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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이미지 상관기법을 이용한 시준거울의 자동정렬

김현석
1ㆍD. Tserendolgor1ㆍ김대석

1†ㆍ이형철
2ㆍ김수현

2

1
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우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2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우 305-701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2010년 9월 20일 받음, 2011년 1월 14일 수정본 받음, 2011년 1월 17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부분 작업자에 의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색화장치 내 광학 요소간 광학정렬을 높은 반복도와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단색 분광기의 시준거울 자동정렬을 위해 CCD센서를 이용한 

위상이미지 상관기법을 핵심기술로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약 10초 내에 시준거울을 정밀하게 자동정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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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vel alignment method that can be used for aligning the collimating mirror employed in a monochromator is described. 
In most of the spectrometer industry, the alignment of optical components such as a focusing mirror, a grating and a collimating 
mirror has been performed manually so far. In this paper, we use a matchedfilter based image correlation technique for measuring 
the accurate image position which is used for aligning the collimating mirror.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with the 
proposed scheme automatic alignment can be completed within 1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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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는 빛의 파장 별 물질에 따

른 흡광(absorption) 및 투과도(transmittance)의 차이를 측정

하여 시료의 물성치를 분석하는 계측기기이다. 그 적용 분야

로 생화학 물질 분석, 환경 분야에서의 오염 물질 분석, 의학

ㆍ생물 분야에서의 시료 분석 및 다양한 생산 라인의 물질 

분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분광광도계 내 회절격자(grating)
기반의 단색화장치(monochromator)는 분광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분으로 고 분해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다양한 분광관련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1] 
단색화장

치는 일반적으로 입력 slit, 출구 slit, 회절격자, 두 개의 오목 

반사경(concave mirro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 간의 

정렬에 따라 분광 성능이 좌우된다. 현재 단색화장치 내 광

학 요소간의 정렬은 회절격자에서 Laser에 의해 반사된 회절 

무늬 또는 회절 차수(order)를 출구 slit에서 검출하는 방법
[2, 3]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자동정렬 시스템 구현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광학계 정렬은 작업자에 의해 수동으

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라인에서의 생산 속도 

저하문제와 작업자 숙련도에 따른 분광성능 편차 발생문제

《연구논문》Korean Journal of Optics and Photonics, Volume 22, Number 1, February 2011 DOI: 10.3807/KJOP.2011.22.1.030



《연구논문》위상 이미지 상관기법을 이용한 시준거울의 자동정렬 ― 김현석ㆍD. Tserendolgor 외 31

(a)

(b)

FIG. 1. (a) Schematic of the used monochromator and (b) 
definition of the grating rotation angle θ. 

(a)

(b)

FIG. 2. Schematics of the adjustment screws: (a) back side view 
of the collimating mirror mount and (b) top and side views after 
adjusting by using adjustment screws.

는 분광광도계 산업의 근본적 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속도 및 분광성능에 대한 반복도를 개

선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정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자동정렬 방법은 단색화장치 상부에 독립

적으로 간단히 설치되는 CCD이미징 시스템으로 얻은 영상

으로 매우 정밀한 정렬이 가능한 위상 이미지 상관기법에 기

반하고 있다.[4, 5]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식의 난

해성을 극복한 단순화된 방법으로 실제 생산라인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두 개의 반사경은 

회절격자에 대해 대칭으로 가정되며 반사경 중 시준 거울

(collimating mirror)의 기하학적 정렬 과정만을 논하도록 한다.

