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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VIEW 를 활용한 실시간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Real-Time Condition Diagnosis System Using LabVIEW for Lens 
Injection Mo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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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real-time condition diagnosis system for the lens injection molding process is 

developed through the use of LabVIEW. The built-in-sensor (BIS) mold, which has pressure and 

temperature sensors in their cavities, is used to capture real-time signals. The measured pressure 

and temperature signals are processed to obtain features such as maximum cavity pressure, 

holding pressure and maximum temperature by the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Using those 

features, an injection molding condition diagnosis model is established based on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In the real-time system using LabVIEW, the front panels of the data 

loading and setting, feature extraction and condition diagnosis are realized. The developed system 

is applied in a real industrial site, and a series of injection molding experiments are conduct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real-time condition diagnosis rate is 96%, and 

applic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real-time system are verified. 

 

KEYWORDS: Lens injection molding (렌즈 사출성형), Injection molding condition diagnosis (사출성형공정상태진단), 

Built-in-Sensor mold (센서장착금형), Real-Time system (실시간시스템), Industrial site application (산업현장적용)

 

 

1. 서론 

 

사출성형 공정은 성형 사이클이 짧고, 생산 능

률이 높아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또한, 사출성형 

공정은 복잡하고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품의 

생산 및 광범위한 수지 재료의 성형을 가능하게 

하여 자동차, 광학 및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부

품을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

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주요 

광학 부품인 렌즈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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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사출성형 공정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렌즈를 생산하는 사출성형 공정의 경우, 

캐비티(Cavity), 게이트(Gate) 및 러너(Runner)의 크

기와 위치, 그리고 사출성형 공정변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렌즈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

출성형 공정을 통해 생산된 렌즈의 불량률을 낮추

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최근에는 사출성형 공정에서 주요 공정

변수가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출성형 공정 모니터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Chen등은 신경망(Neural network) 방법

을 기반으로 사출성형의 여러 공정변수들과 플라

스틱 사출 성형품의 수축률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2 Zhang 등은 반응표면법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및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을 기반으로 사출품의 수축에 영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들을 분석하고, 최적화를 통

하여 최적 공정 변수를 제안하였다.3 

렌즈 사출성형 공정의 경우에도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Tsai등은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다

양한 공정변수와 사출된 광학렌즈의 표면 조도 등

과의 상관 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귀모델을 도출하고 검증하였다.4 또한, 

Kuo등은 사출성형 공정변수들과 렌즈 품질과의 상

관관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최적공정변수를 도출

하였다.5 그리고, Baek 등은 렌즈 사출성형 공정 중 

측정된 캐비티 압력, 노즐 압력 및 스크류 위치 

신호를 기반으로 특징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웨이

블렛 변환 및 확률 신경망 이론을 적용하여 공정

상태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6 

위와 같이, 렌즈 사출성형 공정을 포함한 다양

한 사출성형 공정에서의 공정변수들과 렌즈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술

한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공정 중 측정된 신호를 오

프라인으로 처리한 후 공정상태에 대한 진단을 수

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산업현장의 렌즈 사출성형 

공정 진단에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uilt-in-Sensor (BIS)를 설치

한 사출금형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즉, BIS 

사출금형으로부터 측정된 캐비티 압력 및 온도 신

호로부터 특징요소를 도출하고 이 특징요소를 이용

하여 공정상태를 예측하는 회귀모델(Regression model)

을 구축한 후 LabVIEW를 활용한 렌즈 사출성형 공

정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 구

축을 수행하였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을 실제 렌즈 

사출성형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타당성 및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2.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방법 

 

2.1 특징요소 도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BIS 금형으로부터 수집된 캐비

티 압력 및 온도 신호로부터 각 공정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요소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즉, 본 알고리즘을 통해 캐비티 압력 신호로

부터 최대 압력(Maximum pressure)과 보압(Holding 

pressure)이 도출되고, 캐비티 온도 신호로부터 최

고 온도(Maximum temperature)가 도출된다. Fig. 1에 

캐비티 압력 및 온도 신호 프로파일로부터 도출되

는 특징요소가 주어져 있다. 

