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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ssessment of MTF Performance and Theoretical Analysis of 

Convex Trial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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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light MTF(Modulation Transter Function)s of biconvex trial lenses from 10 to 20 diopter (D) were represented as a 

function of angular frequency and visual acuity, and then they were compared with AIM(Aerial Image Modulation) curves. All 

of the biconvex trial lenses evaluated in on-axis mode had MTF performance that could resolve Landolt’s ring up to visual acuity 

2.0. However, in a half field angle of five degrees, the trial lens of 10 diopters was able to resolve Landolt’s ring up to visual 

acuity 0.9, and that of 20 diopter only up to visual acuity 0.8. This means that the trial lenses in the case of a half field angle 

of five degrees do not have sufficient resolution to measure visual acuity b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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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 검안렌즈의 MTF 성능 분석 및 이론적 해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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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iopter에서 20 diopter까지의 양볼록 검안렌즈에 대한 백색광 MTF(Modulation Transter Function)를 각주파수와 시력으로 

나타낸 후, 이들을 각각 AIM(Aerial Image Modulation) curve와 비교하였다. 축상시야에서 평가된 양볼록 검안렌즈 모두 시력 

2.0까지는 란돌트 링을 분해할 수 있는 MTF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반시야각 5.0°인 비축시야에서는 10 diopter의 검안렌즈는 

시력 0.9, 20 diopter의 검안렌즈는 0.8까지 란돌트 링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시력을 1.0까지 측정하기에는 충분한 

해상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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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인구의 안경사용률은 2008년 47%에서 2011년 

53.8%로 증가하여 인구의 2명중 1명은 안경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1]

 안경렌즈의 품질과 시력측정용 검안렌즈

(trial lens)에 대한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객관

적인 성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광학계의 최

종적인 성능평가에는 광학계의 공간분해능을 나타내는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일반적인 광학설계에서는 광학계의 수차와 MTF

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설계기준이 된다.
[2, 3]

 하지만 검안

렌즈에 대한 국제규격(ISO 9801)
[4]
은 굴절능에 대한 허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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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tical layout of a thick lens.

TABLE 1. Curvature radius 1
r  of the trial lenses in 10 diopter 

and 20 diopter

Refractive 

power (D)

Actual measurement 

value (mm)

Theoretically 

calculated value (mm)  D

d 1
r

2
r

1
r

2
r

10 5.45 104.790 -104.460 102.805 -102.805 0.172

20 8.75 53.500 -53.370 50.330 -50.330 1.127

TABLE 2. Design data of the trial lens

Refractive 

power (D)

 Curvature radius(mm) 

( 1
r , 12

rr −= ) 
Axial thickness (mm)

10 102.805 5.45

12 85.512 5.45

14 72.926 6.78

16 63.444 8.00

18 56.176 8.33

20 50.330 8.75

(Refractive index : 1.51872 @ 546.1 nm)

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렌즈자체의 광학적 성능평가에 대

한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검안렌즈는 굴절능

만 가지는 단순한 구조의 광학계이지만 자각식 굴절검사를 

실시하거나 처방도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광학계이다.
[5]

 따라서 검안렌즈는 현재 규정된 안광

학적 허용오차 및 굴절능뿐만 아니라 MTF측정을 통한 렌즈

의 광학적 성능평가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양볼록 검안렌즈의 

백색광 MTF를 계산하고, AIM(aerial image modulation) curve

와 비교하여 특정한 시력(visual acuity, VA)에서 충분한 해

상력을 가지는지 평가하였다. 백색광 MTF의 계산에서는 

Code V
[6]
가 이용되었다. 입사동의 직경은 밝은 곳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5 mm로 하였으며, 정점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검안렌즈의 12 mm 뒤에 조리개(눈동자)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파장에 대한 가중치는 사람 눈의 비시

감도를 고려하여 부여하였고,
[7]

 상면은 중심시야에서 rms 

wavefront error가 최소인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주파수와 시력의 환산은 시험렌즈 5 m 전방에 있는 

시력 검사용 란돌트 링(Landolt’s ring)이 검안렌즈의 최적상

면에 결상할 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반시야각 0°, 3.5°, 

5.0°에서의 tangential MTF와 radial MTF와 AIM curve를 비

교하였다.

