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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위한 오토포커싱 액츄에이터로(AF)

는 스테핑 모터 방식 보이스코일 모터 방식 초음파 모터, (VCM) ,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에 현재 주로 연구되고 있는. Table 1
구동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1,2].
스테핑 모터 방식은 파워가 강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피가 크고 원가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압전 방식은.
압전 세라믹으로 초소형 정밀 초음파 모터를 만들어 구동하는

방식으로 소형화 슬림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모듈 개발을, AF
진행하고 있으나 재료가 가지는 히스테리시스 마찰 부위의 마모,
에 의한 신뢰성 문제와 깨지기 쉬운 물질로 충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제품 적용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방식은 부피와 원가 측면에서 우수하나 렌즈 초점 위치에VCM

서 고정을 위해 작동시 전류를 계속 인가하여 전력 소모가 상대적

으로 많이 들고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재 모듈AF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식 역시 아직 기술적으. VCM
로 명확하게 앞서있는 방식이라 단정짓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
내구성 생산 원가 소비 전력 파워 부피 신뢰성등의 요구 조건을, , , , ,
고루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방식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면서 신뢰성이 높고 소형화에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구동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Design of Auto-Focusing Actuator
액츄에이터는 응답속도가 빠르고 정밀도가 높으며 구동VCM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구적으로 대상 물체를 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목적 및 구조를 가지고 산업계의 여러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다[3,4].
본 논문에서 설계한 액츄에이터는 로터리 방식VCM HDD

액츄에이터의 구동 원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은. Fig. 1
렌즈 모듈 구조를 나타내며 액츄에이터가 렌즈 중심 기준, VCM
으로 회전할 때 캠 형상의 렌즈 가이드에 의해 렌즈가 상하

리니어 운동을 하게 된다 방식 모듈의 중요한 설계. VCM AF
변수는 렌즈 성능에 맞는 작동 범위 를 고려한 작동, moving mass
토크와 인가 전류를 만족하는 마그넷 코일 요크 스프링 캠에, , , ,
대한 설계이다 따라서 소형화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낮은 전력. ,
소모를 만족할 수 있는 최적 요소 설계와 제작을 통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3. Analysis of VCM actuator
3.1 Design of VCM actuator

액츄에이터는 영구자석 자계의 자속 밀도와 코일에 흐르VCM
는 전류에 비례하는 힘이 자장 및 전류에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

데 이를 위해 우선 와 같이 전자기 해석을, Fig. 2 (a) ANSYS
통해 마그넷과 요크 사이의 공극내에서의 자속 밀도 를0.4 Tesla
구한다 여기서 마그넷은 희토류계 자석을 사용하였으며. N48H ,
요크는 재질을 사용하였다 는 원주 방향에 따른C1018 . Fig. 2 (b)
자속 밀도를 나타내며 양 끝부분에서 자속 밀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회전 반경으로 움직일때 필요한.
부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Table 1 Type of auto-focusing actuator
Type Stepping PZT VCM

Reliability ◎ × △
Small form factor △ ◎ ○

Control ○ ○ ◎
Resolution ○ ○ ◎

Power comsumption ○ ○ ○
Price △ × ○

Fig. 1 Cam type VCM actuator Auto-Focusing Module

해석을 통해 구한 자속 밀도를 이용하여 액츄에이터에서VCM
발생하는 힘과 토크를 구할 수 있다 설계 변수 결정에 있어서.
모듈 높이를 좌우하는 코일 높이와 모듈을 구동하기AF AF

위해 필요한 토크를 만족하는 조건을 최적 설계를 통해 얻게

된다 따라서 에 필요한 설계 요소 값들을 대입하여 코일. Table 2
턴수와 높이 힘과 토크를 과 같이 구하게 된다, Table 3 .

(a) Flux density of air gap (b) Simulation result
Fig. 2 Electro-magnetic simulation

Table 2 Input parameters

Input Voltage (V) Input Current
(A)

Coil Diameter
(mm)

Outer
Diameter
(mm)

Magnetic
Flux (B)

3 0.075 0.05 0.067 0.4

Resistance
Coefficient ( /m)Ω

Coil Length
(mm)

Effective
Length
(mm)

Width Coil
(mm)

Radius Coil
(mm)

9.575 0.02 0.0036 0.61 0.0049

Table 3 Optimal design result

Coil Turns Coil Height
(mm)

Force
(N)

Torque
(gf cm)

207 1.33 0.0224 1.118

초소형오토포커싱 액츄에이터설계VCM
김경호1 이승환, 1 이승엽, * 1 김정윤, 2 김수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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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pring design
없이 렌즈가 액츄에이터의 회전에 의해 캠구조를Preload VCM

따라 상하 운동을 할때 렌즈 틸트 백래시 외부 충격과 흔들림에, ,
의한 렌즈의 포커싱 상태 이탈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하.
운동시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모듈에 맞는AF

를 가지는 스프링이 필요하다preload .
본 논문에서는 액츄에이터에 의해 발생하는 토크를 고려VCM

하여 스프링에 의한 와 렌즈 작동 범위인 를preload 5 gfcm 0.4 mm
이동하기 위한 스프링 요소 설계를 수행하였다 우선 외팔보. ,
변위의 처짐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monent of 는inertia   



이다.

