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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ge in object distance would generally change the magnification of an optical system.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nd 

designed a double-Gauss optical system with a fixed magnification and image surface regardless of any change in object distance, 

according to moving the lens groups a little bit to the front and rear of the stop, independently parallel to the direction of the optical 

axis. By maintaining a constant size of image formation in spite of various object-distance changes in a projection system such as a 

head-up display (HUD) or head-mounted display (HMD), we can prevent the field of view from changing while focusing in an HUD 

or HMD. Also, to check precisely the state of the wiring that connects semiconductor chips and IC circuit boards, we can keep the 

magnification of the optical system constant, even when the object distance changes due to vertical movement along the optical axis 

of a testing device. Additionally, if we use this double-Gauss optical system as a vision system in the testing process of lots of electronic 

boards in a manufacturing system, since we can systematically eliminate additional image processing for visual enhancement of image 

quality, we can dramatically reduce the testing time for a fast test process. Also, the Gaussian bracket method was used to find the 

moving distance of each group, to achieve the desired specifications and fix magnification and image surface simultaneously. After the 

initial design, the optimization of the optical system was performed using the Synopsys optical design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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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광학계의 물체거리가 변하면 배율이 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이중 가우스(double-Gauss) 형태의 광학계에서 조리

개를 기준으로 조리개 앞쪽에 위치한 렌즈군과 조리개 뒷쪽 렌즈군을 광축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평행하게 이동하여 물체거리에 따라 배율과 

상면이 고정되는 광학계를 제안하고 설계하였다. 이러한 광학계는 전방시현장치(head-up display, HUD), 두부장착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HMD) 등의 투사 광학계에 물체거리의 변화에 따라 상 크기가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 전방시현장치 또는 두부장착디스플레이에서 

초점 조절(focusing) 시에 화각이 변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반도체 칩과 IC 회로기판을 연결하는 와이어(wire)의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장비가 위 아래로 움직여서 물체거리가 변해도 광학계의 배율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고속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 영상 처리를 시스

템적으로 생략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가우스 괄호법(Gaussian bracket method)을 이용하여 원하는 사양을 만족하도록 각 군의 이동량을 

구해서 배율과 상면이 고정되도록 하였다. 초기 설계를 진행한 후, 최적화는 광학 설계 프로그램인 시놉시스(Synopsys)를 사용하였다.

Keywords: 광학설계, 다중배치광학계, 가우스괄호법, 전달광학계

OCIS codes: (080.2740) Geometric optical design; (220.3620) Lens system design

†E-mail: jhjo@hnu.kr, ORCID: 0000-0002-0699-8073

 Color versions of one or more of the figures in this paper are available online.

《연구논문》Korean Journal of Optics and Photonics, Vol. 29, No. 1, February 2018, pp. 19-27

 DOI: https://doi.org/10.3807/KJOP.2018.29.1.019

ISSN : 1225-6285(Print)

ISSN : 2287-321X(Online)



20 한국광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8년 2월

I. 서    론

줌 광학계는 광학기술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보인 분

야 중 하나로 초점거리(effective focal length, EFL)과 배율이 

연속적으로 변하고 상면이 유지되는 광학계를 말한다[1]. 이

러한 광학계는 카메라나 캠코더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반해 

물체거리와 초점거리가 바뀌어도 배율이 고정되는 광학계가 

있는데, 이를 다중배치 광학계라고 한다[2].

오늘날 전방시현장치(head-up display, HUD)는 여러 기술

과 접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방시현장치의 중요성은 자동차가 처음 개발된 

이래 화두 되어 왔던 안전 문제와 연결된다. 2015년 한국 도

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의 68.5%

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스마트폰, 네비

게이션 등 IT제품의 대중화로 인해 전방에서 시선을 분산시

키게 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최

소화 하면서 도로교통정보 및 차량운행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전방시현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자동

차가 보편화 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신

체적, 정신적 기능감소로 인해 운전 수행에 취약하며, 특히 

시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교

통 사고 경험이 6배 더 많다[4]. 특히 자동차의 속력이 달라지

게 되면, 전방시현장치에 의해 구현된 허상(virtual image)의 

거리가 조정되어야 운전자에게 편리하다. 전방시현장치에서 

허상 거리 변화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

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방시현장치의 소형 영상 

소자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광학계에서 물체거리가 변하

면 상거리가 변하는 것과 원리가 동일하며, HUD 및 두부장

착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HMD)와 같은 무초점 

광학계에서는 이를 시도 조절이라고 부른다. 이때, 전방시현

장치 광학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화각을 만족하는 영상 소

자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정화면(liquid crystal display, LCD) 또

