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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still needed to study the effect of process conditions on the final properties of injection–molded parts for producing 

precision optical products. Especially, the optical anisotropy, i.e., birefringence, is a significant factor to affect the function 
of many optical components.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focused on the effect of holding and compression processes on 
the birefringence remaining in the transparent disc by examining the gap-wise distribution of birefringence and extinction 
angle. As a result, two extra birefringence and extinction peaks near the center in thickness direction showed the effect of 
holding pressure, which came from the flow in packing stage. However, more uniform birefringence distribution than 
injection-only cases could be found in injection/compression cases. Depends on the process condition even the flow 
reversal could be found from the distribution of extinction angle. Finally, graphical representation of optical indicatrix was 
added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final structure of injection-only and injection/compress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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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광학용 플라스틱 수지의 개발과 대량 생
산이 가능한 사출 및 사출/압축 성형 기술의 개발

로 유리제품을 대체하는 투명 플라스틱 광학제품

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CD, DVD, 
BD(Blu-ray Disk)등의 광 저장장치를 가장 대표적

인 예로 들 수 있으며[2~5], 점차 디스크 드라이버

용 픽업(pick-up) 렌즈나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

는 F-θ렌즈 등으로 그 응용범주를 늘렸으며[6, 7], 
최근에는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는 TFT-LCD용 도
광판의 생산에 적용되고 있다[8]. 이들 제품이 광
학 제품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미크론 이하 단위

의 치수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편광 현상에 따른 
광학적 이방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많은 광학 부품들이 굴절률, 
투과율 및 초점거리가 주요 관리 포인트가 되겠

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제품의 설계단계 또는 재
료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며, 제품의 생산과

정에서는 제품 내에 남아있는 잔류응력이나 광학

적 이방성, 즉, 복굴절이 중요한 관리기준이 될 
수 있다. 성형 후 제품 내에 남아 있는 잔류 복굴

절은 빛을 이용하여 신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데
이터의 왜곡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제품 외관에

서는 볼 수 없었던 성능상의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8, 9]. 따라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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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사출 및 사출/압축 성형에서의 인자들에 대한 세
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1].  
복굴절은 크게 유동에 의한 복굴절과 열에 의

한 복굴절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유동에 의
한 복굴절(flow-induced birefringence)은 충전과 보
압과정 동안 높은 압력을 받아 배향된 고분자 체
인이 평형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채로 냉각되어 
성형품 내에 남아 발생되는 것이며, 열에 의한 복
굴절(thermally-induced birefringence)은 제품 내의 
온도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사출부터 제품 
취출 후까지 제품의 불 균일한 냉각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복굴절을 줄
이기 위한 많은 연구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Isayev 와 Hieber[2], Lee와 Isayev[5]는 center-gated 
disk에 Leonov모델을 적용하여 충전과 냉각과정에

서 발생하는 유동에 의한 잔류응력과 복굴절을 
예측하였으며, Lee 등[3, 4]은 사출/압축 성형과 열
에 의한 복굴절 구조까지 수치해석의 범위를 넓
혀 최종 사출품에 남는 복굴절을 감소시킬 수 있
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사출 및 사출/압축성형에서 

조건에 따른 MOD(Magnetic-Optical-Disc)의 두께방

향으로의 복굴절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성형조건

의 변화가 최종 사출품의 광학적 이방성의 구조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
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압 및 
사출 후 압축이 복굴절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형품 내의 광학적 이
방성의 분포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차
원적 분포를 나타내는 광학 타원을 이용하여 복
굴절 분포를 표현하였다[10]. 