II. 시준거울의 자동정렬 장치

2.1. Czerny-tuner type단색화장치 및 반사경의 정렬

Czerny-tuner type단색화 장치는 Fig. 1(a)와 같이 회절격자, 
두 개의 반사경과 입구 및 출구 슬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절 격자에서의 분광은 아래와 같이 식 (1)로 표현 된다.

mλ = 2acosαsinθ                                 (1)

위 식 (1)에서 m은 차수, λ는 파장이고 a는 회절격자의 격

자 폭, θ는 Fig. 1(b)에서 정의되었듯이 단색화장치의 상하대

칭선과 회절격자의 회전 시 회절격자면에 수직인 법선벡터

가 이루는 각도이며, α는 두 반사경과 회절격자 사이의 0차 

광의 입사각 및 반사각이다. Fig. 1(b)에서 2α는 차수 m이 0
인 조건으로 회절격자에 입사되는 빛은 거울 반사

[1]
가 되며 

이때의 상은 회절격자 평면과 동일한 크기 및 모양을 가진

다. 이는 각 요소에서 반사되는 백색광이 출구의 중심으로 

향하도록 회절격자에 대해 대칭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위 조건에서 반사경의 정렬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개의 반사경은 빛을 회절격자에 평행하게 입사시키는 

시준 거울과 출구 슬릿에 모아주는 초점 거울(focusing 
mirror)이 있으며 각각의 정렬을 위해 반사경의 후면에 그 중

심으로부터 3개의 조절나사가 120°의 간격으로 Fig. 2(a)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 반사상의 입사 평면에 대한 직교 이동

은 Fig. 2(b)와 같이 이상적으로 x는 중심으로부터 두 개의 

나사가 서로 반대방향 조건하에 ±θ2 및 ±θ3으로, y는 ±θ1로 

조절 가능하다.

2.2. 자동정렬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람의 눈으로 인식하고 있는 단색화

장치 각 요소에서의 상 획득에 CCD를 사용하였다. 단색화장

치에서 정렬에 사용되는 상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35 mm 
× 35 mm이나 CCD센서의 크기는 약 8 mm × 6 mm이다. 이
와 같이 상과 CCD의 상대적 크기차이가 있으므로 축소 광

학계를 구성해야 하나 단색화 장치 내부의 협소함과 각 요소

에서의 반사상 및 기계간의 간섭으로 내부에 CCD를 포함한 

축소광학계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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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Proposed automatic alignment system: (a)upper view and 
(b)side view of the monochromator installed with the alignment 
system represented by A, and (c)3D drawing of the actuating 
sub-system for aligning the collimating mirror.

3(b)와 같이 제안된 광학계는 단색화장치 내 광 경로의 수직

인 상부 CCD로 반사상을 입사시키는 방안이다. 제안된 축소 

광학계는 빔 분리기(beam splitter), 역으로 설치된 빔 확장기

(beam expander), ND필터(neutral density filter), CCD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단색화장치 내에 Fig. 3(a)의 위치에 설치된다. 
회절격자와 비슷한 크기로 선정된 빔 분리기는 상을 수직으

로 올려 상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빔 축소기와 ND필터를 

통과하여 이미지의 크기 및 세기가 조절된 후 CCD영역 내

에 입사된다.
제안된 광학계에 의한 상의 축소 비율은 약 1:5 이고 ND

필터는 N.D 2.0, CCD 는 768 × 494 픽셀로 1 픽셀에 11 ㎛× 
13 ㎛의 크기이며 빔 분리기는 35 mm × 35 mm이다. 제안

된 시준거울의 3축 구동계는 Fig. 3(c)에 나타내었으며, 반사

경 후면의 조절나사 홈과 모터 축을 축이음 하였고 각 3개 

모터를 잡아주는 Mount, Mount 전체의 수직 높이조절을 위

한 Stage와 구동계 전체를 지지하는 Magnetic base로 구성된

다. 반사경 후면의 조절 나사는 1회전 피치(pitch) 및 리드

(lead)가 0.5 mm로 동일하며 축소광학계에 사용된 렌즈의 초

점 거리(focal length)에 따라 입사 평면에서 반사된 상의 x 
혹은 y로의 이동 분해능이 결정된다. 3개의 조절나사는 3개
의 모터로 Fig. 2(b)와 같이 직교 이동을 위해 제어되고 사용

된 모터는 Maxon사의DC motor, Gear head, Incremental encoder
의 combination model로 기어비 및 엔코더 분해능은 모두 

