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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VL  : 렌즈에 공급되는 유체량  

Vu  : 단위구동기의 토출 유체량 

b1~b4  : 비트구동기 

d  : 렌즈 중앙부의 최대 변위 

ro    : 렌즈 반지름  

R    : 렌즈 곡률반경  

n    : 굴절률 

f    : 렌즈 초점거리  

1. 서 론 

고정렌즈의 곡면을 변화시켜 초점거리를 조절하

는 기술은 카메라 및 휴대폰과 같은 광학시스템에 

중요한 기술이다. 유체렌즈는 렌즈 곡면을 변화시

키는 방식에 따라 Electrowetting 방식(1,2)과 기계적 

방식(3~6)으로 나뉜다. Electrowetting 방식은 렌즈 역

활을 하는 물방울에 전압을 인가하여 렌즈 곡면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형화가 용이하

나 높은 전압이 요구되고 기계적 진동에 취약한 

단점을 가진다. 기계적 방식은 렌즈로 투명박막을 

사용하고 이 박막에 유체를 주입하여 렌즈 곡면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계적 박막을 

렌즈로 사용하므로 기계적 진동에 강하고 지름이 

큰 렌즈의 제작이 용이하다. 하지만 기존 기계적 

유체렌즈는 렌즈에 공급되는 압력 또는 유체량을 

연속적으로 제어하는 아날로그 구동기를 사용하여 

렌즈 곡면을 변화시켜 초점을 조절하기 때문에 고

가의 정밀 구동기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체량을 이산적으로 공급하는 

디지털 구동기를 유체렌즈에 적용하여, 정밀한 구

동기 없이 렌즈곡면을 정밀하게 변화시켜 초점거

리를 조절하는 디지털 가변초점 유체렌즈를 제안

한다. 

Key Words : Digital Liquid Lens(디지털 유체렌즈), Variable Focal Length(가변초점)  

초록: 본 논문에서는 4 비트 디지털구동기를 가변초점 유체렌즈에 적용하였다. 4비트 디지털구동기는 총 16단

계로 렌즈곡면을 조절하여 렌즈의 초점을 변화시킨다. 본 가변초점 유체렌즈는 별도의 정밀 압력 및 유체량 제

어기 없이 디지털구동기의 On/Off 제어만으로 렌즈곡면을 ±200nm 의 정밀도로 제어하여 초점거리를 3.63mm

에서 38.6mm까지 조절할 수 있다. 

Abstract: We have designed a digital variable-focal-length liquid lens by using 4-bit actuators. Each bit actuator consists of 1, 

2, 4, and 8 unit actuators, squeezes discrete fluidic volume of 24 different levels into the lens The 4-bit digital actuation mode 

(b4b3b2b1) affords 2
4 different lens curvatures and focal lengths. The on/off control of the bit actuators helps in solving the 

main problem associated with analog liquid lenses, i.e., precise control of the pressure or volume of the fluid for changing the 

lens curvature and focal length. Experimentally, it has been found that the 4-bit actuators allow 0.074 nl (±0.02 nl) of the 

given fluid per bit to enter the lens and help in increasing the focal length from 3.63 mm to 38.6 mm in 24 different levels; no 

high-cost controllers are required for precise control of the pressure or volume in this case. Therefore, the present digital 

liquid lens is more suitable to integrated optical systems by reducing additional component for pressure and volum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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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작동원리 

 유체렌즈는 렌즈에 유체를 공급하여 렌즈 부피

를 변화시켜 렌즈의 곡률반경을 바꾸고, 이를 통

해 초점거리를 조절한다. Fig. 1 은 4 비트 디지털 

가변초점 유체렌즈의 개략도이다. 지름이 500µm

인 렌즈에 서로 다른 토출량을 가지는 비트구동기

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 비트구동기의 토출량비는 

1:2:4:8 로 이진조합을 가진다. 서로 다른 유체량을 

토출하는 비트구동기(bi)는 토출 유체량비가 공정

오차에 강인(3)하도록 각각 1 개, 2 개, 4 개, 8 개의 

동일한 크기의 단위구동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구

성하였다. 단위구동기는 한면이 150µm 크기의 정

사각 박막을 가지며 박막이 휘어질 때 일정 유체

량을 토출한다. Fig. 2에서 Pressure Inlet를 통해서 

공급된 압력은 각 비트구동기의 박막에 전달되어 

박막을 아래로 휘게 든다. 이 휘어진 박막은 특정

량의 유체를 렌즈에 공급하게 된다. 4 개의 비트 

구동기(b1~b4)의 상태에 따라서 렌즈에 공급되는 

유체량(VL)을 다음 식과 같다. 
 