는 반사형 액정화면(liquid crystal on silicon, LcoS)와 같은 

소형 영상 소자의 상을 전방시현장치의 상면에 확대하여 결

상시키는 투사 광학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이

러한 투사 광학계의 투사면이 고정되면 전방시현장치의 시

도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투사 광학계는 반드시 줌

(zoom)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줌 구조를 

이용한 투사 광학계는 화각 변화(zooming) 시에 물체 크기가 

변하게 되므로 전방시현장치 광학계 관점에서는 영상 크기

가 변하여 시도 조절 단계에서 화각이 변하는 부작용이 발생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군을 이동하여 물체 거리

가 변하게 하면서도 배율이 고정되어 투사 화면의 크기가 바

뀌지 않는 광학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광학계는 전방시현장치 외에도 응용할 수 있

는 제품 분야가 있다. 물체거리가 변해도 배율이 유지되는 

광학계는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위에 집

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연결을 위한 와이어의 연결 상

태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에 응용이 될 수 있다. 인

쇄 회로 기판과 집적회로를 연결하는 와이어는 눈으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광학계를 사용하여 영상을 확대하여 검사

해야 하며, 촬상 소자에서 얻은 영상을 판독하여 와이어의 

단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이 때 검사하는 장비는 인

쇄 회로 기판 바닥면에서 집적회로의 윗면까지 위아래로 스

캔하기 때문에 물체거리가 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때 물체거리 변화에 따라 배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영상 처

리가 간편해 지므로 고속으로 검사할 수 있다.

본 광학계는 상면에 소형 영상 패널이 위치하며 물체면은 

투사 화면이 된다. 이 때 투사 화면이 물체거리의 변화에 따

른 해상력 성능의 차이가 적어야 하며, 왜곡이 적어서 별도 

영상처리가 필요없는 것이 좋다. 또한 주간의 밝은 빛에서도 

투영된 영상을 볼 수 있어야 하므로 NA가 큰 밝은 광학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의 중심부와 주변부사이 밝기 차이가 

고르게 분포되어야 정보전달에 유리하므로 광학계를 텔레센

트릭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중 가우스 형태의 광학계는 조리개를 중심으로 좌

우 대칭인 광학계이므로, 수차 보정이 쉽기 때문에 대구경 

광학계에 많이 채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물체거리가 

가변되어야 하므로, 이중 가우스 광학계의 조리개 앞쪽 렌즈

군과 뒤쪽 렌즈군으로 분할하여 두 개의 군이 상대적으로 이

동하는 줌 구조를 채용한다. 이때 물체거리가 변하면서도 배

율이 고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물체거리가 

변하여도 배율과 상면이 고정되는 이중 가우스 광학계의 설

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    론 

2.1. 가우스 괄호법(Gaussian brackets)을 이용한 굴절능 

배치[5]

근축광선 추적(Gaussian ray tracing)은 광학계를 통과하는 

광선을 근사적으로 계산하여 광학계의 특성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조리개를 대칭으로 2개의 렌즈군으로 구성

된 이중 가우스 형태의 광학계를 가우스 괄호법을 이용해 광

학계의 물상 거리, 배율, 결상 조건을 표현하면 식 (1)~(3)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k는 각 군의 굴절능, z0는 물체면

과 제 1군과의 거리, z1는 제 1군과 제 2군 사이거리, z2는 제 

2군과 상면과의 거리, T는 물체에서 상까지의 거리, m은 배

율이다. 또한 z는 각 군의 주요점 사이의 거리이다. 또한 k와 

z의 첨자는 렌즈군 번호를 의미하며, 0은 물체면을 의미한다.

