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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용 VCM 모듈 결함과 진동특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Relationship between defects and vibration characteristic of VCM module 

for Mobile Phon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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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형 카메라 모듈은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웹 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게임기 등에 채용되어 

이미지 및 영상의 취득은 물론 동작 인식 등 다양한 

용도로 적용되고 있는 핵심 IT 부품 중의 하나이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스마트 폰의 경우, 

최근 13 메가 픽셀급의 카메라가 장착된 모델이 

출시되어 그 성능 또한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 상당

하는 고해상도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들 고해상

도 모델에는 자동초점을 구현하기 위한 오토포커

스 액추에이터의 채용이 필수적이다. Auto Focus 

(AF) 액추에이터로는 VCM (Voice Coil Motor) 방식, 

Encoder 방식, Piezo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세 가지 방식 중 현재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VCM 을 

대상으로 모듈의 진동특성과 VCM 모듈의 결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CAE 

해석을 통한 공진주파수 해석과 실제 VCM 모듈을 

특정 주파수로 가진시켜 변위를 레이저 변위센서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동시에 고속 카메라를 

통한 거동을 관찰하였다.

2. Voice Coil Motor (VCM) 해석 결과

VCM 방식은 접촉식 가이드부를 가지고 전자기

력을 이용한 구동을 하며, 위치정보 판단을 위한 

센서로 구성된 Encoder 방식 및  Piezo 진동자를 

이용하여 렌즈 모듈부를 이송하는 Piezo 방식에 

비하여 대량생산에 용이하며 생산단가가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최근 

13 메가 픽셀급의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에도 적용

되고 있다. 고해상도 모듈의 적용을 위해 VCM의 

성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먼저 Fig. 1에 개발을 위한 VCM 모델과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쉴드 케이스, 커버 등 부품은 제외하였으며, 

모델의 단순화를 위하여 필렛, 홀 및 라운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렌즈모듈을 제거하고 그 중량을 캐

리어에 부가시켜 해석을 진행하였다. 전체 389,125 

elements가 사용되었다. Fig. 2에 모달 해석 결과 

예를 나타내었다. 각각 1차 및 2차 공진모드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모드

는 VCM의 구동방향인 상하방향으로 공진이 발생

함을 알 수 있었으며, VCM을 지면기준으로 자세를 

변경시켰을 때도 중력방향에의 영향은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해석결과 각각 1차 모드 126.10 Hz, 

2차 모드 616.65 Hz, 3차 635.29 Hz로 나타나 공진주

파수고 고주파에서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Fig. 1 FEM simulation model of VCM

Fig. 2 Modal analysis results (1st and 2nd ord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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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진 실험

Fig. 3은 불량 VCM의 성능평가 결과 예를 나타내

고 있다. 시동전류, 최대 이동변위, 최소 이동스텝, 

히스테리시스 특성 등의 평가를 행하게 된다. 그래

프의 X 축은 인가 전류, Y축은 변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승 및 하강 운동 시 

최대 78 um의 히스테리시스를 보이고 있다.

Fig. 3 Performance test results of VCM

이와 같은 모듈 결함은 각 부품의 자체 결함, 

조립 불량, 이물 혼입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으나 결함 원인을 추정이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특성과 VCM 모듈결함과의 

상관관계로부터 결함을 용이하게 추정가능한 방

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VCM 가진용 실험장치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

다. 크게 VCM을 구동시키기 위한 Function gen-

erator, 구동 변위 측정을 위한 레이전 변위 센서, 

VCM 거동 관측을 위한 고속카메라로 구성되어져 

있다.  가진 주파수를 각각 60 Hz에서 100 Hz 까지 

10 Hz 간격으로 증가시켜 불량품과 양품에 대하여 

진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5 에 Fig. 3에 나타낸 

불량품에 대하여 90 Hz로 가진 하였을 때의 시간에 

따른 변위 그래프를 예시하였다.

Fig. 4 Experimental apparatus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규칙적인 거동성분

이 확인되었다. 각 가진 주파수에 따른 진동파형 

또한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FFT 분석 결과 양품의 

경우, 가진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최대 진폭

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Fig.3 에 결과를 제시한 

불량 샘플의 경우, 45 Hz에서 (가진 주파수의 1/2) 

최대 진폭을 보였다. 다른 가진 주파수에서도 동일

하게 가진 주파수의 1/2 주파수에서 최대 진폭을 

나타내었다. 히스테리시스 결함은 없으나 최대 이

동변위에서의 불량인 또 다른 제품의 경우는 가진 

주파수와 동일 주파수에서 최대 진폭을 나타내었

다. 이로부터 히스테리시스 결함과 최대 이동변위

의 결함 분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5 vibration test result @ 90 Hz

4. 결론

휴대용 IT 기기의 AF 액추에이터로 사용되는 

VCM의 결함여부 및 원인을 진동특성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함이 있는 VCM의 

경우, FFT 스펙트럼 분석 결과로부터 최대 진폭이 

나타나는 주파수 및 분포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결함 종류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어 결함원

인 진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구동 

렌즈면의 고속 구동시 틸트 발생이 고속카메라로 

관측되어 분석을 통하여 고정도 VCM 설계에 반영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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