 

2.2 반응표면법 기반 회귀모델 

반응표면법은 수학적인 통계적 모델 설계 및 

최소한의 오류를 가지는 회귀 모델을 구축하는 방

(a) Cavity pressure profile 

(b) Cavity temperature profile 

Fig. 1 Feature extraction from cavity pressure and 

temperature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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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써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상관관계를 다

항식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반응표면법

은 다양한 연구에서 관심 부분의 현상 또는 독립변

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에 대한 상관관

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7,8 

본 연구에서는 특징요소 도출 알고리즘을 통하

여 도출된 (1) 최대 압력, (2) 보압 및 (3) 최고 온

도 총 3가지의 특징요소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였고, 

종속변수는 렌즈 사출성형의 각 공정 상태를 의미

하는 레벨로 선정하였다. 이 후 반응표면법을 적

용하여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을 위한 회귀

모델을 구축하였다. 

 

3. 렌즈 사출성형 실험 

 

3.1 렌즈 사출성형 실험 설계 

본 렌즈 사출성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2에 주어진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Sumitomo사의 SE30SUZ 사출기를 사용하였고 재료

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생산용 Zeonex E48R을 

선정하였다. 또한, 렌즈 성형을 위한 금형으로 Fig. 

3(a)에서 보여지듯이 12캐비티 렌즈 8메가 1.4 μm 

픽셀의 금형을 사용하였다. Fig. 3(a)에서 알 수 있

듯이 총 8개의 캐비티에 압력 센서(6157B, Kistler) 

및 온도 센서(K-type thermocouple)를 설치하였으며 

센서가 설치된 캐비티는 Fig. 3(b)에 주어져 있다. 

Fig. 3(b)에 주어져 있듯치 총 8개의 압력 센서 및 

온도 센서가 해당 캐비티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또한, 사출성형 공정을 통해 제작된 렌즈 부품의 

사진이 Fig. 4에 주어져 있다. 

렌즈 사출성형 실험 수행을 위한 사출기의 공

정 조건은 Table 1에 주어져 있으며, 렌즈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압 및 냉각수 온도

(Coolant temperature)를 주요 공정변수로 고려하였

다. Table 2에 주어져 있듯이 렌즈 사출성형 실험 

설계에 있어서 보압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정상적

인 수치로 사용하는 620kgf/cm2 (608 bar)를 기준으

로 하여 본 기준 보압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압 조건으로서 각각 320 kgf/cm2 (314 bar) 및 470 

kgf/cm2 (461 bar) 를 고려하였고, 높은 보압 조건으

로서 각각 770 kgf/cm2 (755 bar) 및 920 kgf/cm2 (902 

bar) 를 고려하여 총 5개의 사출성형 공정 실험 조

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냉각수 온도는 수지의 물

성을 고려하여 132 °C를 선정하여 모든 실험 조건

에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 

Fig. 2 Photo of the injection molding machine 

(SE30DUZ) 

 

(a) Lens mold   (b) Cavities with built-in-sensors

Fig. 3 Photo of the lens mold and schematic of the 

cavities with built-in-sensors 

 

Fig. 4 Fabricated lenses from the BIS mold 

 

Table 1 Experimental setup and conditions 

Injection molding
machine 

Company Sumitomo 

Max. capacity 30 Ton 

Polymer Zeonex E48R 

Fixed variables 

V/P switchover point: 2.7 mm 
Holding time: 2 s 
Filling time: 4 s 

Cycle time: 22.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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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design 

No. 
Holding pressure 

(kgf/cm2,bar) 
Coolant temperature

(°C) 
Ex.1 320 (314 bar) 

132 
Ex.2 470 (461 bar) 
Ex.3 620 (608 bar) 
Ex.4 770 (755 bar) 
Ex.5 920 (902 bar) 

 

3.2 렌즈 사출성형 실험 결과 

Table 2에 주어진 5가지 공정 상태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여 금형에 설치된 압력센서 및 온도센서