 

2. 이론적 배경 

 
2.1 사출 및 사출/압축 성형의 개요 

최근에 사출성형공정이 광학부품에 많이 적용

되기 시작하면서, 미세패턴의 충전 및 광 특성의 
향상 등을 위해 사출/압축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일반 사출 성형방식이 금형을 닫은 
상태에서 용융수지를 고압으로 주입하여 보압 및 
냉각과정을 거치는 공정이라면, 이와는 달리, 사

출/압축공정은 충전이 시작되기 전에 금형을 미리 
열어두거나, 초기에 낮은 형체력을 설정해두어 충
전 중 금형이 열리게 한 후 높은 형체력으로 형

폐하여 압축을 가하는 방식이다.  
사출/압축은 Fig.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금형 

구조 및 압축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금형 
구조에 의한 분류는, 금형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코어의 작동만으로 압축하는 코어압축(partial or 
core compression)방식과 이동측 금형 전체를 작동

하여 압축하는 방식(mold compression)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압축 방법에 따른 분류는 사출압축모

드(injection compression mode)와 사출 프레스 모드

(injection press mode)로 구분할 수 있다.  
 

Injection/Compression 
molding

Core compression
molding

Injection press 
molding

Injection compression
mode

Injection press
mode

Classification by 
Mold structure

Classification by 
Compression method

 
Fig. 1 Classification of injection and injection 

/compression molding 
 

  사출/압축 모드는 초기에 매우 적은 형체력으로 
금형을 체결하고 있다가 사출과정에서 수지가 캐
비티 내에 유입될 때, 사출압력에 의해 이동측 금
형이 뒤로 밀렸다가(δ) 설정 값 이상이 되면 두 
번째 형체력이 작용하여 제품을 압축하는 방식이

다. 이와는 달리, 사출 프레스 모드는 사출 전에 
금형을 초기 설정치(δ) 만큼 미리 금형을 열어놓

았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금형을 닫음으로써 압축

을 하는 방식이다[9]. 사출/압축성형 공정 시 금형

의 작동 순서를 Fig. 2 에 일반 사출성형과 비교하

여 정리하였다. 
  일반적인 사출성형은 용융 수지를 게이트에서 
고압으로 주입한 후, 수축한 양은 보압을 통해서 
보충하게 된다. 따라서, 성형품은 게이트 부근에

서 금형 내 수지 압력이 높고 게이트에서 떨어 
질수록 압력이 낮아 지는 압력 분포를 가지게 되
며, 이로 인한 잔류응력 및 복굴절의 분포가 발생

하게 된다. 반면에, 사출/압축성형은 금형면 전체

에 균일한 압력을 가할 수 있어 제품 내에 유동

에 의한 배향을 완화시키고, 제품 내 전체적으로 
잔류응력 및 복굴절의 분포를 줄일 수 있다[3, 4]. 
또한, 사출압력의 저감과 치수정밀도 향상, 전사

성 향상이 가능하며[9],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금형가공에 있어서 정밀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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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압축 시 역류방지를 위한 게이트 차단(gate 
sealing) 방법, 성형기의 정밀 제어 등, 성형변수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1]. 
 

Injection with initially 
high clamping force

Mold close EjectionInjection with initially 
high clamping force

Injection with initially 
high clamping force

Mold closeMold close EjectionEjection

Mold close with 
low clamping force

Mold close with 
low clamping force

InjectionInjection Mold opened(δ) by
Injection pressure

δ

Mold opened(δ) by
Injection pressure

δ

Mold close with 
high clamping force

Mold close with 
high clamping force

EjectionEjection

Mold opened(δ) Injection with
open state

δ δ

Mold close with 
high clamping force

EjectionMold opened(δ) Injection with
open state

δδ δδ

Mold close with 
high clamping force

Ejection

(a)

(b)

(c)  
Fig. 2 Injection/compression molding mechanism: 

conventional injection molding (a), injection-
compression mode (b) and injection-press 
mode (c). 

 

2.2 광탄성, 광학타원체 및 복굴절 

  선형 광탄성 이론은 투과성이 있는 등방성 물
질이 응력을 받는 상태에서 광학적으로 이방성을 
띄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수식 (1)과 같이 전개된다. 