Tzzz
210
=++  (1)

[ ]
m

 ,kz,,kz
1

2110
=−−  (2)

[ ] 0,,,,
22110

   zkzkz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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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물체거리, 1군과 2군의 거리, 상거리를 모두 더한 

물상거리(total track)를 의미한다. 식 (2)~(3)은 각각 배율, 결

상 조건에 관한 식으로, 각 군의 굴절능과 각 군간 거리의 

함수이다. 이 때 물체거리가 변하게 되면 배율과 결상 위치

가 바뀌게 되고 이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각 군간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
210

Tzzz =++  (4)

m
kzkzkzkz

1
1''''

10212110
=+−−  (5)

( ) 0'''''
110102

=−++ zkzzzmz  (6)

여기서 '(prime) 기호는 물체거리 변화에 따른 그 값이 바뀌

는 것 의미한다. 식 (4)는 식 (1)과 동일하게 z0, z1, z2의 변화

에 따른 T의 변화에 대한 관계식이며, 식 (5)는 식 (2)를 풀어

놓은 것으로 z0와 z1의 관계식으로 표현되고, 식 (6)은 식 (3)

을 풀어놓은 것으로 m, z0, z1, z2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된

다. 식 (4)~(6)에서 배율 m과 물상 거리 T는 광학계의 설계 

사양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특허로부

터 광학 설계를 한다면 각 군의 굴절능 k1과 k2는 주어지는 

값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 (4)~(6)에서 미지수는 z0', z1', 

z2'이다.

식 (4)와 (5)를 z2에 대해 정리하면 각각 식 (7) 및 (8)과 같다.

''''
212
zzTz +−=  (7)

( )'''''
110102
zkzzzmz −+−=  (8)

식 (6)을 z1'에 대해 정리하면, 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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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과 (8)을 연립하여 z1'에 대해 정리하면 식 (10)을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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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과 (9)를 연립하여 정리하면, 식 (11)과 같이 물체거

리 z0에 대한 이차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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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에 의해 z0는 2개의 해가 나오지만, 물리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z0을 식 (5)와 (6)에 

대입하면 z1과 z2를 구할 수 있다.

III. 본    론

3.1. 기초 설계

이 광학계의 요구사항은 표 1과 같다. 이 사양은 특정 회

사의 전방시현장치 제품으로부터 결정되었다. 전체 광학계의 

길이를 고려하여 물체거리는 107 mm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방시현장치 광학계에서 시도조절에 필요한 물체거리 변화

량은 ±10 mm이다. 영상 소장의 단변 길이는 6.4 mm이며, 

이를 26.3 mm로 확대시켜야 하므로 광학계의 배율은 약 

0.2433배이어야 한다. 영상 소자의 화소 크기에 따른 나이퀴

스트(Nyquist) 주파수는 50 lp/mm이며, 이 값이 광학계의 설

계 주파수가 된다. 투사면에서의 공간주파수는 나이퀴스트 

주파수에 광학계의 배율을 곱하면 되며, 영상 소자의 화소가 

확대되어 결상되므로 투사면에서의 공간 주파수는 영상 소자

의 나이퀴스트 주파수보다 커진 약 12.2 lp/mm이 된다. 만약 

전방시현장치 광학계를 설계하게 된다면, 광학계의 해상력 

목표는 12.2 lp/mm가 되어야 한다. 한편 연구에서 사용된 설

계 S/W는 시놉시스(Synopsys)[5]이며, 광학계의 초기값은 일본 

특허 JP2003-043351A의 실시예 1번을 사용하였다. 물체 측

에서 제 1번면부터 제 5번면 까지 양의 굴절능 갖고 제 7번

면으로 부터 제 11번면 까지 양의 굴절능을 같는 더블 가우

스 형태로 구성되어 입사된 광선들을 상면에 결상 시킨다. 이 

광학계는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NA 0.25보다 어두운 NA 

0.125을 갖으며, 유효 초점거리(effective focal length) 27.097 

mm보다 긴 79.263 mm의 제원을 갖으며, 배율(magnification) 

0.24보다 높은 0.1887를 갖고, 상면의 반대각 크기는 3.8 mm

보다 큰 28.777 mm을 갖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특허로부터 

본 연구에서 주어진 광학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학계를 

축소해야 한다. JP2003-043351A의 광학계는 NA가 낮지만, 

광학 설계를 통해 사양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게 될 것이다.