II. 검안렌즈의 사양측정 및 이론적 계산

2.1. 양볼록 검안렌즈의 제원

광학계는 일반적으로 각 면의 곡률반경 r, 면간의 거리 d, 

매질의 굴절률 n로 표시하고 있으며,
[8]

 그림 1과 같은 두꺼

운 렌즈에서 전체 굴절능 K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
Kkk

n

d
kk =−+

2121

1

1

1

r

n
k

−=
, 

2

2

1

r

n
k

−=
(1)

위 식에서 k1과 k2는 두꺼운 렌즈의 제 1면과 제 2면의 굴

절능이며, d와 n은 렌즈의 두께와 굴절률을 나타낸다. 양볼

록 검안렌즈에서는 21
rr −= 이므로 굴절률과 두께 그리고 전

체 굴절능이 주어지면 식 (1)에서 곡률반경이 결정된다. 

표 1은 양볼록 검안렌즈의 측정된 곡률반경과 계산된 곡률

반경 및 굴절능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식 (1)을 이용하여 계

산된 곡률반경과 측정된 곡률반경의 굴절능 오차는 10 diopter

의 경우는 0.172 diopter, 20 diopter의 경우는 1.127 diopter 

였으며, 측정된 곡률반경을 사용한 경우와 계산된 곡률반경

을 사용한 경우의 파면수차와 MTF를 Code V
[6]
로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측정된 곡률반경은 제작과 

검사과정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검안렌즈의 해상력 

평가에서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곡률반경을 사용하여 계산된 

MTF를 AIM curve와 비교하였다. 양볼록 검안렌즈의 광학소

재는 Schott사의 N-BK7이고 e-선을 기준파장으로 사용하였다.

표 2는 실제 MTF 해상력에 사용한 양볼록 검안렌즈의 제

원이다.

2.2. 란돌트 링과 상의 최대공간주파수 및 각주파수

시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력표는 C자 모양의 란돌트 링을 

사용하고 있으며, 란돌트 링의 틈 방향을 판독할 수 있는 여

부에 따라서 시각(angular size)을 기준으로 시력을 판정한다. 

시력은 시각의 역수로 계산되며, 시각 1'(1 arc-min) 떨어진 

두 점을 구분하여 볼 수 있을 때의 시력을 1.0이라고 한다. 

그림 2는 시력 측정시 시력시표를 바라보는 눈을 나타낸 

그림으로서 눈으로부터 시력시표까지의 거리와 시각 및 란

돌트 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하는 시력표는 검정과 하얀색의 대비를 사용하는 binary 

target이며, 란돌트 링의 틈이 떨어진 거리는 하얀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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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ndolt’s ring and visual angle in visual acuity measurement.

TABLE 3. Angular resolution and spatial frequency of Landolt’s ring

Angular resolution

Angular size

(arc-min)
0.50 1.00 2.00 3.00 4.00

Visual acuity 2.00 1.00 0.50 0.33 0.25

Width of Landolt’s

ring (mm)
0.727 1.454 2.909 4.363 5.818

Angular frequency

(cycles/degree)
60.0 30.0 15.0 10.0 7.5

Spatial frequency 

(lps/mm)
0.688 0.344 0.171 0.115 0.086

TABLE 4. Angular resolution of the image for Landolt’s ring

Angular resolution

10 D 12 D 14 D 16 D 18 D 20 D

Angular size

(arc-min)

angular 

frequency

(cycles/deg)

spatial

frequency

(lps/mm)

angular 

frequency

(cycles/deg)

spatial

frequency

(lps/mm)

angular 

frequency

(cycles/deg)

spatial

frequency

(lps/mm)

angular 

frequency

(cycles/deg)

spatial

frequency

(lps/mm)

angular 

frequency

(cycles/deg)

spatial

frequency

(lps/mm)

angular 

frequency

(cycles/deg)

spatial

frequency

(lps/mm)

0.5 51.720 33.709 50.062 40.590 48.025 47.481 45.906 54.387 44.015 61.319 42.052 68.186 

1 25.860 16.854 25.031 20.295 24.013 23.741 22.953 27.194 22.007 30.660 21.026 34.093 

2 12.930 8.427 12.515 10.147 12.006 11.870 11.476 13.597 11.004 15.330 10.513 17.047 

3 8.620 5.634 8.344 6.785 8.004 7.937 7.651 9.091 7.336 10.250 7.009 11.397 

4 6.465 4.214 6.258 5.074 6.003 5.935 5.738 6.798 5.502 7.665 5.256 8.523 

Magnification 

(MT)
-0.02041 -0.01695 -0.01449 -0.01265 -0.01122 -0.01009

Angular

magnification (MA)
1.16009 1.19852 1.24934 1.30702 1.36318 1.42682

해당하므로 반주기가 된다.
[9]

그림 2에서와 같이 란돌트 링의 틈이 떨어진 거리 ∆x는 

θl=Δx (2)

이 된다. 은 사람 눈으로부터 시력표까지의 거리이며, θ는 

사람 눈이 시력시표를 바라보는 각이다. 식 (2)에 의해 계산된 

∆x는 0.5 cycle 즉, 반주기이기 때문에 물체측의 공간주파수는

xΔ
=
2

1ν (3)

로 정의될 수 있다.

