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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을 활용한 텔레센트릭 렌즈 및 플라이아이 렌즈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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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받음, 2013년 2월 4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근축광학적인 대수식(algegraic equations)과 설계경험적인 근사조건을 통해 텔레센트릭 렌즈를 구조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일반화된 관계식을 찾는다. 이 관계식은  공식으로 명명되고, 단매렌즈, 이중가우스렌즈, 쿠크(Cooke)의 삼중렌즈, 
쿠크의 삼중렌즈와 이중가우스렌즈가 결합된 복합렌즈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 공식은 조명광학용으로 사용되

는 단매의 플라이아이 렌즈와 집광렌즈, 2매의 플라이아이 렌즈와 집광렌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집광렌즈

는 텔레센트릭 렌즈와 광학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찾은  공식은 텔레센트릭 렌즈에 대한 구조

적인 이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직관적인 방식의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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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ry to find the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that gives a perspective understanding for telecentric lenses through paraxial 
optical algebraic equations and preconditions from a highly experienced design sense. The equation is named the  formula and 
this formula is applied to single lenses, double Gauss lenses, Cooke triplet lenses and the compound lens composed of a Cooke 
triplet lens and a double Gauss lens step by step. And this formula is also applied to single fly-eye lenses plus a telecentric 
lens and double fly-eye lenses plus a telecentric lens in sequence. As a result, we can confirm that this  formula lea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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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자동화된 설

계환경에서는 과거의 근축기하광학적인 광선추적이나 자이

델 3차 수차이론과 같은 설계기술들을 시대에 낙후된 진부

한 설계방식이라 느낄지도 모른다. 고전적이고 해석적인 설

계방식은 고차의 비선형 대수방정식(algebraic equations)을 

연립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식을 단순화하거나 수치적인 해

를 얻는 과정에서 설계자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많이 의존하

게 된다.[1-3] 그리고 이 뿐 아니라 과정 상 들인 노력에 비해

서 시간적으로나 효용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근축기하광학적인 광선추

적에 의한 렌즈설계에 대해서 다룬다. 왜냐하면, 근축기하광

학적인 광선추적은 지루하고 간단치 않은 형태의 대수방정

식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잘 해석

함에 의해 복잡한 광학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4] 더 나아가서는 자동설계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직관적인 방식의(마치 Lego 조립방식과 같은)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축기하광학적인 Lego 조립방식과 

같은 설계기술에 대한 하나의 예로써, 머신비전(machine 
vision) 혹은 마이크로리소그래피(micro lithography)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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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elecentric lens for paraxial ray tracing. 

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텔레센트릭 렌즈
[5-6]

를 다룬다. 
먼저, 이를 위해 근축기하광학적인 대수방정식들을 세우고, 
대수 방정식을 단순화 할 수 있는 최적의 근사조건을 설정하

고, 결국 직관적인 설계가 가능한 구조화된 관계식을 찾아낸

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텔레센트릭 렌즈의 구조관계식은   
공식으로 명명되고, 이 공식을 단매렌즈, 이중가우스렌즈, 쿠
크(Cooke)의 삼중렌즈, 쿠크의 삼중렌즈와 이중가우스렌즈가 

결합(조립)된 복합렌즈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적용해감에 의

해 직관적인 방식의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공식은 통상 많이 알려져 있는   렌즈의 
[7]
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의 는 텔레센트릭 렌즈의 초점거

리이고 는 물체공간에서의 수치구경의 각도인자이다. 그리

고 와 의 곱은 후면초점면(back focal plane)에서의 구경조

리개의 직경()을 나타낸다. 
  공식의 활용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예로써, 텔레센트

릭 렌즈와 광학적인 구조가 동일한 플라이아이 렌즈(fly-eye 
lens)[8-9]

의 설계에 대해서도 다룬다. 플라이아이 렌즈란 동일

한 형상의 성분렌즈들이 평면상에 수평과 수직방향으로 배

열된 렌즈를 말하고, 통상 어레이 렌즈(array lens) 혹은 적분 

렌즈(integrating lens)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플라이아이 렌즈

는 공간과 각도분포에서 휘도가 불균질한 광원을 조도가 균

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레이저 광을 균질화

(homogenization)하기 위해서나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
의 액정을 조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플라이아