그림 1은 JP2003-043351A 실시예 1을 표 1에서 주어진 영

상 소자의 반대각 크기와 맞게 약 0.3418배만큼 축소하고 물

체거리를 바꿔 0.24배가 되도록 한 광학계의 광로도이다. 따

라서 그림 1과 같은 광학계의 1차량과 각 군의 정보는 표 2

와 같다. 표 2에서 제1 주요점의 위치는 각 군의 물체측 첫

Table 1. Specifications of our optical system

Specifications

Minimum of object distance 107 mm over

Variation of the object distance ±10 mm

Spec. of the micro-display
Resolution: 1280 × 640

Pixel size: 10 µm

Projection area 52.6 mm × 26.3 mm

Spatial frequency at projection area 12.2 l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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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주요면 까지의 거리이며, 제2 주요점의 위치는 주요

점에서 각 군의 가장 마지막 면까지의 거리이다. 또한 이러

한 값들은 설계 파장인 e-line으로 구한 것이다. 표 2에서 초

점거리는 식 (11), 식 (5)~(6)의 k1과 k2의 역수가 된다. k1과 

k2은 JP2003-043351A 실시예 1에서 약 0.3418배로 축소된 

광학계의 1군과 2군의 굴절능이므로 기초 설계 과정에서는 

바뀌지 않는 값이다.

k1과 k2 및 m은 표 2에서와 같이 주어지므로 이를 식 (11)에 

대입하면 z0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식 (4)~(5)에 대입하면 z1

과 z2 역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값은 zoom 1

에 대한 값이며, zoom 2는 zoom 1과 배율 m은 같고, 물상거

리 T는 zoom 1보다 10 mm 길어야 한다. 또한 zoom 3은 

zoom 1에서의 T보다 20 mm 더 긴 값을 가지므로 같은 방법

으로 z0, z1, z2을 각각 zoom 2과 zoom 3에 대해 구할 수 있

다. 표 3은 기초 설계된 광학계의 1차량과 각 렌즈군에 대한 

z0, z1, z2을 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2는 과 같

이 표 3과 같이 구한 값으로부터 각 군의 주요면 위치를 고

려하여 군간 간격을 계산하여 광학 설계 S/W에 입력하여 광

로도 광로도이며, 화살표는 초점 조절 시 제 1군과 제 2군이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하다. 그린 것이다. 또한 표 4는 이렇게 

기초 설계된 광학계의 곡률, 두께 및 소재 정보를 의미하며, 

표 5는 광학 설계 S/W에 입력된 물체 거리, 군간 간격, 상거

리를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thi s0’는 물체에서 첫번째 면

Fig. 2. Optical layout after scaling down for JP2003-043351A 

example 1.

Table 4. Lens data for the paraxial design

Surface Radius Thickness Index
Abbe 

number
Note

Object 　 A 　 　 　

1 17.255 1.747 1.56608 60.4 

Group 1

2 65.129 0.667 　 　

3 8.744 2.546 1.69979 55.3 

4 15.695 1.002 1.65222 33.5 

5 6.254 B 　 　

Stop Inf 1.003 　 　

Group 2

7 -6.010 0.509 1.67157 32.8 

8 -27.354 1.952 1.77621 49.3 

9 -8.061 0.332 　 　

10 -90.096 1.702 1.72341 50.0 

11 -17.100 C 　 　

Image Inf 0.000 　 　 　

Table 5. Zoom data for the paraxial design

Zoom no. Magnification thi s0(A) thi s5(B) thi s11(C)

1 0.24 119.510  2.210 24.023

2 0.24 125.455  7.040 23.207

3 0.24 131.995 11.444 22.308

Fig. 1. Optical layout after scaling down for JP2003-043351A 

example 1.

Table 2. After scaling down for JP2003-043351A example 1, first 

order of each group and design specifications

Spec.

EFL 27.097 mm

Magnification 0.24

Paraxial image height

(Half diagonal size of the micro-display)
3.531 mm

Group 1

Focal length 47.890 mm

1st principal point -12.126 mm

2nd principal point 12.563 mm

Group 2

Focal length 27.388 mm

1st principal point 6.267 mm

2nd principal point -4.807 mm

Table 3. First order for the paraxial design

Zoom 1 Zoom 2 Zoom 3

T 157.2 mm 167.2 mm 177.2 mm

Magnification 0.24 0.24 0.24

Image NA 0.25 0.25 0.25

Paraxial image height

(size of micro-display)
3.531 mm 3.531 mm 3.531 mm

z0 131.636 mm 137.581 mm 144.121 mm

z1 22.042 mm 26.873 mm 31.277 mm

z2 19.216 mm 18.400 mm 17.50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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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거리, ‘thi s5’는 5번 면에서 6번 면까지의 거리, ‘thi 

s11’은 마지막 면에서 상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IV. 설계 최적화 및 평가

