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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는 대부분의 경우 공장자동화

가 실현되었으며 기계가 사람의 눈을 대신하여 상상이상의 

일들을 해내고 있다. 공장자동화의 기계의 눈은 머신비전이

라는 분야로 발전하였으며 생산 공정, 제어, 계측, 검사 자동

화에 사용되고 있다[1]. 머신 비전의 핵심적인 부품은 바로 광

학렌즈라고 할 수 있는데 렌즈의 특성에 의해 검사 방법과 

검출 능력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제품 검사 분야에서 외관 

전체를 검사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렌즈의 시각으로는 제

품의 일부분만을 촬영할 수 있어 여러 개의 렌즈와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제품을 회전하여 촬영한다[2,3]. 이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품의 외관 전체를 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주로 반

사경을 이용해 상면과 측면를 결상하는 방식이다[4,5]. 반사경

을 이용한 방식은 반사경의 경계에서 이미지가 단락되어 보

이며 물체의 크기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반사경의 크기와 각

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체 크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렌즈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시각 중 

hypercentric perspective 렌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현재 hypercentric 렌즈 설계 기술

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술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렌즈가 가질 수 있는 시각은 entocentric perspective, tele-

centric perspective, hypercentric perspective 3가지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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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비전에서는 다양한 렌즈들이 제품의 불량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렌즈의 시야로는 물체의 외관 일부분

만을 촬영할 수 있고 전체 외관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거울 등의 광학부품이나 여러 대의 렌즈와 카메라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광학 시스템의 크기를 크게 만들며 고비용의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상면과 측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hypercentric 렌즈의 설계 주안점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물체 촬영에 대응하며 이미지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hypercentric 렌즈

를 설계하였다. 또한 제작품의 성능 분석을 통해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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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entocentric perspective는 사람의 시각과 같은 원

근 시각을 말한다. 즉, 물체가 가까울 때는 크게 멀리 있을 

때는 작게 보이는 시각이다. 이는 설계에 따라 시야를 넓히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Telecentric perspective는 산업용 렌즈로 

가장 많이 쓰는 시각으로 초점심도 내의 물체는 거리와 상관

없이 크기가 일정하게 보여 계측, 제어 부분에 많이 사용되

고 있다. 마지막으로 hypercentric perspective는 entocentric 

perspective와 반대의 시각으로 물체가 가까울 때는 작게 멀

리 있을 때는 크게 보이는 시각이다. 높이가 있는 물체를 위

에서 촬영한다면 물체의 상면과 측면의 around view를 동시

에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의 3차원적인 촬영이 가능하

다. 이는 일반적인 렌즈 사용 시 보다 렌즈와 카메라의 수를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측면의 경

우 고해상도 이미지 획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백색광 사용에서도 고해상도를 갖는 hyper-

centric 렌즈 설계를 목표로 하였으며 또한 multi-configuration 

view를 가짐으로써 렌즈의 시야 사용 범위를 확대시켜 사용

자의 시스템 적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II. 광학 설계

Hypercentric 렌즈의 특성을 가지기 위한 설계 조건을 알아

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hypercentric perspective view를 확인

하고자 한다. 또한 단일 시야의 hypercentric 렌즈를 극복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ulti-configuration을 이용하여 다양

한 시야를 가지는 hypercentric 렌즈를 설계하였다. 해상도는 

카메라 픽셀 크기 5 µm에 최적화하여 공간주파수 100 lp/mm

에서 성능 분석을 하였다. 또한 사용 파장을 백색광으로 하

여 단일 파장은 물론 다파장 광원에서도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1. 광학적 시각(Optical perspective)

그림 1에서 각 perspective 렌즈들의 광 경로를 볼 수 있다. 

AS는 구경 조리개를 의미하며 f는 렌즈의 초점거리이다. 렌

즈의 perspective는 구경 조리개와 초점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데 entocentric perspective 렌즈의 구조를 보면 구경 조리개

가 렌즈의 이미지 측 초점 앞에 놓이게 된다. Perspective 

center가 물체와 관측자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는 가까이 있는 물체보다 작게 보이게 된다. Telecentric 

perspective 렌즈는 구경 조리개가 이미지 측 초점 위치에 놓

인다. Perspective center가 무한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율

이 물체 거리에 무관하게 유지된다. Hypercentric perspective 

렌즈는 구경 조리개가 이미지 측 초점과 이미지 평면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Perspective center가 물체 뒤에 있기 때문에 

먼 물체가 가까운 물체보다 크게 보이게 된다[6]. 