이 렌즈의 설계에서도 역시 단매의 플라이아이 렌즈와 집광

렌즈(condenser), 2매의 플라이아이 렌즈와 집광렌즈의 순서

로   공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감에 의해 기계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의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여기

서의 집광렌즈는 텔레센트릭 렌즈와 광학적으로 동일한 속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식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이상과 같이 텔레센트릭 렌즈와 플라이아이 렌즈에 대해 

  공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자동설계 방식으로

는 인식할 수 없는 렌즈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직관적인 방식의 설계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계방식이 최종단계로써의 설계는 될 수 

없겠지만, 자동설계와 병행할 때 더욱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초점거리와 수치구경의 곱으로 표현되는   공식

통상의 렌즈설계과정에서 보면, 설계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

선적으로 파악해야 사항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렌즈의 기본

적인 광학구조일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광학구조란 Gauss 
광학으로 통칭되는 근축광선추적에 의해서 얻어지는 특정렌

즈의 일반화된 표현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미경이나 망

원경과 같은 렌즈들의 설계에서 기본적인 공식으로 활용되

는 배율관계식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망원경 혹은 현미경과 같은 교과서적인 

렌즈들을 제외하고 설계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일반적인 렌즈

들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관계식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축광학설계에 대한 상당히 고도화된 

경험과 근축광선추적에 대한 기술적인 수월성이 필요하다. 
즉, Gauss 광학이라 불리는 근축기하광학적인 광선추적기술

이 필요하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복잡한 형태의 고차방정식

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차방정식을 

단순화하기위해 과감한 근사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혹은 

Seidel 3차 수차와 연계하여 구조관계식을 얻기도 한다. 
이와 같이 Seidel 3차 수차를 포함한 근축기하광학적인 설

계기술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총

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요즈음의 설계상황을 본다면, 전
문적인 렌즈설계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소양일 것이다. 사실, 
CODE V나 ZEMAX와 같은 요즈음의 설계 프로그램들은 강

력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베이스를 앞세워 약간의 경험과 

광학적인 지식만 있다면 신속한 자동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계방법으로는 설계하고자 하는 렌즈에 대해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이해를 구할 수 없고 컴퓨팅 파워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지엽적인 설계에 머무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축기하광학적인 설계기술

[10-11]
에 

대한 하나의 예로써, 광학기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텔레센트릭 렌즈를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비축지점

의 물체 면에서 출사되는 2개의 광선에 대해 근축광선추적

을 실시한다. 그림 1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1은 물체 공간

(object space)에서 주광선이 광축(+Z)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텔레센트릭 렌즈를 나타내고 있다. 상 공간(image space)에서

는 주광선이 초점면에 위치한 구경조리개의 중심을 통과한

다. 이와 같은 광로구조에서 두 개의 광선을 초점면의 구경

조리개까지 추적해 나가는데, 초기 출사각은 수치구경(numerical 
aperture)의 사인각인 와 로 한다. 광선추적에 관한 구

체적인 대수계산과정은 본 저자의 한국광학회지 2011년 10
월 논문인 “LCD 디스플레이용 색채계 렌즈에 관한 비결상 

광학설계”를 참고하기 바란다.[12]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대상

이 되고 있는 텔레센트릭 렌즈에 대한 구조관계식을 얻기 위

해입사고()에 대한 결과론적인 대수식(algebraic equations)만 

제시한다. 6개의 다음 식 (1), (2), (3), (4), (5), (6)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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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란다. 앞의 세 개의 식 (1), (2), (3)은 주광선에 비해 더 

높은 고도로 진행하는 광선(+로 표시)에 대한 식이고, 뒤의 

(4), (5), (6)은 주광선에 비해 더 낮은 고도로 진행하는 광선

(-로 표시)에 대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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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면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부호는   , 
  ,   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수치구경의 사인각인 

의 부호는   로 정의되고, 물체 공간의 수치구경과는 

 sin  sin의 관계가 성립한다. 과 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렌즈면의 굴절능이고, 는 두꺼운 렌즈

의 총 굴절능이다(  ). 
 이상과 같은 6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구조관계

식을 찾기 위해, 그림 1에서 표시된 구경조리개의 직경 를 

계산해 보자. 구경조리개의 직경 는 그림에서 보듯이 초점

면에서 +광선과 -광선의 입사고의 합인 식 (7)로 주어진다. 
그리고 텔레센트릭 렌즈의 물체면과 초점면을 다음 식 (8)과 

(9)와 같은 조건으로 구성한다고 하자. 