를 통해 캐비티 압력 및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캐비

티 1에서 측정된 대표적인 프로파일이 Fig. 5에 주어

져 있다. Fig. 5(a)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공정 조건에

서 사출이 시작 단계에서 수지의 유입으로 인한 

캐비티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정 상태 Ex. 1에서Ex. 5까지의 경우

에서 알 수 있듯이 설정 보압의 증가에 따라서 최

대 압력 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최대 압력지

점 이후에는 냉각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때, 냉

각으로 인한 사출품의 수축량을 보상하기 위한 보

압 단계가 진행이 되어 캐비티 압력이 일정한 값

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된 캐비티 온도 프로파일은 Fig. 5(b)에 주

어져 있다. 캐비티의 최고 온도는 각 공정 조건에

서 유사한 값을 갖는데 이는 실험 설계에서 냉각

수 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또한, 온도의 최고점 이후 각 공정조건에서의 

냉각 거동은 보압이 증가할수록 냉각 속도가 다소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모델 개발 

 

4.1 특징 요소 도출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모니터링 및 진단을 

위하여 2.1 절에서 기술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공정상태 실험 조건으로부터 측정된 캐비티 

압력 및 온도 신호 프로파일로부터 최대 압력, 

보압 및 최고 온도의 3가지 특징요소를 도출하였

다. Table 2에 주어진 각 실험 조건 별로 40사이클

씩 총 200 사이클의 렌즈 사출성형 공정이 수행

되었다. Fig. 6은 각 실험 조건 별로 도출된 특징

요소인 최대 압력, 보압 및 최고 온도를 보여주

고 있다. 

Figs. 6(a)와 6(b)에서 알 수 있듯이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캐비티 최대 압력 및 보압의 경우 설

정 보압이 증가하는 각 공정 조건에 따라 증가하

였다. 또한, Fig. 6(c)에서 알 수 있듯이 캐비티 최고 

온도의 경우 편차 약 3 °C정도 수준에서 모든 공

정 조건에서 유사한 값을 갖고 있다. 따라서, 캐비

티 압력 관련 특징요소들이 공정변수의 변화에 따

른 일정한 변화 패턴을 갖기 때문에, 렌즈 사출성

형 공정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주요한 지배 요소로 

판단된다. 

 

4.2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모델 구축 

4.1절에서 도출된 특징요소를 이용하여 반응표

면법 기반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회귀 모

델을 구축하였다. 즉, 본 회귀 모델의 입력변수는 

3가지 특징요소이고, Table 2에 주어진1부터 5까지

의 실험 조건을 각각 다른 공정 상태 레벨로 대응

시키고 이를 회귀 모델의 반응 요인으로 설정하였

다. 대표적으로 총 8캐비티 중 C1 캐비티의 회귀

모델이 수식(1)에 주어졌으며, 구축된 회귀모델의 

결정계수(R2) 값은 98.3 %로 신뢰성 있는 회귀 모

델이 구축된 것을 확인하였다. 

(a) Cavity pressure profiles 

(b) Cavity temperature profiles 

Fig. 5 Measured signal profiles from cav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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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pressure 

 
(b) Holding pressure 

 
(c) Maximum cavity temperature 

Fig. 6 Extracted features from the measured cavity 

pressure and temperature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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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 maximum pressure, x2 = holding pressure, x3 = 
maximum cavity temperature) 

 
(a) Data loading and setting panel 

 
(b) Feature extraction panel 

 
(c) Injection molding condition diagnosis panel 

Fig. 7 Snapshots of the developed real-time lens 

injection molding condition diagnosis system 

 

5. 산업현장 적용 실시간 렌즈 사출성형 공정

상태 진단 

 

5.1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시스템 구축 

4.2절에서 도출된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

단 모델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

기 위하여 Fig. 7에 주어진 것처럼 LabVIEW 기반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 7(a)는 

측정된 캐비티 압력 및 온도 신호를 불러오는 기

능을 수행하는 프런트 패널(Front panel)의 사진으

로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특정 캐비티의 설정,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파일 위치와 측정된 캐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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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oto of the experimental setup of the real-time 

lens injection molding condition diagnosis system 

in the industrial site 

 

