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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주사방식을 이용한 중적외선 렌즈의 변조전달함수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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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외선 결상용 실리콘 렌즈의 변조전달함수(MTF)를 칼날 주사방식으로 측정하는 적외선 MTF 측정장치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달형 칼날 물체를 사용하여 초점거리 50 mm, F/4인 실리콘 렌즈에 대한 중적외선 파장대인 3 ~ 5 µm에서의 축상 

자오 방향에 대한 MTF를 측정하였다. 이 때 무한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초점거리가 2.545 m인 비축 포물 반사경을 사용하였다. 
측정한 MTF는 렌즈의 설계 자료로부터 구한 MTF와 비교한 결과, 7 lp/mm 이하에서 2 % 이내의 MTF 허용오차를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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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abricate a measuring system to measure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of a mid-infrared imaging silicon lens 
by using the knife-edge scanning technique. In particular, we measure on-axial tangential MTF of the silicon lens with the focal 
length of 50 mm and F-number F/4 in the wavelength band of mid-infrared between 3 µm and 5 µm. In order to obtain the 
infinite object, the off-axial parabolic reflector with the focal length of 2.545 m is utilized. In the comparison with measured 
MTF data and designed MTF values curve, we find that the tolerance of measured MTF data below the spatial frequency of 
7 lp/mm is withi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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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카메라나 망원경 등의 일반 결상용 광학기기 뿐만 아니라, 
야시경과 같은 적외선 결상기기나 수중이나 항공기에서 사

용되는 첨단 결상용 광학기기들은 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잘 

맺히는지를 나타내는 결상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1] 일반적으로 렌즈의 총체적 결상능력은 공간주파수 

영역대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해주는 복소함수인 광전달함수

(optical transfer function; OTF)의 진폭을 나타내는 변조전달

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로 측정하는데, 대략

적으로 20가지 이상의 MTF 측정법이 발표되었다.[2-4] 
이 중에서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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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mid-infrared MTF measurement 
system that consists of object part, collimating part, and imaging 
part according to various operating functions (upper : top view of 
the system, lower : side view of the system).

계를 이용하는 간섭계 방식과 광학계에 의해 맺혀진 상을 주

사하는 주사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5] 특히 상을 주사하

는 주사방식으로는 직접주사방식(direct scanning method)과 

간접주사방식(indirect scanning method)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직접주사방식은 여러 가지 공간주파수를 가지는 주기

적인 격자의 상을 슬릿에 의해 주사하여 상의 변조값을 물체

의 변조값으로 나눠서 MTF를 얻는 방법이다.[6] 이 방법은 

비교적 측정 시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지만, 정확도가 낮고 

측정할 수 있는 공간주파수가 한정되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반하여 간접주사방식은 핀홀이나 슬릿의 상을 슬릿, 칼날, 
혹은 CCD(charge coupled device) 영상검출기나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영상검출기에 의

해 주사한 후, 이를 푸리에 변환하여 MTF를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접주사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측정시간이 많이 

걸리고 측정 장치가 복잡하지만 측정결과가 정확하기 때문

에 정밀한 결상계에 대한 MTF는 간접주사방식의 MTF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7-9]

적외선 렌즈는 보통 열영상을 결상하기 때문에 열상의 공

간분해능이 낮아 MTF가 중요하지 않지만, 인공위성에 설치

하는 적외선 우주망원경이나 지상용 열영상 장비에서는 영

상의 공간분해능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MTF 측정이 

중요해 진다.[10-12] 특히 우주망원경에서는 대기문제로 인하여 

투과율이 높은 중적외선 영역(파장 3~5 µm)이 사용되는데, 
이 파장대에서의 적외선 결상을 위해서는 중적외선 영역대

에서의 적외선 렌즈에 대한 MTF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적외선 우주망원경에 사용

할 중적외선 결상계에 대한 성능평가의 전 단계로서 중적외

선용 실리콘 렌즈에 대한 MTF 측정장치를 제안하고 이를 

구성하여 MTF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적외선의 MTF 
측정장치의 분석을 위하여 중적외선 영역에서 광축에 대한 

