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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hone용 8백만 화소 렌즈계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성능 분석 및 제조 방법

The performance analysis and manufacturing method according to the envi-
ronmental factors of 8M pixels Lens system of 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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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점차적으로 고 화소 & 초 슬림화 되어가고 있는 

카메라 폰 시장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만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모바일 폰 카메라의 Auto Focus 구동 방식의 다양화

로 제조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

Fig1. Drawing according to the auto-focus design 

VCM Type의 경우, 렌즈계의 형태가 원형의 대칭 

형태를 이루는데 반해 Encoder Type이나 Piezo방식

의 경우 한쪽으로 치우쳐진 비대칭형이 기본으로  

채택 되고 있다. 이것은 고 화소 카메라가 장착된 

Mobile Phone에서 카메라 촬영 시 Auto Focus 기능

이 동작하는데 있어서 촬영 자세에 따른 렌즈의 

기울어짐 현상에 따른 해상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Mobile Phone의 광학계의 경우에는 막대한 양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Plastic 재질을 채용한 렌

즈 및 기구물이 사용되는데 이는 온도 환경에 따라 

성능의 변화가 유리 재질이 채택된 케메라에 대비

하여 대략 10배 이상 수준으로 그 변화 정도가 

매우 크다.
 특히 최근에 Mobile Phone에 주로 채택 되고 

있는 Encoder type의 경우 Magnet을 렌즈 모듈에 

부착하기 위한 조립 공정에서 온도의 급격한 상승

에 의한 렌즈 모듈의 변형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변형은 렌즈 모듈의 성능 하락으로 이어져 수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원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Actuator 조립 전 

공정인 렌즈 광학계 조립공정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사후변형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연구

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Fig2. Symmetric lens vs asymmetric lens

2.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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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광학계의 모듈 조립 공정에서 온도에 따

른 변형에 의한 해상력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ctuator 조립 이전 단계 공정인 렌즈 광학계 조립공

정에서 온도에 대한 선 변형을 주어 이후 공정에서 

성능 변화를 최소화 하여 수율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실험 및 고찰

온도에 대한 사전 변형을 주는 방법으로는 조립

되는 단품을 일정시간 고온에 노출시키는 방법과 

조립품을 고온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본 

테스트에서는 렌즈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단 렌즈 

및 각 기구물을 사전 어닐링 하는 방법과 과 조립 

후 렌즈 어셈블리 상태에서 어닐링하는 방법의 

2 Type에 대한 실험을 아래 그림.3과 같은 순서로 

진행 하였다. 

Fig. 3 Asymmetric optical testing process

4. 결론

각 공정에 대한 테스트 결과 기존 공정 순서로 

진행 후 Magnet를 고온에서 부착 시에는 중심과 

주변부의 해상력이 기준 대비 차이가 발생하는 

만곡이 발생하여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단품 

어닐링 시에는 Magnet 부착 시에도 약간의 성능 

변화가 발생 되며 조립 후 제품 상태에서 어닐링 

할 경우 Actuator 조립 공정에서 발생되는 변형을 

인위적으로 보상되는 방향으로 만곡을 가진 렌즈 

조립품을 제조하여 이 상태에서 어닐링하여 성능

을 확보하면 Magnet 부착 시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연구로 렌즈 조립품 상태에서 Magnet를 

부착하는 공정을 렌즈 조립 전 부품 상태에서 Barrel
에 Magnet를 부착하고 렌즈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의 변경 또는 Magnet를 부착하는 공정이 고온이 

아닌 상온에서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개발 

등 성능의 변화를 최소화 하고 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Fig. 4 Final process of asymmetric optical system

  Fig. 5 Performance changes due to the process

후기

본 연구는 지식 경제부가 지원하는 산업 원천 

기술 개발 사업 [10040952 신속 대응 가능한 BIS 
(Built-In Sensor) 기반 자율 지능형 사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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