)( jiji Cnn σσ −=−              (1) 

여기에서 C 는 광탄성계수(stress-optical coefficient)
로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한 폴리카보네이트(PC)
의 광탄성계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유리 전
이온도(Tg) 이상에서 약 3,600 Br (1Br = 10-12 Pa-1) 
이고 유리 전이온도 이하에서는 60~70 Br 로 알려

져 있다[5,6,11,12].  
  Fig. 3 은 CD, MOD 와 같은 center-gated disc 에서 
발생하는 굴절률 텐서를 Mohr’s circle 로 표현한 
것으로, simple shear 의 경우에 유체 입자 주위에서

의 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주축 I, II 와 1,2 사
이의 각도를 소멸각(이하 extinction angle 로 표기) 
χ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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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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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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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nInII

 

(a) (b) 
Fig. 3 Stress distribution on the fluid element and 

its Mohr’s circle of stresses for the simple 
shear case (a). And Mohr’s circle 
representation for the index of refraction 
tensor for positive C(b).  

 
  Extinction angle χ를 Mohr's circle 을 이용한 표현

법으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12]. 

1212 222sin σχ Cnn ==Δ      (2) 

)(222cos 22112211 σσχ −=−=Δ Cnnn     (3) 

여기에서 ∆n 은 1-2 평면에서의 최대 굴절률의 차
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복굴절의 양으로 정
의한다. 광탄성 계수가 온도와 시간의 함수라고 
생각할 때, 이를 광 점탄성 이론이라 하며, 복굴

절의 예측에 필수적인 자료로 사용된다[8]. 한편, 

어떤 물질의 가장 일반적인 광학적 구조는 2 축 

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2 축 결정은 두 개

의 고유 광축을 가지며 이 광축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광의 진동방향에 따라 광의 진행속도가 달

라 광학적 이방성을 나타낸다[11]. 2 축 결정의 광

학타원체의 세 주축방향의 굴절률 nI,  nII, nIII 에 

근거하여 Fig. 4 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nI, nII, nIII 

는 각각 X, Y, Z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의 굴절률을 

나타내고 있다.  

선형 광탄성 이론이 적용된다면 굴절률 텐서의 
주축이 응력의 주축과 일치함도 알 수 있다. 2축 
결정의 광학타원체의 식을 세 주축 방향의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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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nI, nII, nIII 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식 (4)
와 같다. 

X
n

 +  Y
n

 +  Z  
n

 =  1
2

I
2

2

II
2

2

III
3

        
(4)

 

이 타원체는 Fig. 4(a)와 같이 XY, XZ 와 YZ 평면

상에서 세 개의 대칭적인 타원면을 형성하고 있
다. 만약 2 축 결정의 두 주축 XY 와 임의의 xy 축

과의 각도를 χ 라 하고 Z 와 z 를 일치시킬 때 z 
또는 Z 축을 따라 진행하는 광의 최대 굴절률의 
차이를 복굴절 값이라 하며, 양이나 음의 값을 모
두 가질 수  있으며 nI - nII 이 된다. 굴절률의 분
포를 XY 면상에 투영된 타원을 이용하여 진동방

향에 따라 Fig. 4(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장축에 평행하게 진동하는 빛이 단축보다 굴절률

이 큰 상태로 장축의 길이를 a, 단축의 길이를 b
라 할 때 a - b 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복굴절의 
값을 나타낼 수 있으나, 실제 굴절률의 차이가 작
아 육안으로는 항상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의 식 (5)와 같이 α 라는 상수를 곱해 타원의 찌그

러진 정도를 복굴절의 값에 비례하도록 과장하여 
표시 하였다.  