렌즈의 설계 자료로부터 구한 MTF와 측정 장치로부터 구한 

MTF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주사방식 MTF 이론

광학계에 의해 맺혀진 상을 주사하는 방법인 간접주사방법

은 측정시간이 늦은 단점이 있으나 측정창치의 제작이 비교

적 쉽고, 변조전달함수(MTF) 및 위상전달함수(phase transfer 
function; PTF)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정밀도가 

높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1] 
물체로 매우 좁은 슬릿을 사용할 경우 가우스 상의 강도분

포함수 의 분포는 OTF를 측정하고자 하는 파장에 

비해 매우 좁게 되어 1차원적인 선물체로 근사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점퍼짐함수 (point spread function; PSF) 대신 선퍼

짐함수(line spread function; LSF)를 사용한다. LSF는 결상계

의 결상특성에 따라 선물체에 대한 순간반응(impulse response)
인 의 제곱의 적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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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며,  이때 상의 강도분포함수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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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2,3] 
여기서 ≡δ로 

근사할 수 있으며, 상의 강도분포가 곧 선 퍼짐함수로 볼 수 

있다. 
한편 칼날주사방식에서는 선물체의 상은 칼날로 주사하면

서 그 상의 밝기를 표시하는데, 이를 LSF의 적분값으로 칼

날주사함수인 변두리퍼짐함수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를 미분하면 LSF가 된다. 즉

 

                                     (2)

이다. 그러므로 식 (1)에서 구한 선퍼짐함수의 공간주파수 

에 대한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한 후에 공간주파

수가 0인 성분의 값으로 규격화하여 구한 일차원 OTF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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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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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와 같다.[2,3]

III. 중적외선 MTF 측정장치 및 정렬

3.1. 측정장치의 구성

중적외선 MTF 측정장치는 그림 1과 같이 기능에 따라 물

체부, 시준부, 결상부로 구성되는데, 위 그림은 bread board
에 설치된 측정장치를 옆에서 본 그림이고, 아래 그림은 

bread board에 설치된 측정장치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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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pe of a knife-edge scanning object.

FIG. 3. Photograph of a light source with the shape of horseshoe 
fabricated by recrystallized silicon carbide material.

부는 물체, 적외선 광원, 포물 반사경으로 구성하였다.
물체는 그림 2와 같이 15 mm의 직경을 가진 구멍에 검게 

칠해진 면도날을 붙여서 반달모양으로 만들어서 칼날 주사

용 물체로 사용하였다. 이 물체는 핀홀 모양이나 슬릿모양의 

물체에 비하여 측정용 신호광의 세기가 충분하지만, 주변광

에 의한 잡음의 영향을 더 많이 준다.
중적외선 광원으로는 비용절감과 취급의 용이성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생긴 재결정화 탄화규소(recrystallized silicon 
carbide)재질로 말굽모양의 광원(Saint gobain, CRYSTARIGNITER 
271)을 사용하였다. 이 광원의 주 스펙트럼은 3~5 µm의 파

장대이다. 그러나 이 광원의 모양 때문에 반달 모양의 칼날 

주사용 물체에 균일하게 직접적으로 광을 조명할 수가 없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광원을 물체에 직접 조명하지 않고 확

산판(diffuser)를 사용하여 물체에 균일한 광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실험적으로 측정한 이 광원의 시간적 온도 인정성은 

×℃이다. 광원은 모든 방향으로 광을 방출하지만 물

체에 의해 대부분이 차단되고 일부분만 물체를 통과하여 지나

가며, 이에 더하여 본 장치의 적외선 광검출기까지의 광경로

가 길기 때문에 실제로 적외선 광검출기에서의 광량은 상당히 

줄어든다. 따라서 이러한 광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줄이기 위

하여 포물 반사경을 광원 뒤에 설치하여 광량을 증가시켰다. 

