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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Lens)는 유리

(Glass) 재료를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나 최근 

정밀 광학사출의 발전으로 플라스틱 사출 재

료를 적용하여 생산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

량생산에 필요한 멀티 캐비티 (Multi cavity)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각각의 캐비티 

별 정밀한 치수와 광학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 메가 픽셀 렌즈 Fig.1 COP 

(Cyclo Olefin Polymer) 수지의 비구면 렌즈 P1

에서 P4 중 측정 반경이 가장 큰 마지막 P4 

렌즈의 8개 멀티 캐비티 금형 표본으로 하였

다. 금형의 각 캐비티 간의 온도 밸런스 불균

형을 검토하고 그 원인으로 인한 제품 특성 

변화를 검증하여 멀티 캐비티 금형 개선 방

향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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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phone 5Megs pixel camera lens assembly 

  Section view 

 

2. 실험장치 및 방법 
 

사출 성형기는 스미토모(Sumitomo) 50ton 전동

식 사출기를 사용하였으며 물 온도조절기를 적

용 하여 140.2℃ 온도를 설정 하였다, 금형 내

부 온도 컨트롤 순환 채널 방식은 (ㅁ)형으로 

Fig. 2 각 캐비티 코어 주변의 실제 온도를 접

촉식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결과를 비교하였

다,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수 입구 주

변 Cavity 온도와 가장멀리 떨어져 있는 Cavity 

의 온도 편차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2 5Megs pixel P4 lens tool Section view 

 (Multi cavity & Temperature control line)  

 

Table 1 Tool cavity for temperature data 
 

P4 lens tool temperature 

Cavity 1 134.6℃ 

Cavity 2 133.7℃ 

Cavity 3 132.8℃ 

Cavity 4 132.6℃ 

멀티 캐비티 금형 온도 편차에 의한 렌즈 품질영향 
Lens quality of Multi-cavity Mold temperatur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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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y 5 134.8℃ 

Cavity 6 135.4℃ 

Cavity 7 135.5℃ 

Cavity 8 135.4℃ 

Temperature Min 132.6℃ 

Temperature Max 135.5℃ 

 

3. 실험 결과 및 고찰 
 

P4 렌즈의  제품  검증은  최대  거칠기 (Rt)로 

하였으며 Rt 값이 낮게 측정되는 제품 일수록 

광학성을 만족하는 렌즈라고 볼 수 있다. Fig. 3

은 온도가 높은 Cavity 7 번의 Rt 값이며 Fig. 4

는 온도가 낮은 Cavity 4번의 Rt값이다. Cavity 

4 번의 Rt 값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렌즈 품질

만족에 다소 부족한 제품이 될 소지가 있다. 

온도 낮은 Cavity 4를 3℃ 보상하여 135.6℃ 

상승 시켜 사출한 제품 측정결과 Fig. 5 기존

Cavity 7번과 유사한 Rt값이 측정 되었으며 상

대적으로 Cavity 7 번은 온도가 138.2℃로 상승

하여 Fig. 6  Rt값이 높게 측정 되었다. 

Fig. 3 P4 Cavity 7-135.5℃ RT Data 

Fig. 4 P4 Cavity 4-132.6℃ RT Data  

 

Fig. 5 P4 Cavity 4-135.6℃ RT Data  

 

Fig. 6 P4 Cavity 7-138.2℃ RT Data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멀티 캐비티를 적용한

 렌즈 금형 내부의 온도 편차가 발생 하는 것

을 확인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품 품질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 하였다. 금형의 각  캐비티  밸

런스 균형의 중요성과 개별적 센서와 온도컨트

롤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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