256:1로, 조절 나사의1회전(360˚)에 262,144qc(quadrature counter)
이며 2000qc(0.18˚)에 따른 최소 회전 분해능을 가진다. 시준 

거울에 대한 모터 제어와 회절격자에서 반사된 상은 시뮬레

이션 결과에 따라 x, y의 이동에 대해 선형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터의 최소 회전 분해능(0.18˚)에 의해 조절나사가 제어되

고, 이에 반사된 상은 회절격자 평면에서 x축으로 14 ㎛, y
축으로 29.3 ㎛ 의 평면 분해능을 가진다. 또한 광학계와 빔 

분리기의 축소율이 고려되어 계산될 시, CCD 1 pixel 당 빔 

분리기에서 x축으로 약 45 ㎛, y축으로 약 70 ㎛ 의 평면 분

해능을 가진다. 이는 모터의 분해능이 광학계의 측정 분해능 

보다 좋으므로 이상적으로 최대 1 pixel 범위로 상의 평면 이

동이 측정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I. 시준 거울 정렬을 위한 위상 이미지 상관법

상의 위치 인식은 matched filter algorithm에 근거한 위상 

이미지 상관 기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날로그 광 정보처리 

영역에 근거한 matched filter algorithm의 표현 식은 아래와 

같다.[4-9]

C(x,y) =｜F-1{F[ui
T(x,y)]×F *[ui

R(x,y)]}｜2               (2)

위 식 (2)에서 F와 F-1
은 각각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과 역 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의미하며 F*
는 F에 대한 켤레(conjugate) 복소수를 의미한다. 또한 

ui
R(x,y)는 기준(reference)영상이고 ui

T(x,y)는 입력(target) 영
상을 나타낸다.

Fig. 4는 matched filter algorithm을 아날로그 광학계에 적

용한 도식도이다. Matched Filter가 특정 정보 ui
R(x,y)를 기준

(reference)으로 가질 때 새로운 입력(target), ui
T(x,y)가 이와 

동일한 정보를 갖는다면 matched filter의 후면에서는 평면파

(plane wave)가 발생한다. 입력-L1-Matched filter, Matched 
filter-L2-출력 사이 공간에서는 푸리에 변환과 그의 역 변환

이 일어나며 matched filter평면의 각 점에선 두 정보 사이의 

정합(matching)이 이루어 진다. 여기서 L1 및 L2는 푸리에 

변환렌즈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반대로 ui

R(x,y)와 정합되는 ui
T(x,y)의 중심이 서로 다르다

면 출력 평면의 중심은 ui
T(x,y)와 정합되는 위치에 따라 이

동(shifting)된다. 또한 정합되는 위치에서 중심점은 Intensity
분포의 peak로 나타난다. 위 원리를 적용하면 식 (1)의 2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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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chematic of 4-f optical system for implementing the 
matched filter algorithm (f : focal length of lenses L1 and L2).

(a) (b)

(c) (d)

(e) (f)

FIG. 5. Acquired CCD images: (a) reference image used for 
generating the matched filter, (b) ~ (e) target images in case of 
not aligned states, and (f) the aligned final image.

(a)

(b)

(c)

(d)

(e)

FIG. 6. Cross-correlation results: (a)between Fig. 5(a) and 5(b), 
(b)between Fig. 5(a) and 5(c), (c)between Fig. 5(a) and 5(d), 
(d)between Fig. 5(a) and 5(e) and (e)between Fig. 5(a) and 5(f). 

건 하 시준 거울에 대한 회절격자의 반사상은 정렬이 잘 되

었다는 기준 영상으로서 활용된다. 또한 C(x,y)가 특정한 값

을 가진다는 것은 기준에 대해 이동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것으로부터 정렬 근거 값을 알아낼 수 있다.
실험에서 Fig. 5(a)는 최적으로 광학계 정렬이 이루어졌을 

때 획득 후 저장되어 있던 기준(reference) 영상으로 ui
R(x,y)

가 되고, (b)~(f)는 CCD에서 새롭게 획득된 입력(target) 영상

으로 ui
T(x,y)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atched filter알고리