기초 설계데이터로부터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광학계 설

계 S/W인 시높시스를 사용했다[6]. 설계 파장은 C-line, d-line, 

e-line, F-line, g-line으로 하였고, 설계 기준파장은 e-line으로 

두었다. 최적화 시 유한물점을 기준으로 물체거리가 10 mm 

전후로 움직였을 때 물체가 4.17배 확대될 수 있도록 최적화

를 진행했으며, 설계 목표인 NA 0.25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투사광학계의 경우에는 화면 중심뿐 아니라 주변부에

도 어느정도 높은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화면 주변부에 필

드가중치를 적절히 분배하였다. 또한 화면 중심부와 주변부

의 밝기차이가 적어야 하므로 상측 텔레센트릭을 만족하도

록 상면에서의 주광선 각도(chief ray angle, CRA)을 2도 이

하로 설계하였다. 상측 텔레센트릭을 만족하게 되면, 물체거

리의 변화에 따른 배율의 변화가 없다.

최적화가 완료된 최종 설계의 광로도는 그림 3과 같다. 초

기 설계와 마찬가지로 총 6매의 구면 렌즈로 구성되어 있으

며 물체측으로부터 조리개면 이전 까지 제 1군이며, 조리개

를 포함한 마지막 면 까지 제 2군이다. 또한 초점 조절 시에 

2개의 렌즈군이 동시에 움직이는 플로팅(floating) 방식의 광

학계이다. 표 6은 최종 설계의 1차량을 의미하며, zoom 1과 

zoom 3의 광학계 전체 길이의 차이는 ±10 mm로 설계 목표

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표 7은 최종 설계된 광학계의 각 렌

즈군의 초점거리와 주요점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표 8은 1

군과 2군의 궤적을 나타낸다. 표 8에서 ‘m’은 광학계의 배율, 

‘s0’는 물체에서 광학계 첫번째 면까지의 거리, ‘s5’은 5번째 

면에서 6번째 면까지의 거리, ‘s11’은 마지막 면에서 근축 상

점까지의 거리, ‘defocus’는 근축 상점과 설계 공간주파수인 

50 lp/mm의 peak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표 8에서 보는 것

처럼 광학계의 배율(m)이 물체거리 변화 시에 변하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광학계의 초점거리는 변하게 되며, 

이에 따라 NA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구 설계 단계에서

는 조리개 직경을 고정하여 설계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최종 

설계에서 조리개 경은 고정하였다. 따라서 물체거리 변화 시, 

NA가 변하게 되며 밝기가 가장 어두운 곳을 기준으로 NA가 

0.25 이상을 만족하도록 했으며,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NA

가 가장 작은 zoom 1에서 0.2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4는 1군과 2군에 대해 상면으로부터 상대적인 이동량을 

그린 줌 궤적으로서 표 8을 이용해 계산하여 그린 것이다.

177.2mm from 

Image surface

167.2mm from 

Image surface

157.2mm from 

Image surface

1
5

11 Image

Stop1
5

11 Image

Image

1
5

11

Stop

Stop

Fig. 3. Optical layout for final optimized design.

Table 6. First order for final optimized design

Zoom 1 Zoom 2 Zoom 3

TTL 162.528 mm 172.528 mm 182.528 mm

Magnification 0.2433 0.2433 0.2433

Image NA 0.25 0.25 0.25

Paraxial image height

(size of micro-display)
  3.577 mm   3.577 mm   3.577 mm

Table 7. First order of each group for final optimized design

Spec.