시준부는 비축 포물 반사경(off-axis parabolic reflector)(Sorl, 
100-04-080)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초점거리 2545 mm이고, 
직경 200 mm이데, 초점거리가 50 mm이고 F-수가 F/4인 평-
볼록 형태의 시험용 중적외선 실리콘 렌즈(Thorlabs, LA8862-E)
에 입사하는 시준광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 이 

비축 포물 반사경은 재질은 열팽창이 거의 없는 Zerodur이
며, 이 반사경면에 알루미늄으로 코팅하였으며, 반사경면의 

정확도(surface accuracy)는 λ/10(λ= 632.8 nm)로 설계하였다.
결상부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적외선 광검출기와 적외선 렌

즈로 구성이 되어있다. 적외선 광검출기는 중적외선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InSb(indium stibium) 광전도셀(Hamamatsu, P4631-
03)을 사용하였다. 이 적외선 검출기의 수광부는 1 x 1 mm2

의 면적을 가진 정사각형 모양이고 열전냉각(thermoelectric 
cooling) 타입이다. 시험용 실리콘 렌즈는 3~5 µm 중적외선 

파장대에서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으며 해당 파장에 대해서 

90% 이상을 투과한다.

3.2. 측정장치의 정렬

물체의 파면은 시준기를 지나면서 평면파가 되고 시험렌즈

의 상면에 결상하게 된다. 스텝 모터에 의해 물체의 칼날의 

상을 1 µm간격으로 512 µm를 스캔함으로써 적외선 검출기

에서 변두리퍼짐함수(edge spread function, ESF)를 측정한다. 
이 변두리퍼짐함수를 (2)식처럼 미분하여 선퍼짐함수(line 
spread function, LSF)를 구하고, 이 함수를 (3)식처럼 푸리에 

변환을 하여 MTF를 구한다.[13]

본 논문에서는 물체를 무한 물체로 만들어서 측정광학계의 

무한거리에 대한 축상 자오방향에 대한 MTF를 측정하기 위

하여 피조형 간섭계(Zygo, GPI-XP)에서 나온 수렴광이 비축 

포물 반사경에 의해서 평행광선이 되도록 하였다. 먼저 이 

평행광선의 평행정도에 대한 정렬이 필요하기에 정렬용 기

준거울을 MTF 측정용 렌즈가 놓일 자리에 세워서 이 평행

광이 되돌아가도록 설치하여 간섭계에서의 피조 간섭무늬를 

측정함으로써 정렬과 정렬상태를 측정한다. 이를 위하여 간

섭계는 x-y-z 방향으로 미세이동과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마

운트위에 설치하였고, 간섭계에서 나온 광은 비축 포물 반사

경을 거쳐 직경 200 mm의 평행광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이것을 직경 150 mm 기준거울을 사용하여 되 반사시킴으로

써 만들어지는 간섭무늬를 보며 시준장치를 정밀하게 정렬

한다. 단순한 간섭계를 이용한 기준거울만의 파면수차는 rms 
(root mean square)값으로 0.01λ(λ=632.8 nm)로 측정되었는

데, 이는 기준거울의 표면 형상이 매우 정밀하므로 기준거울

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파면수차를 측정하는 경우 간섭계는 광축정렬 후 거

의 고정되어 있으며 오직 기준거울을 미세이동시켜 정렬한

다. 만약 간섭계와 기준거울을 먼저 정렬하게 되면 간섭계의 

출사광의 기준거울에 대한 수직입사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

로 임의의 시야각에서 측정하게 된다. 간섭계는 본체와 직경 

4인치의 기준렌즈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F/6인 기준 구면렌즈를 사용하여 간섭계 출사광의 초점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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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wo dimensional figure of interference fringes (upper 
left), the three dimensional shape of interference fringes (upper 
right), the intensity variation of interference fringes obtained by 
following a central straight line of a upper left figure (lower left), 
and a black and whito figure of interference fringes (lower right).