)n - (n  b- a IIIα=                (5) 

  본 논문에서는 α 값을 50,000 으로 설정하여 두
께방향의 복굴절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

하였다[10]. 참고로 실험 결과를 표현할 때, 식(5)
의 주축과 디스크의 축과 맞추기 위해 Fig. 4(b)의 
1 또는 x 축은 r 방향, 2 또는 y 축은 디스크의 두께 
방향인 z 에 해당하도록 표시하였다. 복굴절의 측
정은 편광현미경 하에서 Berek compensator 를 사
용하여 샘플 두께방향 각 위치에 서의 extinction 
angle χ, 위상차 및 경로차를 구하였으며, 최종적인  

nI X

Y

Z

nII

nIII 1,x(r)

2,y(z)

X,IY,II
ab

nII

nI

χ

 

(a)                  (b) 

   Fig. 4 Graphical representations of biaxial indicatrix(a) 

and birefringence ellipse(b) 

복굴절의 값은 이 경로차를 샘플의 두께로 나누

어 구했다[13].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본 실험에 사용한 사출 성형기는 ㈜진화기계의 
VDCII-IC 와 NISSEI 의 NH50 을 두 개의 기종을 
사용했으며, 두 성형기의 형체력은 공히 50 ton 이

며, 최대 사출압력은 2912 kg/cm2, 최대 사출률은 
256 cm3/s 이고 압축 기능이 포함되었다. 금형은 
디스크 부분인 코어만을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했

다. 본 실험에 사용한 MOD 시편의 재료는 Teijin 
Chemical 의 PC(Polycarbonate, AD-9502)으로 120℃
로 4 시간 이상 건조 과정을 거쳤으며, 노즐부분

의 온도를 320℃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형의 온
도는 가동측, 고정측을 같은 온도로 설정하였으며, 
초기에는 short shot 을 하며 사출량을 결정하였으며 
원하는 조건의 보압과 압축을 주어 제품을 성형

하였다. 
 
  3.2 성형 조건 
본 실험에 사용한 성형 조건은 Table 1과 같이 

각 Case의 번호 별로 구분하여, 충전 시간은 0.5 
초로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Table 1 Molding conditions for all case 

Holding 

pressure/time

Compression/ 

time 

Mold 

Temp. Case # 

bar / sec bar / sec ℃ 

1 - - 75 

2 20/3 - 75 

3 - 20/3 75 

4 20/0.5 20/3 120 

 
  Case 1는 보압과 압축을 걸지 않고 성형한 경우

이며, Case 2는 압축은 가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출 
성형법과 동일하게 보압 만을 20 bar 건 경우이고, 
Case 3는 압축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사출로 충전

이 완료된 후, 보압은 걸지 않고 압축 만을 가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형개 거리는 0.1 mm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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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Case 4는 실제 MOD의 양산 조건으

로 사출이 완료된 후 0.5초간의 보압 과정을 거친 
후 압축을 가미한 형태로, 금형 온도가 낮으면 압
축 시 플래시 등의 문제가 생겨 금형의 온도를 
120℃로 증가시킨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 성형한 제품의 형상은 다음의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칭 지름이 86 mm이고, 
공칭 두께가 1.2 mm인 MOD를 다이아몬드 톱

(diamond saw)로 잘라 표면 연마(polishing)한 후 반
지름 방향으로 중심에서 각각 2.0, 2.5, 3.0, 3.5, 4.0 
cm인 위치에서 두께 방향으로의 복굴절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스프루가 있는 쪽을 양의z 방
향으로 설정해서 표시하였다. Extinction angle은 Fig. 
3과 Fig. 4(b)에 정의한 바와 같고, 한 그래프에 5
개의 extinction angle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위치마

다 50°씩 이동시켜 나타내었으며, 두께 방향의 각 
위치를 반두께(half-gap thickness) h로 나누어 무차

원화 된 값으로 표현하였다.  
 

 

 
Fig. 5 A geometry and its coordinate system of 

MOD sample 
 

4. 결 과 

 
  Fig. 6는 Case 1에 대한 실험결과로 단순 사출 
조건만 적용한 경우의 복굴절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6(a) 에서 중심 부위의 복굴절은 최대값

이 약 6.3 × 10-4인 포물선을 형성하였다. 이는 열
에 의한 복굴절 분포의 대표적 형태로 알려져 있
으며 벽면 근처에서 발생 하는 복굴절 정점은 충
전 과정 시 유동에 의해 발생한 복굴절로 잘 알
려져 있다[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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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apwise profiles of birefringence Δn (a) 

and extinction angle (b) of MOD made 
with injection-only at various radial 
locations (Case 1, Extinction angles are 
shifted by 50 degrees) 

 
  Fig. 6(b)는 각 위치에서의 두께방향의 extinction 
angle을 나타낸 것으로, z/h가 0인 중심에서 전단응

력도 0이므로 extinction angle 값이 거의 0에 가깝

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사출이 완료

된 후 보압을 걸지 않아 벽면 근처를 제외하고는 
응력이 거의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패
턴이다[2]. 