)842( 4321 bbbbVV uL +++⋅=         (1) 

 

VL은 렌즈에 공급되는 유체량, Vu는 단위구동기가 

토출하는 유체량, b1~b4은 비트구동기의 On/Off 여

부(On이면 1, Off면 0)를 나타낸다. 각 비트구동기

의 On/Off 에 따라서 4 개의 비트구동기를 사용하

는 4 비트 디지털 구동기는 0 에서 15Vu 까지 총 

16(24) 단계로 렌즈에 공급되는 유체량(VL)을 조절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N 개의 비트구동기를 사

용하면 렌즈에 공급되는 유체량을 2N 단계로 조절

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조절이 가능하다.  

렌즈에 유체가 공급되어 부피가 변하면 렌즈의 

곡률반경은 아래의 식과 같이 변하게 된다.  
 

223 ),3(
3

oL rRRddRdV −−=−=
π

  (2) 

 

d 는 렌즈 중앙부의 최대 변위, R 은 렌즈 곡률반

경, ro는 렌즈 지름이다. 

변화된 렌즈 곡률반경은 렌즈의 초점거리를 바

꾸게 된다. 렌즈 곡률반경과 초점거리의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1−
=
n

R
f                (3) 

 

f는 초점거리, n은 렌즈 내 유체의 굴절률을 나타

낸다. 

결국, 각 비트구동기의 On/Off 제어로 유입된 유

체량(VL)은 렌즈 곡율반경을 바꾸고, 이를 통해 

렌즈의 초점거리가 조절된다. 

Fig. 2 는 4 비트 가변초점 유체렌즈의 구동원리

를 나타낸다. b1 비트 구동기만 켜지는 (0001) 구동

모드에서는 1 개 단위구동기의 토출 유체량인 Vu

이 렌즈에 공급된다. 이때, 적은 유체공급량 때문

에 렌즈곡면 변형이 적어 곡률반경이 크게 되고, 

초점거리가 길게 나타난다. 

 

 

 
          (a)                        (b)   

Fig. 1 Schematic view of 4-bit digital liquid lens: (a) top 
view: (b) cross-sectional view along AA’ line of 
(a) 

 

(a) 

(b) 

Fig. 2 Focal length change of 4-bit digital liquid lens of 
Fig. 1(b) depending on the digital actuation mode 
of (b4b3b2b1); (a) (0001) digital actuation mode 
(b) (0100) digital actu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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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비트 구동기만 켜지는 (0001) 구동모드에서는 1

개 단위구동기의 토출 유체량인 Vu 이 렌즈에 공

급된다. 이때, 적은 유체공급량 때문에 렌즈곡면 

변형이 적어 곡률반경이 크게 되고, 초점거리가 

길게 나타난다. (0100) 구동모드에서는 b3 비트 구

동기가 4 개의 단위구동기의 토출 유체량인 4Vu을 

렌즈에 공급하여 렌즈곡면이 (0001) 구동모드 일 

때 보다 크게 변형한다. 이 때문에 렌즈 곡률반경

이 짧아져 초점거리는 짧아지게 된다. 결국 구동

모드를 (0000)에서 (1111)까지 총 16 단계로 조절하

게 되면 렌즈에 공급되는 유체량의 차이로 인해서 

렌즈곡면을 다르게 변형시켜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2.2 설계 및 제작 

4 개의 비트구동기들은 단위구동기를 각각 1, 2, 

4, 8개를 직렬로 연결되어 비트구동기가 토출하는 

유체량비가 공정 오차에 강인하도록 설계되었다. 