FIG. 5. Input/output windows programed by using Visual Basic 
language for the measurement of MTF and the control of MTF 
system and MTF. (a) the input window of initial conditions, (b) 
the input window of motor controls, (c) the input window of MTF 
measurement conditions, (d) the output window of MTF results. 

체에 결상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기준 평면렌즈로 바꾸고 

물체의 마운트에 거울을 대고 되돌아가는 광을 확인하며 기

울기를 조정한다. 
시험렌즈인 적외선렌즈는 마운트 안쪽에 장착되어 있다. 

정렬 시 렌즈를 직접 정렬할 수 없으므로 마운트에 거울을 

대고 간섭계의 출사광이 되반사하도록 정렬한다. 이 때 렌즈

와 마운트간의 정렬오차가 MTF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렌즈와 렌즈 마운트는 리니어 

게이지(Mitutoyo-LGB linear gage)를 이용하여 높이차를 측

정함으로써 렌즈와 마운트간의 정렬상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정렬을 하였다. 나머지 칼날, 검출기, 기구물 등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렬을 하였다. 이러한 MTF 측정 

장치는 청정실(CLASS 1000)의 길이 3 m인 무진동 방진 테

이블 위에서 설치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는 수동으로 동작하

는 미세 이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비축 포물 반사경 정렬오차는 0.156 λ(λ=632.8 nm)의 rms 

값이 됨을 그림 4의 상단 좌측 사진과 결과로부터 알 수 있

다. 그림 4의 상단 우측 그림은 간섭무늬의 형상을 나타내는 

3차원 그림이며, 하단 좌측 그림은 상단 좌측 그림의 데이터

에서 직선으로 그은 선을 따라 형상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며, 
하단 우측 그림은 흑백으로 보여주는 간섭무늬 사진이다.

3.3. MTF 측정을 위한 프로그래밍

측정에 사용한 프로그램 언어는 Visual Basic을 이용하였

다. 측정된 신호인 ESF를 미분하여 LSF를 얻고, 이것을 다

시 푸리에 변환하여 나온 복소함수의 진폭(amplitude)인 변

조전달함수를 구했다. 이 과정에 앞서 측정용 적외선 렌즈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MTF를 측정하여 MTF 값이 최대가 

되는 최적 초평면을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4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측정 및 측정 장치 조절용 소프트웨어는 초기조건 입력부

(Initial Condition and Lens Spec.), 모터 조절부(Motor Control), 
MTF 측정용 조건 입력부(MTF Condition), MTF 측정부(MTF 
measurement)로 구성이 된다. 초기조건 입력부는 초기 입력

값 설정부로서 사용하는 측정광학계 이름, 중심 파장, 테스

트 렌즈의 초점거리, 테스트 렌즈의 F/#를 입력해 넣는다. 이 

값들은 최대 측정공간주파수를 한정해주기 위해 사용한다. 
모터 조절부는 상면에서 검출기를 움직이는 스캔 모터를 조

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모터의 회전축에 따라 적외선 검

출기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 모터의 방향(Motor direction)
과 이동거리(Interval)를 입력해주면 모터는 이동하면서 검출

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실시간으로 아래의 그래프에 나타낸

다. MTF 측정용 조건 입력부에서는 ‘데이터(Data)의 취득갯

수(No. of FFT data)’와 ‘이송간격(Interval)’ 및 ‘data 평균치’ 
등을 결정한다. Data의 취득갯수와 이송간격을 곱한 값은 모

터가 주사하는 총거리가 된다. ‘Average data’는 신호를 받을 

때 설정값만큼 신호를 받아 평균을 취한 값을 사용함으로써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림 5는 앞서의 초기조건 입력부, 모터 조절부, MTF 측

정용 조건 입력부에서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MTF를 보여주

는 측정부에 해당하는 출력창으로 ESF, LSF, MTF를 규격화

된 값으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40 lp/mm까지 

공간주파수별 변조전달함수를 자동으로 출력하고 측정결과

를 파일로 저장한다. 
 