Fig. 7 에서는 단순 사출 후 보압을 가해준 일반 
사출성형의 대표적인 경우로 Case 2 의 복굴절 분
포와 extinction angle 을 보이고 있다.  Fig. 7(a)에서 
보면 Case 1 과 비교하면 두께방향으로 중심부위에 
두 개의 복굴절 정점이 추가적으로 보이는데, 이
것은 확실히 보압에 의한 영향임을 알 수 있으며, 
스프루에서 멀어질수록 복굴절 값이 작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벽면 근처에서의 정
점은 단순 사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동에 의
한 복굴절로 인해 형성된 것이며, 두께 방향으로 
0 인 곳에서는 냉각에 의한 복굴절로 인하여 발
생한 것이다. 그 결과로 중심에서의 값은 보압의 
증가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치해석 예측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3, 4, 8]. Extinction angle 도 단순 사출에서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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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했지만 보압의 영향으로|z/h|가 0.4 ~ 0.6 사이

에서 약 25° 까지 피크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압이 걸릴 때 추가로 낮은 온도에서의 유
동이 발생한 현상으로 Case 1 과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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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apwise profiles of birefringence ∆n (a) and   

extinction angle (b) of MOD made with 
injection and hydraulic holding pressure of 
20 bar at various radial locations(Case 2, 
Extinction angles are shifted by 50 degrees) 

 
  반면, r=4.0 cm 부근에서의 복굴절 값과 extinction 
angle 분포를 보면 보압의 영향으로 발생한 복굴

절의 차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스프루에서 멀
어질수록 보압의 증가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어 
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Case 3에 대한 실험결과로 단순 사

출 후, 압축을 가해 준 경우에 대하여 결과를 Fig. 
8에 보이고 있다. 앞의 실험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벽면 근처에서 보이는 복굴절 값을 제외하

고 중심 부근에서의 복굴절 값은 7.0×10-4로 정점

이 보이지 않는 상당히 일정한 분포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Extinction angle의 분포를 보면 보압만 
가해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스프루에서 가장 먼 
쪽에 extinction angle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을 미약

하게 나마 볼 수 있는데, 이는 역 유동에 의해 발
생하는 결과이며, 마지막 경우인 Case 4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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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apwise profiles of birefringence ∆n (a) and  

extinction angle (b) of MOD made with 
injection and compression of 20 bar at 
various radial locations (Case 3, Extinction 
angles are shifted by 50 degrees) 

 
사출로 충전이 완료된 후 짧은 보압 과정을 거

친 후 압축효과를 알아본 Case 4의 실험은 앞에

서 언급했듯이 금형온도를 120℃로 증가시킨 상

태에서 실시했으며, 복굴절 분포는 Fig. 9에 보이

고 있다. 이는 실제 상용화된 제품을 성형 조건을 

적용한 경우로 금형 온도가 120℃로 높아지면서 

벽면에서 발생하는 유동에 의한 복굴절 값과 두

께 방향 중심에서의 값도 현저하게 감소됨을 Fig. 