   
   

  (7)


≈

 (8)


≈

 (9)

식 (8)과 (9)에 의해서 다중 항들로 복잡하게 표현되는 식 

(7)은 간단히 정리되어 질 수 있다. 식 (8)과 (9)의 광학적인 

의미는 렌즈 면에 의해서 발생되는 광선의 기울기 변화가 급

격하게 일어나지 않고, 렌즈 두께도 렌즈 면간의 입사고 차

이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얇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식 (1) ≈ 식 (2)와 식 (4) ≈ 식 (5)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

이고, 나아가 렌즈 두께 을 0으로 근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면 식 (3)과 (6)에서 약간의 대수적인 계

산을 통해 항들을 소거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식 (3)과 

(6)은 식 (10)에서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어 진다. 식 

(10)에서 총굴절능()의 역수는 텔레센트릭 렌즈의 유효초

점거리()와 같고, 텔레센트릭 렌즈에 의해 최대로 수용될 

수 있는 물체 점의 광량은 ()로 표현된다. 
 

   
  

         (10)

결과적으로 얻어진 식 (10)은 본 논문에서 얻고자 하는 근

축광학적인 구조관계식이라 말할 수 있다. 식 (10)은 너무 간

단한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어 그 효용성에 의문이 갈 수 있

지만, 텔레센트릭 렌즈(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직관적으

로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단, 주의할 점은 식 (10)의 성립조건이 식 (8)과 (9)를 만

족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식 (10)을 텔레센트릭 렌즈의   공식 혹은 줄여서   공식

으로 명명한다. 이 공식의 특징은 물체면으로부터 렌즈까지

의 거리, 즉, 물체거리에 상관없이 구경조리개의 직경()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장 III과 IV에 걸쳐 본 

장에서 명명된   공식이 설계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에 대해 살펴보자. 

III.   공식을 활용한 텔레센트릭 렌즈의 설계

본 장에서는 먼저 단매렌즈로 구성된 텔레센트릭 렌즈에 대

해서 논의를 시작한다. 초점거리()와 수치구경의 각()이 

각각 100 mm와 2.5°인 양 볼록 렌즈를 생각하자. 이 때,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경조리개의 직경()은 8.73 mm이

다. 그림 2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2에서 물체면(0)으로부터 

렌즈 첫 면(1)까지의 거리는 100 mm이고, 렌즈두께는 5 mm
이며, 렌즈 둘째 면(2)에서 초점면(3)까지의 거리는 98 mm로 

주어진다. 그러면 광축으로부터 5 mm 떨어진 비축의 물체점

()으로부터 5°의 발산각()을 가지고 렌즈에 입사하는 두 

광선이 가지는 초점면에서의 높이의 합은 8.64 mm이고, 이 

값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8.73 mm)과 거의 일치한

다. 식 (11)로 정의된   공식의 오차 값()을 계산해 보면 

단지 1%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근축광선추적에 

의해 도출된   공식은 의외로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는   공식에 의해 계

산된 구경조리개의 직경 값이고, 는 CODE V에 의해 계

산된 구경조리개의 직경 값이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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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lecentric singlet lens with general ray tracing. 0, object 
plane; 1, 2, telecentric lens surfaces; 3, focal plane.

FIG. 3. Telecentric singlet lens with general ray tracing for    
3.0. 0, object plane; 1, 2, telecentric lens surfaces; 3, focal plane.

FIG. 4. Percentage error() of telecentric singlet lens according to 
   0.1, 0.25, 0.5, 1.0. 1.5, 2.0, 2.5, 3.0. 

FIG. 5. Percentage error() of telecentric singlet lens according to  
and   when     . , angle between + ray and - ray;  , object 
height.