IV. 실험결과 및 분석 

적외선은 가시광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렌

즈의 초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적외선 검출기의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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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TF variation according to various moving distances of 
a test mid-infrared lens with the axial direction.

FIG. 7. Edge spread function of a silicon lens including various 
background noises.

FIG. 8. MTF results that compare the measured axial tangential 
MTF (black solid dots) with the desinged MTF (red curve) of a 
mid-infrared silicon lens. 

의지하여 초점을 찾아야 한다. 적외선 검출기 또한 렌즈와 

같은 방법으로 정렬한다. 이 때 광축에 대한 기울기 정렬이 

된 상태에서 상의 크기에 비해 검출기의 수광 면적이 크기 

때문에 축상의 초점 부근에서는 초점 전후로 거의 비슷한 신

호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준 공

간주파수의 MTF를 초점 전후에서 측정하고 이를 서로 비교

하여 가장 MTF가 큰 위치를 최적초점 위치로 정하는 방법

을 이용했다. 즉 축상 방향으로의 이동간격을 넓게 잡아서 

축상으로 검출기를 이동하면서 MTF 신호를 취득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의 MTF 신호를 출력하는 범위를 정하고 그 중간 

지점을 임시 초점으로 잡는다. 그리고 다시 미세한 간격으로 

움직이면서 각각의 MTF를 측정한 이후, 기준 공간주파수에

서 가장 높은 MTF를 나타내는 지점을 최적의 상점으로 잡

았다.
그림 6은 광축 방향으로 시험용 렌즈를 이동한 거리 대 

MTF의 기준주파수를 나타낸 그림으로 여러 번의 실험 결과

중 하나를 보여준 것으로 이 경우에는 최대 MTF가 0.26으로 

측정되었다.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0.5 mm 간격으로 이

동하면서 임시 초점을 잡은 이후 다시 0.01 mm 간격으로 이

동하면서 구한 MTF를 기준 주파수인 12 lp/mm을 비교해 보

았다. 이 결과를 2차 함수로 피팅하여 구한 최적의 초점은 

1.0 mm 위치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적의 초점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림 6에서 구한 최적의 물체(칼날)의 초점거리를 잡은 후, 

칼날을 이용한 반달모양 물체를 사용하여 MTF를 정확히 측

정한다. 그런데 반달모양의 물체가 1장 서론에서 설명한 대

로 신호는 강하되 주변에서 들어오는 주변광에 의한 잡음이 

큰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물체의 산란광에 의한 잡음은 

ESF에서 선형적인 감소추세를 갖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데, 이를 미분한 LSF에서는 일정한 값이 된다.[4]

그림 7은 시험에 사용한 적외선 실리콘 렌즈의 배경잡음

(적색 직선)이 포함된 ESF 측정결과이다. 배경잡음은 주사구

간 중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범위인 파장 3~5 µm에서 

선형 피팅을 통하여  × 로 주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잡음 배경함수를 측정한 ESF에서 빼줌으로

써 산란된 주변광에 의한 잡음 배경이 제거된 MTF를 구했

다. 이러한 선형피팅은 배경잡음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이

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피팅이 필요하다.
그림 8는 그림 7의 결과를 이용하여 식 (2)와 식 (3) 및 그

림 5의 측정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적외선 실리콘 렌즈에 대

한 축상 자오방향의 MTF(검정색 굵은 점)와 설계자료로 부

터 구한 축상 자오 방향 MTF(적색 곡선)를 비교한 그래프이

다. 검정색 굵은 점은 10회 측정한 MTF의 평균값이고 오차

한계(error bar)는 각 주파수당 3로 표시하였다. 적색 곡선

은 적외선렌즈의 설계 자료로부터 구한 MTF이다. 측정 결과

는 동일렌즈를 총 10번씩 연속 측정하여 평균값을 결과로 나

타낸 것이다. 
10회 측정하여 얻은 평균 MTF가 30%되는 지점은 12 

lp/mm이고, 10 lp/mm에서는 0.404, 20 lp/mm에서는 0.098이
다.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그림 6에서 보여준 12 lp/mm에서