2.2. 광학적 시각에 따른 시뮬레이션 

2.2장에서는 ‘OpticStudio’ 광학설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2.1장에서 살펴본 결과 perspective 렌즈의 구조

에 따라 ideal 렌즈를 배치하여 그림 2와 같이 각 렌즈를 구

성하였다[7].

(a) (b) (c)

Fig. 1. Optical path of different perspectives. (a) Entocentric, (b) Telecentric, (c) Hypercentric.

(a)

(b)

(c)

Fig. 2. Layout of different perspective lenses. (a) Entocentric, (b) 

Telecentric, (c) Hypercen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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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렌즈의 ideal 렌즈의 초점거리는 같으며 구경 조리개의 

위치를 조절하여 각 렌즈의 perspective를 형성하였다. 각 렌

즈의 입사동 위치를 계산해보면, (+방향은 상과 가까워지는 

방향, -방향은 물체와 가까워지는 방향) entocentric 렌즈는 

첫 번째 렌즈에서 +21.4 mm 떨어진 곳에 입사동이 위치하

여 렌즈 시스템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Telecentric 렌즈는 입

사광이 광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입사동이 무한대 거리에 위

치한다. Hypercentric 렌즈는 첫 번째 렌즈에서 -75 mm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 렌즈 시스템 외부에 위치한다.

같은 배율로 설계된 각 렌즈로 그림 3의 정육면체의 물체

를 이미징 하였을 때 perspective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다르

게 이미징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였다. Entocentric 렌즈

와 telecentric 렌즈의 경우는 정육면체의 상면이 이미징 되는 

반면, hypercentric 렌즈의 경우 상면과 측면이 이미징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hypercentric 렌즈의 특성을 잘 이용

하면 물체의 외벽 또는 내벽을 검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 렌즈 시야의 구조의 한계를 넘

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2.3. Hypercentric 렌즈 multi-configuration

Hypercentric 렌즈를 그림 5와 같이 multi-configuration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다양한 시야에 대응할 수 있다. 

Hypercentric perspective를 형성하는 초점거리와 조리개 위

치를 고정시키고 물체 거리와 상 거리를 조절하여 시야에 따

른 multi-configuration을 만족시킨다면 렌즈군의 이동이 없어 

복잡한 기구 구조가 필요치 않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조

리개 뒤쪽 상측은 telecentric 렌즈의 형태로 설계하여 출사동

이 무한 거리에 있게 만든다면 물체 거리에 따른 상 거리 보

상 시 배율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2.4. 설계 결과

설계된 hypercentric 렌즈 시스템은 12개의 구면렌즈로 구

성되어 있으며, 2개의 렌즈군으로 앞쪽, 뒤쪽 렌즈군으로 나

눌 수 있다. 앞쪽 렌즈군은 높은 개구수를 가지며 물체로부

터 출사 되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뒤쪽 렌즈군은 앞쪽 

렌즈군에 의해 모아진 빛을 받아들여 물체를 이미징 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3개 configuration의 광 경로를 그림 6에 표시하

였으며 렌즈 데이터는 그림 7, 설계사양은 표 1과 같다.

Fig. 3. A cubic object.

(a) (b) (c)

Fig. 4. Simulation image of different perspectives. (a) Entocentric, 

(b) Telecentric, (c) Hypercentric.

Fig. 5. The hypercentric lens multi-configuration with ideal lens.

Fig. 6. 3 samples of the hypercentric lens multi-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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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1은 설계상 물체 거리가 가장 먼 경우, 

Configuration 3은 물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경우이다. 각 

configuration의 CTF 성능은 그림 8과 같다. Configuration 1

과 Configuration 3 사이에는 다수의 configuration이 존재하

며 CTF (contrast transfer function) 성능은 Configuration 3의 

CTF 성능 이상을 모두 만족한다. Hypercentric perspective의 

특성상 물체의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측면 부분은 상면 부분

의 비율보다 축소되어 결상된다. 외관 검사의 경우 측면부의 

결함도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CTF 값은 100 lp/mm의 공간주파수

에서 확인하였다. 각 configuration의 입사동의 위치는 동일

하며 물체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대된

다. 물체 거리 변화에 대한 초점 위치 보상은 상 거리를 조절

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상측은 telecentric 렌즈 구조를 가짐

으로써 초점 위치 보상에 따른 이미지 크기 변화는 없다.