그림 2의 렌즈에 대해 물체면의 위치에 따른 구경조리개의 

직경 값을 계산해 보자. 왜냐하면 본 논문의   공식에 의하

면 물체거리에 따라 구경조리개의 직경 값의 차이가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림 3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3에서 물체거리는 300 mm
로써 초점거리의 3배에 해당하고, 그림 2와는 다르게 렌즈 

유효면의 전 영역에 걸쳐 광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초점거리와 물체거리의 다양한 비(  ) 값들에 따른   
공식의 오차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4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
림 4를 살펴보면   의 비 값이 0.1, 0.25, 0.5일 때 오차 

값 의 범위는 0.2%에서 0.4% 정도로 매우 작은 값을 가진

다. 그리고   의 비 값이 1, 2, 3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

면 오차 값 는 급격히 커지게 된다. 더구나   의 비 값

이 1일 때는 약 1% 정도의 오차였지만,   의 비 값이 3
일 때는 이보다 11배 큰 약 11%의 오차 값을 갖게 된다. 오
차 값 가 크다는 것은 근축광학적인 예측 값의 오차가 크다

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의 비 값

이 커짐에 의해 렌즈 유효면의 중심부보다 외곽영역을 더 많

이 사용하게 되어 수차효과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오차 값에도 불구하고 광학구조의 설계관점에서 본다

면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의 비 값이 1일 때, 물체공간에서의 수치구

경 혹은 발산각 에 따른 오차 값 를 계산해보자(단,  = 
5 mm). 그리고   의 비 값이 1일 때, 물체 점의 비축높

이 에 따른 오차 값 를 계산해보자(단,   = 5°). 그림 5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5에서 실선은 (Theta)의 값이 5°, 
10°, 15°일 때의 오차 값 를 나타내고, 점선은 (h_0)의 값

이 5 mm, 10 mm, 15 mm일 때의 오차 값 를 나타낸다. 그
림 5에서 보면 실선과 점선에서의 최대오차의 값이 각각 3%
와 9%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앞 절에서 논의된 초점거리와 

물체거리의 비(  )에 따른 결론과 같이, 발산각()과 물

체높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식이 유효하다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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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ouble Gauss lens for camera selected from CODE V 
database. 1, first lens surface; 6, aperture stop; 11, last lens surface; 
12, image plane.

FIG. 7. Telecentric double Gauss lens. 1, first lens surface; 11, last 
lens surface; 12, focal plane.

FIG. 8. Schematic diagram for helping to understand why  formula 
can be applied to double Gauss lens composed of 6 lenses. 1, 2, 
principal plane; 3, focal plane.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매렌즈로 구성된 텔레센트릭 렌즈에 대해서

만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중렌즈로 구성된 텔레

센트릭 렌즈로 논의를 확장하기로 한다. 그림 6을 참조하자. 
그림 6은 이중 가우스렌즈(double Gauss lens)로 CODE V의 

렌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되어졌다. 초점거리()는 100 
mm이고, 렌즈 첫 면(1)부터 상면(12)까지의 거리는 138.2 
mm로 주어진다. 그리고 렌즈 마지막 면(11)부터 상면이자 

초점면까지의 거리는 63.1 mm로 주어진다. 그림 6의 렌즈를 

텔레센트릭 렌즈로 변환하기 위해 먼저 구경조리개(6)의 위

치를 초점면으로 바꾸고, 발산각()은 앞의 예에서처럼 5°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렌즈의 데이터 값들이 수정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7을 참조하기 바란다. +와 -광선

에 대해 초점면(12)에서의 광선의 높이를 CODE V로 계산해 

보면 각각 4.83 mm와 -4.34 mm로 주어지므로, 앞에서 계산

한 것처럼   공식의 오차 값 는 약 5% 정도로 주어지게 

된다. 단매렌즈가 아닌 총 6매의 렌즈로 구성된 렌즈그룹임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이 유효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진행해 보도록 하자. 그림 8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8에서 렌즈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도입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주요면(principal plane)과 하나