스프링 재질은 을 사용하였으며 는SUS 303 , Young's modulus
   × 이다 그리고 실제 구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최소 두께가 이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최적 설계를0.03 mm
수행하여 와 같이 폭과 길이를 정할 수 있다 스프링Table 4 .
설계를 확인하기 위해 를 이용하여 처짐량을 시뮬레이션ANSYS
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최대 처짐 양이 을 얻었으며. 0.441 mm
설계치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 Cam design
캠 설계는 액츄에이터 회전을 렌즈의 상하 운동으로의VCM

전환을 위해 필요한 캠의 경사각과 스프링의 가 걸려preload
있을때 렌즈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토크를 구한다.

은 캠 구조에 대한 을 나타낸다Fig. 3 force diagram . 여기서
 lead angle,는  lead,은  mean diameter of thread contact은 을

.나타낸다 모듈의 사이즈에 대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회전각AF
은 로 결정되었으며 이때 필요한 상하 변위량 즉 작동 거리40° , (L)
을 결정할 수 있다 작동거리가 작을수록 필요한 토크는 작아지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변위량이 존재하기 때문에AF

이를 설계에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렌즈 사양과 필요 토크를 감안하여 변위량을 로 결정하여0.4 mm
설계하였다.

에서 각각의 분력에 의한 합이 영이 되는 식을 유도하여Fig. 3
와 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tangential force axial force .

           (2)

         (3)

식 와 식 을 통해 렌즈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토크를(2) (3)
구하면 식 와 같으며 에 주어진 설계 요소를 대입하여(4) , Table 5
필요한 토크를 구하면 를 얻는다0.656 gfcm .

 









 





  

(4)

반대로 역방향으로 회전할 때 내리기 위해 필요한 토크는

식 와 같으며 필요한 토크를 구하면 를 얻는다(5) , 0.102 gfcm .
따라서 액츄에이터에 의해 얻어지는 토크 가VCM (1.118 gfcm)
캠을 따라 상하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토크 에(0.656 gfcm)
비하여 크므로 안전 계수를 고려하여도 작동에 문제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또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고정된 상태로 정지되어 있느냐를,
판별하는 조건에 대한 판별이 중요하다 따라서 캠self-locking .
경사면의 마찰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기 위해 식 에서(5)
토크 을 만족해야 하며 조건은 식 과 같다T > 0 , self-locking (6) .

Table 4 Optimal design result

b(mm) H(mm) L(mm) Deflection
(mm)

0.03 0.3 4.6 0.41

Table 5 Input parameters
Rotation
angle(°)

Lens
module(N)

Diameter
(mm)

Lead
(mm)

Friction
factor Preload(N)

40 0.0294 7 0.35 0.2 0.049

Fig. 3 Force diagrams



   (6)

식 에 변수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조건을(6) self-locking
만족하여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조건이 바뀌지 않는한 그 자리에

서 멈추어 있게 된다 따라서 초점 위치를 찾은 후 전력. AF
인가가 필요하지 않아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는 설계를 통해 제작된 모듈을 나타내며 작동 모습을Fig. 4 AF ,
나타낸다 모듈 사이즈는 가로와 세로 이고. AF 9.9 mm , PCB
두께 포함하여 이다 는 초기 상태이고 는5.9 mm . Fig. 4 (a) (b)

변위만큼 올라온 상태이다 그리고 역으로 전압을 인가하0.4 mm .
였을때 다시 반대로 초기 상태로 된다.

(a) initial state (b) lens moving state
Fig. 4 Operation test

결론4.
본 논문에서 제안한 캠 방식 모듈은 수평으로 마그넷VCM AF

과 코일을 설계하는 로터리 방식이기 때문에 두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모듈의 초점 위치에서 에 의해, AF self-locking
전력 인가를 해주지 않아도 초점 위치에 멈추어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어지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AF
모듈을 위한 액츄에이터와 스프링 캠을 최적 설계하고VCM ,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모듈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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