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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기반 자율지능형 폰카메라 모듈 사출성형시스템
BIS-based Autonomous Intelligent Injection Molding System 

for Phone Camera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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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 태블릿 PC, 자동차용 블랙박스, 스마

트 TV와 같은 IT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소형 카메라 

모듈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의 경우, 최근 디지털 카메라 성능에 버금가는 

제품들이 출시되어 현재 13 메가 픽셀의 카메라 

모듈이 시장에 양산되고 있다. 41 메가 픽셀의 카메

라 폰이 출시된 적이 있으나, 이 경우 글라스 렌즈를 

사용하여 고화질에 대응가능하나, 수작업을 통한 

조립으로 양산성 및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하다. 

현재 출시되어있는 메가 픽셀급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렌즈는 전부 4~5 매로 플라스틱 사출렌즈

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플라스틱 렌즈는 양산성 

확보를 위하여 멀티 캐비티 금형을 통해 양산되나 

각 캐비티별 특성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4~5

매의 각각의 서로 다른 렌즈가 조합으로 구성되는 

렌즈모듈은 현재 8 메가 픽셀급의 경우 수율이 

50 % 정도로 낮은 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금형 내부에 센서를 

장착하여 사출성형시 각 캐비티에서 발생하는 현

상을 규명하여 최적의 사출조건을 도출하며 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

다. 또한, 이 시스템은 금형뿐만 아니라 사출성형기

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고장예지 진단, 지능형 

추론 및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2. 렌즈 모듈 및 멀티 캐비티 사출렌즈 구조

Fig. 1 에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메가급 렌즈모듈

의 모델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 매의 플라스틱 렌즈가 경통내부에 조립되어 형성

되게 된다.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렌즈는 Fig. 2 

에 보는 바와 같이 멀티 캐비티 금형으로부터 사출

성형되게 된다. 한 개의 렌즈모듈에는 4매의 플라

스틱 렌즈가 필요하므로, 총 4 종의 멀티캐비티 

렌즈가 필요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폰 카메라

의 성능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면서 양산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전 캐비티에서 양질의 렌즈를 생산 

가능하도록 최적의 사출성형 조건을 도출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Fig. 1 Camera phone lens module

Fig. 2 Plastic lens from multi-cavity injection mold-

ing

3. BIS 기반 자율지능형 사출성형시스템 구조

BIS (Built-In Sensor)기반 자율지능형 사출성형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로 BIS 금형 및 임베디드 컨트롤러부, 두 번째로 

지능형 사출성형 시스템 서버부, 세 번째로 사출렌

즈 품질 및 특성 평가부, 마지막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증강현실 기반 교육 모듈로 나누어진다. Fig. 

3 에 BIS 기반 사출성형시스템의 구조를 간략하게 

예시하였다.

BIS 금형 및 임베디드 컨트롤러부는 멀티 캐비

티 금형내부에 압력 및 온도센서를 장착하여 사출

성형 공정 중 금형내부에서 발생하는 충전 불균형

과 같은 현상을 센서 신호로부터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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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BIS-based injection mold-

ing system

본 시스템에서는 16 캐비티 금형의 코어하부에 

8개의 압력센서와 게이트 부분에 16 개의 온도센서

를 장착한 BIS 금형을 개발하였다. 압력센서는 성

형 공정 시 각 캐비티에 미치는 미세한 압력차를 

감지 및 이를 통한 충진 불균형을 파악하게 된다. 

온도센서로도 각 캐비티별 충진 불균형 및 금형온

도 분포를 측정하게 된다. 이들 신호는 센서노드를 

통해 수집, 증폭되어 임베디드 디바이스로 전달된

다. 센서노드 및 임베디드 디바이스는 소형화 및 

무선화를 통해 사출기에 장착 가능한 구조로 프로

토 타입을 제작하였다.

BIS 금형으로 부터의 데이터는 물론 사출기로 

부터의 4M 정보를 임베디드 컨트롤러에 수집하게 

되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성능예측을 통하

여 지능형 추론 및 의사결정을 행하게 된다. 또한, 

Watchdog agent를 기반으로 하여 사출성형기 시스

템의 고장 예지진단, 정비지시를 내리게 되며 AW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주문, 공정, 가동 및 생산을  

위한 리스케쥴링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 캐비티로부터 사출성형된 렌즈 부품은 형상

정도의 만족은 물론이고 광학적 특성까지를 만족

시켜야만 한다. 기존 방법은 형상정도를 만족하는 

단렌즈를 기준으로 렌즈를 조합하여 렌즈모듈을 

조립하게 되고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측정을 통하여 최종 조립된 렌즈모듈의 양불량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렌즈의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자 중의 하나로 플라스

틱 사출렌즈에 발생하는 복굴절에 주목하여 복굴

절 측정모듈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였다. 이 측정결

과는 단렌즈의 특성평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각 단렌즈의 특성 결과치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고려한 최적의 조립 방법을 제안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 또한, 원격제어 모니터링 및 증강현실 기반 

교육 모듈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일반 PC에서 

사출성형라인의 영상, 사출성형기의 정보 및 생산

정보를 원격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다. iOS 

및 Android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여 사출성형기에 따른 장비 정보, 생산량, 

수율, 에러 유무 등을 원격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기반으

로 사출성형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교육을 

행하게 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제품 중 제품 성능 요구 

조건 면에서 기존의 사출품이 형상정도에 대한 

요구만 만족시키는 것에 비하여 광학적 특성까지 

만족시켜야 되는 가장 까다로운 폰 카메라에 적용

되는 사출품 생산을 위한 BIS 기반 자율지능형 

사출성형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그 프로토 타입

을 개발하였다. 사출성형 시뮬레이션 및 BIS 시스

템의 적용을 통한 최적조건 추출을 통하여 10 % 

이상의 수율 향상을 달성하였다. 향후 보다 정밀한 

사출성형 현상 규명 및 현장 데이터의 축적을 통하

여 수율을 확보하면서 보다 고정도의 제품을 생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BIS 시스템은 폰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중대형 사출성형시스템

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본논문은지식경제부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

업으로지원된연구결과입니다. [10040952, 신속대

응 가능한 BIS기반 자율지능형 사출성형 시스템 

개발]", 협조 해주신 참여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송준엽 외, "BIS기반 지능형 사출성형 시스템 기

술", 한국 정밀공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599-600, 2012

2. 김동훈 외, "폰카메라용 사출렌즈의 광학특성

해석," 한국 정밀공학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39-440, 2012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