의 초점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공식

에 의해서 주어지는 
와 

의 값은 각각 +4.36 mm와 

-4.36 mm (정확히는 ±4.36332 mm)이고, CODE V에 의해서 

+광선과 -광선을 추적해서 얻어지는 광선의 높이(
, 

, 


, 

, 
, 

)는 각각 16.47 mm, 20.92 mm , 4.83 mm, 
8.64 mm, 7.75 mm, -4.34 mm 임을 염두에 두자. 우선 초점

면에서의 광선의 높이를 비교하여 보자. 
와 

의 값 차

이( 
 

 )는 0.02 mm로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반면, 


와 

의 경우는 0.47 mm로서 약 10%의 오차 값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매렌즈에서의   공식은 광선의 높이 

차이가 렌즈 면 간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유도되

었기 때문에, 이를 다중렌즈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적용하고

자 한다면 주요면 간의 관계로 변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그러면 초점면에서 발생하는 +광선의 높이 오차

(10%)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면 간에서 발생하

는 광선의 높이 차이를 분석해 보자. +광선의 높이인 
와 


 간에는 

가 
에 비해 약 27% 정도 증가되고(차이가 

발생하고), -광선의 높이인 
와 

 간에는 
가 

에 

비해 약 10% 정도 감소된다. 이는 광선의 높이 차이가 주요

면 간에서 10% 정도까지 발생하더라도   공식은 상당히 

정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27%의 높이 차이에서

는 오차가 어느 정도(10%)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중렌즈로 구성된 텔레센트릭 렌즈의 또 다른 예로써, 쿠

크 삼중렌즈(Cooke triplet)를 살펴보자. 그림 9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9의 렌즈도 CODE V의 렌즈 데이터베이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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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llumination optical system composed of 5×5 array lens and 
condenser which is identical to telecentric lens in terms of the 
viewpoint of rays.

FIG. 9. Telecentric Cooke triplet lens. 1, first lens surface; 3, aperture 
stop; 7, focal plane.

FIG. 10. The compound lens composed of Cooke triplet lens and 
double Gauss lens with a coincident focal plane.

터 선택되어졌고, 텔레센트릭 렌즈로의 변환을 위해 원래 세 

번째 면(3)에 있던 구경조리개의 위치를 초점면(7)으로만 바

꾸었을 뿐, 앞에서처럼, 원래의 렌즈데이터 값들은 수정하지 

않았다. 그림 9의 렌즈는 초점거리()는 50 mm, 물체면(0)으
로부터 렌즈 첫 면(1)까지의 거리는 5 mm(    ), 
발산각()은 20°로 설정되어 있다. +와 -광선에 대해 초점면에

서의 광선의 높이를 CODE V로 계산해 보면 각각 8.86 mm와 

-8.84 mm로 주어지고, 이로부터   공식의 오차 값()은 약 

1.4% 정도로 계산되어 진다. 앞의 이중 가우스렌즈에서처럼, 
쿠크의 삼중렌즈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식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광선의 높이가 전체 렌즈

면에 걸쳐서 완만히 변하는 대부분의 카메라 렌즈에서는 본 

논문의   공식이 유효히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의 마지막 시도로 그림 9(쿠크의 삼중렌즈)와 그림 7

(이중 가우스렌즈)의 텔레센트릭 렌즈가 결합된 2군(group)
의 렌즈 시스템을 구성해 본다. 이를 위해 그림 7의 이중 가

우스렌즈를 뒤집어 물체면이 초점면이 되도록 하고, 이를 그

림 9의 쿠크렌즈와 결합한다. 그림 10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10은 물체 공간과 상 공간에서 모두 텔레센트릭 조건을 

만족한다. 즉, 물체 공간과 상 공간에서 주광선들이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렌즈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또 하나의 광학적인 구조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 다음 식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과서적으로 배율()은 물체(첨자 

)와 상 공간(첨자 )에서의 수치구경의 비라는 것이 명확하

므로, 이것을   공식과 연계하면 배율은 초점거리 간의 비

로써 주어진다. 여기서, 쿠크의 삼중렌즈에 대한 양은 1의 첨

자를 붙였고 이중 가우스렌즈에 대한 양은 2의 첨자를 붙였

다. 본 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텔레센트릭 렌즈에 대해서 두 

개의 구조관계식(  공식과 배율관계식)을 얻는 것으로 논의

를 마무리 짖고, 다음 장 IV의 플라이아이 렌즈(fly-eye lens) 
설계로 넘어가고자 한다. 