의 MTF는 10회 측정 중 어떤 한 경우이며, 여기에서는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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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olerance between simulated MTFs and measured average MTFs according to low spatial 
frequencies with less than 10 lp/mm

spatial frequency 
(lp/mm)

1 2 3 4 5 6 7 8 9 10

magnitude of tolerance 
(%)

0.3 1.3 1.5 2.0 1.9 1.0 1.4 4.4 5.6 7.6 

측정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계 데이터로부터 구한 MTF의 30% 지
점은 14 lp/mm이고, 10 lp/mm에서는 0.436, 20 lp/mm에서는 

0.255, 30 lp/mm에서는 0.204였다. 설계 데이터에서 보면 15 
lp/mm에서부터는 MTF 값이 다소 완만하게 감소한다. ISO에

서 정한 MTF의 허용오차는 2% 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표 1
에서 보듯이 실험결과 7 lp/mm 이하의 낮은 공간주파수에서

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허용오차범위에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허용오차의 크기(magnitude of tolerance, 
%)= |(설계 MTF)－(실험 평균 MTF)|/(설계 MTF)로 계산하

였다. 그러나 적외선 렌즈의 설계자료에 비해 실제 적외선 

렌즈는 고주파 성분에 대한 분해능이 떨어짐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주파 성분에서 측정결과가 설계값보다 낮

은 이유는 장치의 배치상 광원과 센서의 거리가 가까워 광원

에서 쓸데없이 들어오는 광들은 최대한도로 중간차단을 했

지만 미세하게나마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또한 최

적초점을 찾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센서의 

신호에만 의지하여 정렬하면서 오차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

다. 또한 마이크로미터를 손으로 움직였던 것을 정밀한 분해

능을 가진 스텝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초점을 찾는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또한 측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반적인 정렬오차

를 더욱 더 줄이고, 이러한 정렬오차가 MTF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후로 연구할 것이다.

V. 결    론

중적외선 결상용 적외선 렌즈의 변조전달함수(MTF)를 칼

날 주사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외선 MTF 측
정 장치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점거리 50 mm, F/4, 
평-볼록 실리콘 렌즈에 대한 3 ~ 5 µm 파장대의 축상 자오

방향에 대한 칼날 물체를 사용한 MTF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MTF 측정 및 측정 장치 조절용 소프트웨어로 초기조건 입

력창, 모터 조절부 입력창, MTF 측정용 조건 입력창, MTF 
측정용 츨력창을 Visual Basic 언어로 프로그램하였다. 이때 

무한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초점거리가 2.545 m인 비축 포

물 반사경을 사용하였고, Zygo 간섭계를 이용하여 이 비축 

포물 반사경의 정렬오차를 측정한 결과 0.156 λ(λ=632.8 
nm)의 rms 값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렬오차 범위 

내에서 적외선 실리콘 렌즈에 대해 측정한 MTF를 렌즈의 

설계 자료로부터 구한 MTF와 비교한 결과, 7 lp/mm이하에

서 2 % 이내의 MTF 허용오차를 만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주파 성분에서 측정결과가 설계값보다 낮은 

이유는 장치의 광원과 센서의 거리가 가까워 광원에서 쓸데

없이 들어오는 광들이 미세하게나마 영향이 있기 때문이며, 
최적초점을 찾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센서

의 신호에만 의지하여 정렬하면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을 없애고, 동시에 마이크로미터를 손으로 움직

였던 것을 정밀한 분해능을 가진 스텝모터를 이용해서 자동

으로 초점을 찾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측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

하여 전반적인 정렬오차를 더욱 더 줄이고, 이러한 정렬오차

가 MTF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후로 연구할 것

이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최초로 중적외선 렌즈에 대한 칼날 주

사방식의 MTF 측정 장치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측정결

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는 본 논문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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