압력 및 온도 데이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Fig. 7(b)에 주어진 특징요소 모니터링 프런트 패널

에서는 3.2절과 4.1절에서 설명된 특징요소 도출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도출한 최대 압력, 보압, 최고 

온도 등 총 3가지의 특징요소 값을 가시화하여 실

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Fig. 7(c)에 주어진 사출성

형 공정상태 진단 프런트 패널에서는 4.2절에 주어

진 진단 회귀모델을 기반으로 해당 사출성형 공정

의 상태를 식별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5.2 실시간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시

스템의 산업현장 적용 및 검증 

구축된 실시간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시스템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였으며 그 사진

이 Fig. 8에 주어져 있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산업현장 사출기의 렌즈 사출성형 공정 중 

측정된 캐비티 압력 및 온도는 신호 증폭기와 

DAQ 시스템을 통해 공정 상태 진단 시스템에 입

력되며 이를 통해 렌즈 사출 성형 공정 실시간 모

니터링 및 진단이 수행된다. 

또한 Fig. 9에는 렌즈 사출성형의 각 공정조건 

별로 압력 및 온도 센서가 설치된 8개 캐비티에서

의 실시간 공정상태 진단율의 평균값이 주어져 

 

Fig. 9 Real-Time injection molding condition diagnosis 

rates for each experimental case - average values 

 

있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조건 별 평균 실

시간 공정상태 진단율이 최소 91%, 최대 100%이

다. 이와 더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평균 실

시간 공정상태 진단율이 96% 이므로 구축된 실시

간 렌즈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시스템의 산업현

장 적용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된 본 검증 실험은 각 공

정 상태 실험 조건 별로 10사이클씩 총 50사이클

의 렌즈 사출성형 공정 수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Table 3에는 각 실험 조건에 있어서 캐비티 별 사

출 성형 공정 상태 진단율이 주어져 있다. 즉, 총 

12개의 캐비티 중 캐비티 압력 및 온도 센서가 설

치되어 있는 8개의 캐비티에 대하여 5가지 사출 

공정 상태에 대한 실시간 진단율이 주어져 있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캐비티 별로 렌즈 사

출성형 공정상태 실시간 진단율을 고찰할 때 최소 

7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평균 

실시간 진단율은 96% 이다. 

사출성형 공정상태 진단 중 발생하는 공정상태 

오진단은 수지의 유동에 따라 동일한 공정조건이

라 할지라도 금형에 설치된 센서에 전달되는 온도

에 편차가 일부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the real-time lens injection molding condition diagnosis rate 

No. (%) Cavity 1 Cavity 2 Cavity 4 Cavity 5 Cavity 7 Cavity 8 Cavity 10 Cavity 11

Ex.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 

Ex.2 70 100 70 90 100 100 100 100 

Ex.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0 

Ex.5 90 100 90 100 100 9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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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는BIS 금형을 이용한 실시간 렌즈 

사출성형 공정 상태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금형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캐비티 압력 및 온도 신호로부터 

최대 압력, 보압 및 최고 온도의 3가지 특징요소

를 도출하고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렌즈 사출성형 

공정 상태 진단 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델

은 LabVIEW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공정 상태 모

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으로 구현되었다. 상기한 

LabVIEW 기반 시스템은 캐비티 압력 및 온도 센

서 데이터 설정 및 로드, 특징요소 추출 및 공정

상태 진단의 3가지 프런트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구축된 LabVIEW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진

단 시스템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주어진 각 

공정 조건 별로 최소 91% 이상 및 전체적으로는 

96% 의 평균 진단율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사출성형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렌즈

의 품질 요소인 형상오차 등과 각 공정조건에서 

도출되는 특징요소 간의 상관관계 탐구를 통한 렌

즈 품질 예측 알고리즘 및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

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렌즈 품질 예측 시스

템을 개발하여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등 관련 

연구를 심화 및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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