III. 성능 분석

3.1. 이미지 분석

그림 9는 제작된 hypercentric 렌즈이다. 제작된 hypercentric 

렌즈에 5 mega 2/3" 픽셀 사이즈 3.45 µm CCD 카메라를 연

결하여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그림 10의 정육면체 물체에는 

상면과 측면에 글씨가 표기되어 있으며 이미지를 보면 물체

의 상면과 측면이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7. Configuration 2 lens data of the hypercentric lens.

Table 1. Specifications of 3 configurations of the hypercentric lens

Parameter Conf. 1 Conf. 2 Conf. 3

Object distance (mm) 86.7 55.8 25.1

Image distance (mm) 33.3 35.8 36.5

Object height (mm) 8.7 21.8 34.8

Image height (mm) 3.8 3.8 3.8

F-Number 8 8 8

Ent pupil position (mm) -107.5 -107.5 -107.5

CTF @ 50 lp/mm 75% 75% 74%

CTF @ 100 lp/mm 50% 50% 48%

(a)

(b)

(c)

Fig. 8. CTF graph of the 3 sample configurations. (a) Configuration 

1, (b) Configuration 2, (c) Configuration 3 (maximum frequency: 

100 l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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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ulti-configuration view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1 

처럼 여러 가지 크기의 물체를 제작하여 이미지를 촬영하였

다. 물체 크기에 따라 물체 거리와 상 거리를 조절하여 초점

을 맞추었다. 그림 12는 여러 가지 크기의 물체를 촬영한 이

미지이다. 여러 크기의 물체 모두 상면과 측면이 촬영됨을 

확인하였다. 조리개 크기를 조절하면 해상도와 피사계 심도

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고 물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체도 촬영이 가능하다.

3.2. 해상도 분석

‘OpticStudio’ 프로그램의 몬테카를로 공차분석 시뮬레이션[8]

을 이용하여 표 2의 공차 할당 값으로 공차분석을 진행하였다. 

Configuration 1에 대한 공차분석 결과를 보면 시뮬레이션 결

과의 90%가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37% (@ 100 

lp/mm)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였다. Configuration 2의 경우는 

MTF 37% (@ 100 lp/mm), Configuration 3의 경우는 MTF 

36% (@ 100 lp/mm)를 만족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산 광학계의 경우 test pattern을 결상시켜 검

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사양을 가진 산업

용 렌즈의 성능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작된 hypercentric 렌즈

의 결상 성능은 CTF 값으로 측정되었다. CTF는 주기적인 선 

물체에 대한 contrast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주파수에 대한 

contrast인 MTF보다 공간주파수 영역에서 저주파수들을 포

함하고 있어 CTF 값이 MTF 값보다 다소 큰 값을 가진다[9].

표 3에서 설계 값과 실제 측정값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공

차에 의해 저하된 수치는 Configuration 1의 경우 12%, Con-

figuration 2의 경우 12%, Configuration 3의 경우 11% 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ypercentric perspective 렌즈에 multi- 

configuration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야에 대응되는 렌즈를 설

계하였다. 시뮬레이션 이미지와 촬영된 이미지 비교를 통해 

물체의 상면과 측면을 볼 수 있는 hypercentric perspective 

형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촬영하여 다양

한 시야에 대응하는 multi-configuration view를 확인함으로

써 hypercentric perspective 렌즈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성능 분석에서도 제작된 hypercentric 렌즈의 설계성

능과 실제 성능을 비교하였고 최대 CTF 12%의 성능 차이를 

보였으며 백색광에서 CTF 값은 37% (@ 100 lp/mm) 이상을 

Fig. 9. Prototype hypercentic lens product.

Fig. 10. A cubic object with printed letters on its top and 4 sides 

and photographed image.

Fig. 11. Different size of objects.

Fig. 12. Photographed images of the different size of objects.

Table 2. Tolerance data of the hypercentric lens

Parameter Tolerance

Radius ±5 rings

Thickness ±0.05 mm

Tilt ±30 sec

Decenter ±0.05 mm

Index ±0.001

Abbe ±0.5%

Irregularity ±0.5 λ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among design, tolerance and 

measure (@ 100 lp/mm)

(0.9 Field, 100 lp/mm)

Conf.
Design 

CTF value

Design 

MTF value

Tolerance 

analysis 

MTF value

Measured 

CTF value

1 50% 41% 37% 38%

2 50% 41% 37% 38%

3 48% 40%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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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여 실제 산업 검사 환경에 사용될 수 있는 사양을 갖

추었다. 실제 산업계에서 본 논문을 통해 hypercentric 

perspective 렌즈 개발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사

양의 hypercentric perspective 렌즈가 개발되어 산업계의 생

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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