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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비자 개인 취향의 세분화 및 고화질화, 고광각화, 매크로 

촬영 등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1세대 사용자들이 

보다 고급기종을 원하는 시기가 되면서 DSLR (Digital Single 
Lens Reflex: 디지털 일안렌즈 반사식) 카메라, 일명 전문가용 

렌즈 교환방식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화질 접사가 가능한 매크로 렌즈모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1)  고화질 이미지 표현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환 

줌 렌즈는 기구와 광학의 이론적 토대에서 비로소 개발이 가능한 

정밀 부품의 집합체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DSLR용 

고화질 매크로 렌즈모듈은 탁월한 해상도와 화질을 발휘할 수 

있는 미세정밀 렌즈와 초점조절용 CAM 구동을 위한 경통 및 

경통형합부, 경통형합부와  결합되는 경통조정 브라켓 및 마운트 

등으로 구성되며, 최적의 코팅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카메

라에서 발생하기 쉬운, 강한 빛이 렌즈 면에 부딪쳐서 발생하는 

Flare 현상과 렌즈내의 난반사로 발생하는 Ghost 현상을 최저한으

로 억제한다. 또한, CAM 구조 및 기구학적 해석을 통해서 최적설

계에 의한 저소음화 및 매크로 최대배율 1:1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고화질용 매크로 렌즈모델 개발을 위해 조립체 

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구조해석을 통하여 모듈의 특성 분석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해석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모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험 평가기술 개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2. 렌즈모듈 구조해석

매크로 렌즈모듈이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될 때 충분한 안전율

을 확보한 구조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구조해석에 사용한 렌즈모듈의 형상

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①차광부, ②경통, ③경통형합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각각 해석을 수행하였고 경통 

및 경통형합부가 조립된 구조물에 대해서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1POINT 해석은 경통을 손으로 잡는 다고 가정하였을 때 손가락 

한 개 정도로 하중을 가하는 것이고, 3POINT 해석은 통상 사람이 

세 개의 손가락으로 경통을 붙잡으므로 손가락 세 부위를 가정하

여 하중을 적용하였다. 균일하중 해석은 경통을 돌린다거나 전체

를 붙잡을 때 손으로 감싸 쥔다고 가정하여 감싸 쥔 면적을 

적당히 모사하여 면적 전체에 압력을 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충격 해석은 카메라 경통을 떨어뜨릴 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1.5m 정도에서의 자유낙하를 모사하였다.

Fig. 1 Construction of macro lens module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piezoelectric bearing

 ① ② ③ ②+③

Concentrated load
 1 point 

0.1㎏f 0.1㎏f 0.1㎏f 0.1㎏f

1㎏f 1㎏f 1㎏f 1㎏f

 Concentrated load 
3 point 

0.1㎏f 0.1㎏f 0.1㎏f 0.1㎏f

1㎏f 1㎏f 1㎏f 1㎏f

Uniform load
0.1㎏f/cm2 0.1㎏f/cm2 0.1㎏f/cm2 0.1㎏f/cm2

1㎏f/cm2 1㎏f/cm2 1㎏f/cm2 1㎏f/cm2

Impact load 1.5 m height

        (a) stress                  (b) displacement
Fig. 2 1 point analysis results of the component ①

(a) stress                  (b) displacement
Fig. 3 3 points analysis results of the component ②

(a) stress                  (b) displacement
Fig. 4 Uniform load analysis results of the component ③

  차광부 및 경통형합부는 Al-50 계열 재질이며, 경통 재질은 

Al 다이캐스팅 합금이고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코팅 처리

되어 있다. 해석결과의 대표적 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차광부에 

집중하중 1kgf가 작용하였을 때의 응력분포 및 변위 해석결과를 

Fig. 2에 나타낸다. 최대응력은 3.45MPa이며 최대변위는 1.4μm
이다. Fig. 3에 나타낸 결과는 3점에 집중하중 1㎏f (9.8N)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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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ont view              (b) 1/2 view
Fig. 5 Impact load analysis results of the component ①

Fig. 6 Experimental apparatus for wear test

Fig. 7 Wear test result without load

Fig. 8 Experimental apparatus for durability test

경우이고, 최대응력은 1.38MPa이며 변위는 1.6μm이다. 균일하

중 해석에서 경통형합부에 1㎏f/cm2 하중 적용의 경우 최대응력

은 2.85MPa이며 변위는 7.71μm로 확인되었으며, 결과를 Fig. 
4에 나나낸다. 1.5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모사한 충격 해석에서

Fig. 9 Experimental apparatus for noise test

Fig. 10 Noise test results

차광부의 경우 응력이 282.5MPa 이며 변위가 0.966mm로 확인되

었다. Fig. 5에 관찰 면에 따른 응력 분포를 명시하였다. 각 하중 

조건별 구조 해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0.1kgf의 하중

에서는 대부분이 0.5μm이하로 나타나서 충분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충격 하중에서는 다소 응력이 

높게 나왔으나 실적용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내구성/소음 실험  

렌즈모듈을 회전시키면서 경통 및 경통형합부의 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장치를 Fig. 6에 나타내다. 경통을 척에 의해서 

고정시키고, 경통형합부를 토크센서에 직결하고 이를 AC 서보모

터 및 감속기를 사용하여 10RPM으로 회전시키면서 토크를 측정

하였다. 결과를 Fig. 7에 나타내고 있으며 마찰계수는 0.128로 

구해진다. 또한, Fig. 8에는 렌즈모듈의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테핑 모터를 사용하여 경통형합부

를 좌, 우로 180도 회전시키면서 100,000회를 수행하였고, 실험후 

렌즈모듈에 대한 마모시험을 수행한 결과 마찰계수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내구성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

었다. 렌즈모듈의 소음측정을 위한 실험장치를 Fig. 9에, 측정결

과를 Fig. 10에 나타낸다. 카메라 전면에 3대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으며, 각각의 거리는 카메라로부터, 0.3m, 0.5m, 1m 떨어

진 거리에 설치하였다. 측정결과로부터 0.3m 떨어진 곳에서의 

소음레벨은 40dBA로 구해졌다. 

4. 결론

DSLR용 고화질용 매크로 렌즈모델 개발을 위해 조립체 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제작된 렌즈모

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마모/내구성/소음 테스트 등을 수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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