Group 1

Focal length 48.381

1st principal point -15.347

2nd principal point 16.436

Group 2

Focal length 20.081

1st principal point 11.254

2nd principal point -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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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간 사용된 소재는 6매 모두 고굴절 소재로 물체 거리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수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5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zoom 1, zoom 2, zoom 3의 종수차

도이며, 각 그림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종구면수차, 비점수차, 

왜곡을 나타낸 것이다. 종구면수차, 비점수차, 왜곡 등은 근

거리와 원거리 전구간에서 값이 거의 변하지 않아 대체로 안

Table 8. Zoom locus for final optimized design

Step m s0 s5 s11 Defocus Stop diameter

  0 -0.2433 106.94652 2.595000 22.347268 -0.046000 4.3

 25 -0.2433 107.61749 2.994601 22.276715 -0.046730 4.3

 50 -0.2433 108.29577 3.387660 22.205393 -0.047520 4.3

 75 -0.2433 108.98129 3.774234 22.133310 -0.048370 4.3

100 -0.2433 109.67399 4.154383 22.060472 -0.049280 4.3

125 -0.2433 110.37380 4.528168 21.986886 -0.050250 4.3

150 -0.2433 111.08066 4.895656 21.912560 -0.051280 4.3

175 -0.2433 111.79447 5.256913 21.837502 -0.052370 4.3

200 -0.2433 112.51517 5.612008 21.761720 -0.053520 4.3

225 -0.2433 113.24267 5.961013 21.685222 -0.054730 4.3

250 -0.2433 113.97690 6.304000 21.608017 -0.056000 4.3

275 -0.2433 114.71776 6.641045 21.530115 -0.057330 4.3

300 -0.2433 115.46519 6.972223 21.451522 -0.058720 4.3

325 -0.2433 116.21908 7.297613 21.372250 -0.060170 4.3

350 -0.2433 116.97935 7.617292 21.292307 -0.061680 4.3

375 -0.2433 117.74591 7.931342 21.211703 -0.063250 4.3

400 -0.2433 118.51867 8.239843 21.130446 -0.064880 4.3

425 -0.2433 119.29754 8.542877 21.048547 -0.066570 4.3

450 -0.2433 120.08243 8.840525 20.966016 -0.068320 4.3

475 -0.2433 120.87325 9.132872 20.882861 -0.070130 4.3

500 -0.2433 121.66989 9.420000 20.799094 -0.072000 4.3

ZOOM LOCUS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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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Zoom locus of final optimiz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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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ngitudinal aberrations for final optimiz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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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왜곡 격자를 표한한 그림으

로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zoom 1, zoom 2, zoom 3일 때를 

의미한다. 왜곡은 1%로 약간의 술통형 왜곡을 갖으며, 이미 

그림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왜곡 형태에 큰 문제가 없다. 

Zoom 1에서 TV 왜곡은 -0.300%이며, zoom 2에서, 0.242%, 

zoom 3에서는 -0.166%로 왜곡 형태에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림 7, 8은 각각 필드 높이에 따른 MTF와 공간주파수 50 

lp/mm에서 초점 이동별 MTF이며, 각각 위에서부터 차례대

로 zoom 1, zoom 2, zoom 3를 의미한다. 그림 7 및 8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상고에 대해 MTF가 30%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비점수차와 상면만곡이 잘 보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면에서의 상고에 따른 초점 이동별 MTF가 중심 MTF 기

준으로 잘 모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해 설계된 

광학계의 경우, 해상력 성능에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 Zoom 1

(b) Zoom 2

(c) Zoom 3

Fig. 6. Distortion grid for final optimized design (a) at zoom 1 

(b) at zoom 2 (c) at zoom 3.

(a) Zoom 1

(b) Zoom 2

(c) Zoom 3

Fig. 7. MTF vs. field for final optimiz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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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상을 화면에 투사하는 광학계와 함께 쓰일 경우 시도조절

이 가능하며, 관측 대상의 위치에 따라 상의 크기가 축소되

거나 확대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물체거리의 변화에 따른 일

정한 배율을 갖고 상면을 고정하는 광학계를 줌 방식으로 설

계하였다. 보다 빠른 최적화를 위해서 초기 설계로 목표 제

원과 같이 유한 물점을 기준으로 하는 광학계를 선택하였다. 

설계 목표에서 벗어난 1차량은 렌즈 데이터 스케일을 조정

하여 원하는 설계 제원을 얻었으며, 가우스 괄호법을 이용하

여 물체거리변화에 따른 배율고정과 상면 고정이 가능한 군 

간 거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결정된 기초설계를 토대

로 최적화 설계를 진행하였다. 한편 최적화 단계에서 낮은 

NA를 목표치로 높였으며 모든 줌과 모든 필드에서 50 

lp/mm에 대하여 30% 이상의 해상력을 만족시켜 원하는 성

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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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focused MTF for final optimized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