즘은 아날로그 광학계에 의한 matched filter가 아닌 디지털

로 구현된 digital matched filter알고리즘에 해당되며, CCD에 

맺히는 영상(Amplitude정보)을 위상정보로 변환하여 matched 
filter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민감한 위치 변화 

인식이 가능하다.[5] CCD에서 획득되는 영상정보를 실제 복

소수로 표현되는 ui
R(x,y)과 ui

T(x,y)의 위상 term에 사용하여 

correlation 그래프를 얻었다. Fig. 5의 (a)와 (b)~(f)에 대한 

위상 이미지 상관 분석의 결과는 Fig. 6 (a)~(e)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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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rrelation peak coordinate variation as the alignment 
process performed.

Fig. 6(a)는 상호 상관(cross-correlation)의 결과로 초기 정

렬 시 Fig. 5(a)의 ui
R(x,y)에 대한 Fig. 5(b)의ui

T(x,y)로 분석 

결과이며 최대가 중심에서 좌측 상단으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서 측정된 C(x,y)는 영상 평면 중심에 

근거하여 방향성을 가지므로 분석 후 x는 서로 대칭되는 부

호 ±θ2 및 ±θ3, y는 ±θ1에 대한 모터 회전 수 및 방향(cw, 
ccw)을 포함한 값으로 출력된다. 같은 방식으로 Fig. 6(b) ~ 
6(e)와 같이 상관된 최대값의 중심이 반복 분석되어 영상평

면 중심에 점차 근접하게 되며, Fig. 5(a)와 Fig. 5(f)의 두 위

상 term에 대한 상호 상관에서 peak가 center에 위치하여 

Fig. 6(e)와 같은 최종 cross correlation 결과가 얻어진다. Fig. 
7은 기준 영상에 서서히 근접해 가는 correlation peak값의 x, 
y 좌표가 정 중심에서 얼만큼 x, y축으로 벗어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초
점 거울로 향하는 Zeros order의 중심은 x및 y에서 약 ±5 
pixel 의 오차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초정밀 광학계측 분야 중의 하나인 단색화

장치의 정렬 환경에서 백색광의 반사상 인식에 matched 
filter 알고리즘에 기반한 위상 이미지 상관기법의 적용가능

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기존의 수작업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 수백 ㎛ 수준의 정렬 편차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

안된 방법을 통해 ±5 pixel(100 ㎛ 이하)의 편차로 개선할 수 

있었다. 향후, Motor 정지 시 발생되는 진동의 원인을 저속

구동으로 개선한다면 보다 높은 정밀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획득된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Background
와 Zeros order의 상이 명확히 구분되며 중심의 Peak만을 확

인하므로 분산의 영향은 거의 무시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렬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두 이미

지의 인식에 디지털화된 matched filter algorithm에 기반한 

위상 이미지 상관 기법을 적용하여 시준 거울을 자동 정렬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위상 이미지 상관 기법에 의한 두 

이미지의 인식은 ±5 pixel의 위치 오차로 회절격자 평면에서 

최대 가로 11 ㎛, 세로 13 ㎛의 정밀도를 가지며 정렬을 1회 

과정으로 볼 때, 5-6회 반복으로 약 12초 이내의 시간에 정

렬이 완료된다. Matched filter algorithm이 적용된 위상 이미

지 상관기법의 시준거울 자동정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

을 가진다. 

(1) Amplitude정보인 영상 정보를 위상정보로 변환하여 디

지털 matched filter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다 

sharp한 peak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 ±5 pixel(100 ㎛ 이
하)의 정밀 정렬이 가능하며 중심의 위치만 고려되므로 

영상의 contrast에 의한 영향은 거의 무시될 수 있다. 
(2) 완성된 단색화장치 내부 구성 부품 등의 추가나 제거 

등의 변경 없이 제안된 광학계를 적용하여 단순한 과

정으로 정밀 정렬이 가능하며 수작업자에 의해 발생되

어 왔던 반복 정렬작업에 의한 편차가 100 ㎛ 이내로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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