13 Comparison of the total performance for each 

runner system 

 

우 냉각특성은 기존의 원통형 러너에 비해 대폭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출압 및 압력구배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반된 

효과는 러너두께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여 유동특성과 냉각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설계안의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특성과 냉각특성의 종합적인 

고려를 위해 최대사출압(Pmax), 압력구배(∆P), 냉각

시간(tcool)의 3 가지 결과에 대한 정규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Pmax* = Pmax / Pmax’              (1) 

      ∆P* = ∆P / ∆P’                 (2) 

      tcool* = tcool / tcool’                (3) 

 

여기서 위첨자 ’는 기준조건인 직경 2.5 mm 원통

형 러너의 결과치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상태비

율을 각 결과의 정규치(위첨자 *로 표기)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기준조건의 경우 각각의 정규치는 

1.0 으로 정의되며, 1 보다 작게 나타날수록 유동특

성과 냉각특성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Fig. 13 에 러너형태와 크기(원통형 러너의 경우

직경, 박판형 러너의 경우 두께)에 따른 상기 3 가

지 정규치를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3 가지 정규치

중 최대사출압과 압력구배는 유동특성을, 냉각시

간은 냉각특성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품질과 직결되는 유동특성의 비중을 생산성과 관

련되는 냉각특성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정규치에 대한 가중치를 1 로 설정하여 합산하였

다. 정규치의 총합을 비교하면 원통형 러너의 경

우 직경 2.3 mm인 경우 2.89로 가장 좋게 나타났

으며, 박판형 러너의 경우 두께 1.3 mm 의 경우 

2.83 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여 개선폭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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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렌즈 사출성형시 냉각시

간 절감을 위해 박판형 러너를 제안하였고, 기존 

원통형 러너와의 차이점을 성형해석을 통해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소형 렌즈 성형공정의 유동해석을 실시한

결과 렌즈 중앙부의 두께감소에 의해 중심부에서

유동의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성형해석시 냉각특성뿐만 아니

라 유동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2) 원통형 러너의 직경을 감소시키며 성형해석

을 실시한 결과 러너경이 감소될수록 냉각시간이 

절감되어 생산성이 최대 28% 향상된 반면 최대사

출압과 렌즈면에서의 압력구배는 증가되어 유동특

성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3) 박판형 러너의 경우 원통형 러너에 비해 러

너부 냉각시간이 50% 이하로 감소되어 냉각효율

이 2 배 이상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때의 

압력구배는 20% 정도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4) 박판형 러너의 두께를 변화시키며 성형해석

을 수행한 결과 두께가 얇아질수록 냉각시간은 절

감되고 최대사출압과 압력구배는 상승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두께 

1.3 mm 의 박판형 러너 적용시 가장 좋은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로부터 박판형 러너 적용시 러너부 냉

각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기 결

과는 스프루부의 냉각시간은 제외한 결과이며, 실

제 사출성형시 냉각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스프루부의 냉각시간을 추가적으로 단축

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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