   
   


 

 (12)

IV.   공식을 활용한 플라이아이 렌즈의 설계

본 장에서는, 앞의 III 장에서   공식을 활용하여 텔레센

트릭 렌즈를 설계하였던 것처럼,   공식을 활용하여 플라이

아이 렌즈(fly-eye lens)를 설계하고자 한다. 플라이아이 렌즈

는 각 혹은 공간적인 휘도분포가 불균질한 광원으로 균질한 

조도의 조명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데, 광학적으로 보면 

텔레센트릭 렌즈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그림 11을 참조하

기 바란다. 그림 11에서 보면 플라이아이 렌즈의 초점면은 

앞 장의 텔레센트릭 렌즈의 물체면과 동일한 광학적인 속성

을 보인다. 그러므로 플라이아이 렌즈는, 먼저, 조명하고자 

하는 영역의 직경(D)을 결정한 후,   공식으로 주어지는 다

음 식 (13)으로 설계인자 값들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식 

(13)은 그림 12를 참조하여 이해하기 바란다. 식 (13)에서 첨



《연구논문》 공식을 활용한 텔레센트릭 렌즈 및 플라이아이 렌즈의 설계 ― 임천석 15

FIG. 12. Schematic diagram of single fly-eye lens and a telecentric 
lens for helping to understand Eq. (13).

FIG. 13. Schematic diagram of double fly-eye lenses and a telecentric 
lens for helping to understand Eq. (14), (15), (16).

자 와 은 각각 어레이 렌즈와 숫자 1을 의미한다. 

  tan


≃





 (13)  

그럼,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이중의 플라이아이 렌즈를 

사용하는 조명 렌즈 군(group)에 대해 설계를 진행해 보자. 
그림 13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13에서 첨자 은 1번 어

레이 렌즈(플라이아이 렌즈)를 나타내고, 첨자 는 2번 어

레이 렌즈를 나타낸다. 설계의 순서는 텔레센트릭 렌즈를 기

준으로 진행해 나간다. 본 과정의 설명에 대해서는, 앞 절에

서와 같은 문장 나열식의 방식으로는 다소 복잡한 설명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음 설명을 참

조 바란다. [1] 먼저, 조명하고자 하는 영역의 직경 D를 결정

한 후, 식 (14)로 주어지는 2번 어레이 렌즈의 근축광선 추적

식과   공식을 연립하여 대수식을 세운다. [2] 연립된 대수

식(algebraic equation)을 정리하여 식 (15)를 얻는다. [3] 1번
과 2번 어레이 렌즈의 기하적인 관계식인 식 (16)과 식 (17)
을 연립하여 정리한 후, 식 (18)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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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상과 같이   공식을 이용하여 세 단계의 기계적이고 기

본적인 과정만 거치면, 복잡할 것만 같은 이중의 어레이 렌

즈에 대해서도 구조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

자면,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설계가 대세

인 요즈음의 설계환경에서도 여전히 정통적인 설계기법과 

경험이 복잡한 구성의 렌즈 시스템을 다루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한층 더 있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텔레센트릭 렌즈의 광학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각 면에서

의 광선높이에 대한 근축광학적인 대수식들과 이를 간결화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찾아   공식을 정의하였다.   공식

은 텔레센트릭 렌즈에서 구경조리개의 직경을 나타내고 있

고, 이 공식은 단매렌즈 뿐만 아니라 다수의 렌즈로 구성된 

렌즈군에서 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의 검증을 위해 단매

의 텔레센트릭 렌즈, 이중가우스렌즈, 쿠크의 삼중렌즈, 쿠크

의 삼중렌즈와 이중가우스렌즈가 결합된 복합렌즈의 순서로 

공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그리고 이 공식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조명광학용으로 사용되는 단매의 플라이아

이 렌즈와 집광렌즈, 2매의 플라이아이 렌즈와 집광렌즈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공식을 통해 텔레센

트릭 렌즈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직

관적인 방식의 설계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

로 말하자면,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설계

가 대세인 요즈음의 설계환경에서도 여전히 고전적인 설계

기법과 경험이 복잡한 구성의 렌즈 시스템을 다루는데 유효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한층 더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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