정해진 유체량을 토출하는 단위구동기는 폭 

150µm, 너비 150µm, 두께 60µm 의 박막으로 구

성되었으며, 상판 유로에 200kPa의 압력이 가해지

면 박막이 10um 단차를 가지는 하판 유로로 휘어

지면서 0.075nl 의 유체량을 유체렌즈에 공급하도

록 설계되었다. 4 비트 가변초점 유체렌즈는 유로

가 형성된 상하판 PDMS 층을 두께 60 µm 인 

PDMS 박막과 함께 접합하여 Fig. 3 과 같이 제작

하였다. Fig. 4는 제작된 소자를 나타낸다 

 

 

 
Fig. 3 Fabrication process of 4-bit digital liquid lens 

along AA’ line of Fig. 1 

 

 
Fig. 4 Fabricated device; (a) the prototype of 4-bit digital 

liquid lens: (b) the enlarged view of lens 

2.3 실험 및 결과 

렌즈의 성능 평가는 렌즈 중앙부의 최대 변위

[Fig. 5(a)]의 측정과, 초점거리[Fig. 5(b)]의 측정으로  

 

 

 

Fig. 5 Experimental setup; (a) for measuring maximum 

deflection: (b) for measuring focal length 

 

 
Fig. 6 The measured maximum deflection of the lens 

depending on 4-bit digital actuation mode of 

(b4b3b2b1) 

 

   
(a)            (b)             (c) 

Fig. 8 The character, A, depending on 4-bit digital mode 

of (b4b3b2b1) at the plane located at 12mm [x is 

12mm at Fig.5(b)] above the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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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진다. 이때, 렌즈를 채우는 유체로 굴절률

이 1.33 인 물을 사용하였다. 렌즈 중앙부의 최대 

변위 측정은 디지털 구동기의 토출 유체량 분석에 

목적이 있다. 측정된 렌즈 중앙부의 최대 변위를 

식 (2)에 대입하여 렌즈의 부피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각 디지털 구동모드에 따라 토출 유체량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렌즈 중앙부의 최대 변위

는 Laser Dopplper Vibrometer(LDV)로 각 구동모드

로 렌즈를 1Hz로 구동하면서 변위를 측정하였다. 

Fig. 6 은 구동모드(b4b3b2b1)에 따른 최대 변위 

측정치를 나타낸다. 단위 구동모드에 따른 렌즈 

중앙의 최대변위는 0.75µm±0.2µm 로, 본 소자는 

11.6 µm 의  구동범위에서 최대 ±200nm 의 정밀도

를 가지고 구동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4 비트 디지털 구동기는 식 

(2)에 의해 초소 토출 유체량은 0.074nL±0.02nL 이

고, 1.11nL까지 유체를 렌즈에 공급할 수 있다.  

초점거리의 측정을 위해서 렌즈로부터 95mm 떨

어진 ‘A’모양의 피사체(Subject)가 렌즈를 통해 만

드는 상의 거리[x in Fig. 5(b)]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초점거리를 구하였다.  
 

yxf

111
+=                  (4) 

f는 초점거리, x 는 렌즈로부터 상의 거리, y는 렌

즈로부터 피사체의 거리이다.  y 는 95mm 로 고정

시키고, x 를 구하여 초점거리를 계산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Fig. 7에서 초점거리의 이론값은 Fig. 

6의 렌즈 중앙의 최대변위로부터 식 1, 2, 3을 사

용하여 구한 값이다.  

본 소자의 초점거리는 3.63mm 에서 38.6mm 까

지 총 16 단계로 Fig. 7 과 같이 조절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Fig. 8 은 렌즈로부터 12mm 위에 있

는 평면에 맺히는 상의 이미지를 (0000) 구동모드, 

(0100) 구동모드, (0111) 구동모드에서 보여준다. 피

사체‘A’는 (0111)에서 초점이 맞아 가장 선명하게 

보여진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 종의 비트구동기를 사용하는 4

비트 디지털 구동기를 유체렌즈에 적용하였다. 본 

가변초점 렌즈는 별도의 정밀 압력 및 유체량 제

어기 없이 비트구동의 On/Off 제어만으로 렌즈곡

면을 ±200nm 의 정밀도로 제어하여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집적화된 광학시스템에 적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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