9(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압축이 작용하면 

Case 3과 같이 모든 거리에서 두께 방향으로 중

심 부근에서 고르게 분포할 것이라 예상했던 복

굴절의 값은 r = 2.5 cm, 3.0 cm, 3.5 cm에서만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r = 2.0 cm)과 스프루에서 가장 

먼 곳(r = 4.0 cm)에서는 복굴절 값이 보압을 적

용하였을 경우와 비슷하게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두 개씩의 확연한 정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의 모든 결과와는 다르게 스프루에서 가장 먼 

곳(r = 4.0 cm)에서 extinction angle의 부호가 음에

서 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
종 압축 과정에서 역 유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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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apwise profiles of birefringence ∆n (a) 

and   extinction angle (b) of MOD made 
with injection and hydraulic holding 
pressure of 20 bar at various radial 
locations(Case 4, Extinction angles are 
shifted by 50 degrees) 

 

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1, 3]. 두께 방향

의 중심에서의 복굴절의 변화가 거의 일정하게 

4.5 10-4의 값으로 감소한 것은 금형 온도가 증

가하며 열에 의한 잔류응력의 값이 작게 남은 것

으로 평가되며[15] 이 값들에 대한 수치해석에 의

한 예측은 수치해석 시 가정한 조건들에 대한 검

증 결과로도 사용된다[3, 4, 8] 
 마지막으로 Fig. 10에서는 광학타원을 이용하여 

앞의 실험결과에 대한 두께방향의 복굴절의 분포

를 시각적으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

서의 결과들을 정리하여 각 조건에서의 최종 복
굴절의 크기와 extinction angle의 분포를 하나로 묶
어 Fig. 4(b)와 식(5)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10]. 
앞 절에서 보였듯이,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가 큰 
것이 복굴절의 양이 큰 상태를 나타내며 타원의 
기울어진 각도는 Fig. 4에서 정의한 규칙을 따른다. 
사출만 한 실험인 Case 1의 경우에는 중심부위에

서 타원의 크기가 가장 큰 형태로 열에 의한 복
굴절이 지배적인 양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Case 2의 경우에는 2개의 보압에 의한 추
가적인 정점을 볼 수 있고, Case 3은 중심부위에서

의 extinction angle이 거의 0으로 분포함을 보이며, 
사출 후 보압과 압축을 같이 적용한 Case 4의 경
우에는 전체적으로 타원의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벽면 및 중심부위에서 균일한 복굴절 분포를 보
이며, 게이트에서 가장 먼 4 cm 근처에서는 Case 2
와 비교할 때 타원의 방향각이 바뀌는 것을 통해

서 extinction angle의 부호가 반대로 변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법은 사
출품에 남는 광학적 이방성의 전체적인 분포를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OD 샘플의 성형 조건 변화에 
따른 두께방향의 복굴절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단순사출인 Case 1의 복굴절 값은 두께방향

으로 포물선 형태를 보였고, 이는 열에 의한 복굴

절 분포의 대표적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벽면 근
처에서 발생하는 복굴절 정점은 충전 과정 시 유
동에 의해 발생한 복굴절로 잘 알려진 형태이다.  

(2) 보압을 적용한 일반사출의 Case 2의 결과는 
두께방향으로 중심부위에서 두 개의 추가적인 복
굴절 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전이 끝난 후, 
낮은 온도에서 보압에 의한 유동이 발생하고 잔
류 복굴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3) 사출 후 보압을 걸어주는 대신 압축 공정을 
적용한 Case 3에서는 복굴절의 값이 두께방향으로 
거의 균일한 분포를 보이며 이는 충전이 끝난 후 
균일한 압력을 캐비티 전반부에 가하여 냉각시킨 
결과이다. 

(4) 금형 온도를 높이고 짧은 보압과 압축을 가
한 Case 4의 결과로는 유동 및 열에 의한 복굴절 
값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압
축의 효과로 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r = 2.0 
cm)과 가장 먼 곳(r = 4.0 cm)에서 일반 사출 성형 
패턴과 유사한 두 개의 복굴절 정점 패턴을 보였

으나, 스프루에서 가장 먼 쪽의 정점은 extinction 
angle의 부호가 반대로 변하는 결과로 보아 역유

동이 발생한 결과가 확실하다. 
(5) 광학타원을 이용한 표현법은 일반적인 그래

프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복굴절의 분포를 표현하

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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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The optical indicatrix representation of birefringence and extinction angle distribution of cases 1~4 
corresponding to Fig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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