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2010

서론1.

자유곡면의 광학렌즈는 회전대칭이 아닌 비회전 대칭의 형상

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을 요구하,
고 있다 특히 특정의 매개변수 표현에 의한 알려진기존의 비구면.
설계 수식의 곡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곡률의 변화에 맞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광학 곡면을 표현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형 설계.
방법은 상용의 소프트웨어나 광학전용설계 소프트웨어에CAD
서 쉽게 구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특정.
곡면의 곡률을 가진 두 개의 곡면을 합성 하는 방법과(blending)
그 결과 제시하고자 한다.

자유곡면합성2.

비회전대칭의 비구면에 대하여 정해진 곡률에 따른 곡면 표현

. (base curvature)식은 다음과 같다 렌즈면의 정점에서의 기본곡률

c(=1/R, R: ) k(conic constant),기본곡률반경과 원추면상수 고차의

A, B, C, D (aspheric deformation constant)비구면 보정계수 등에

의해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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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 .원추계수 는 비구면렌즈 형상에 따라서 표 과 같이 정의된다

Table 1 Conic constant of the optic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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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oints)한편으로 곡면의 곡률이 아닌 설계 조정점 에

B-spline B-spline의한 자유곡면 표면은 에 의해 따라서 곡면

등에 의해 가능하다2. (예로 들어 차수 n,m) Bezier의 곡면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r (u,v)= ∑
n

i =0
∑
m

j =0
B n

i (u)B m
j (v)P(i,j ) (2)

, P(i,j) (control points) , Bernstein poly여기서 는 조정점 이고 -
nomial .은 다음과 같다

B n
i (u)= (ni )u i (1-u) n -i (3)

또한 자유곡면에서의 특정점에서의 두 개의 주곡률은, k1,

로 구해질 수가 있으며 이경우에 평균 곡률은 곡면의 배율k2 ,
이고 그 편차는 비점수차 이다(powrer) (astigmatism) .

곡면설계 결과3.

식 과 의 혼용에 의해 설계된 곡면의 결과는 과 같다(1) (2) Fig.1 .

Fig. 1 Free form surface by curvature blending

모두 개의 패치 로 구성되며 각 패치는 개의 조정점을9 (patch) 16
갖고 있다 각조정점은 패치 경계에서의 곡률이 연속하도록 고려.
되었다 곡면의 평균 곡률은 특정의 곡률을갖는 영역과 그 두개의.
영역을 연결하는 영역으로 합성되어 Fig 2로 설계되었다.

Fig. 2 Mean power distribution of the surface

(image)각 영역의 경계에서는 연속성은 보장은 상 의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배율을 변화하도록 고려되어지고 수직

.방향으로는 배율의 변화가 가능한 억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곡

Fig 3류의 편차는 과 같으며 비점수차가 수평방향으로 억제되어

,졌고 특정의 가장자리에만 비점수차가 분포하도록 하여 주사용

.지역에서의 상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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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stigmatism distribution of the surface

결론4.

본 연구에서는 자유곡면의 광학면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특정,
곡률의 영역들을 합성하여 그 경계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균곡률과 비점수차의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과 이를 이용한 상의 왜곡을 최소화한 설계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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