사람 눈이 란돌트 링을 바라보는 시각은 0.5 cycle이며, 물

체측 각주파수를 나타내는 a
ν 는

θ
ν

2

1=
a

(4)

로 정의되고 식 (4)에서 θ는 시각이고 degree단위이며, 식 (2) 

~(4)의 계산과정을 통한 물체공간에서의 공간주파수와 각주

파수는 표 3과 같다.

표 3에는 시각의 변화에 따른 시력과 란돌트링의 떨어진 

거리 및 공간주파수와 각주파수가 나타나 있으며, 시력이 감

소함에 따라 공간주파수 및 각주파수 또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ode V
[6]
를 이용한 검안렌즈의 MTF 계산은 검안렌즈의 

상측에 대한 공간주파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상측 공간

주파수 ν '는 물체측 공간주파수 ν와 검안렌즈의 횡배율 MT

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고, 식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
M

νν =' (5)

물체에서 검안렌즈까지의 거리는 5 m 이며, 란돌트 링의 

상거리는 굴절력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고 횡배율도 감소

한다. 따라서 굴절능이 높은 검안렌즈에서는 란돌트 링에 대

응하는 상측 공간주파수가 높아진다. 

각주파수의 기준으로 계산된 AIM Curve와 검안렌즈의 

MTF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간주파수의 기준으로 계산된 

MTF를 각주파수의 기준으로 변환하여야 하며, 란돌트 링의 

상측 각주파수 ν a'는 물체측 각주파수 ν a와 검안렌즈의 각배

율 MA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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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ve luminosity curve to evaluate the white light 

MTF for human eye.

TABLE 5. Relative luminous efficiency of human eye
[7]

Wave-

length

(nm)

Relative

luminous

efficiency

Weight

Wave-

length

(nm)

Relative

luminous

efficiency

Weight

435 0.02 2 570 0.95 95

450 0.04 4 585 0.81 81

465 0.08 8 600 0.63 63

480 0.14 14 615 0.44 44

495 0.27 27 630 0.27 27

510 0.50 50 645 0.14 14

525 0.79 79 660 0.06 6

540 0.95 95 675 0.02 2

555 1.00 100

FIG. 4. Standard curve of the AIM for normal eyes in visible 

wavelength.
[16]

A

a

a

M

νν =' (6)

검안렌즈의 각배율은 주광선의 입사각과 출사각의 비로 정

의되며, 굴절능이 증가함에 따라 각배율이 커지고, 상측 각

주파수도 변하게 된다. 시력검사에 사용되는 란돌트 링의 시

각을 검안렌즈의 상공간에서의 각주파수와 상면에서의 공간

주파수로 환산한 것을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에는 MTF 계산에 사용된 검안렌즈에 대한 횡배율과 

각배율이 나타나있으며, 굴절능의 변화에 따른 상측 공간주

파수와 각주파수가 정리되어 있다. 식 (5)과 식 (6)에 의해서 

시각이 증가함에 따라 상측 공간주파수와 각주파수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검안렌즈의 굴절능이 증가할수록 

상측 공간주파수는 증가하고 각주파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검안렌즈의 평가조건

일반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조도, 시표와 

배경의 대비, 동공크기 등이 있다. 따라서 시력 검사실의 환

경 요인 중 검사실의 조도는 동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10]

 시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시력 측정을 위해 방문하는 안경원의 조도는 300 lx~600 lx

로 명시되어 있다.(KSA 3011)
[11]

 따라서 본 연구의 MTF 계

산에서는 입사동의 직경을 일반적인 실내의 조명 밝기(500 lx)

에서 시력검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5 mm로 하였다.
[12]

정점간의 거리는 각막정점에서 안경렌즈의 상측정점까지

의 거리이며, 동양인의 경우에는 12 mm이다. 이 거리가 유

지되어야 검안렌즈의 정확한 교정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점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검안렌즈의 12 mm뒤에 조리개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13]

파장에 대한 가중치는 파장별 시감도의 상대적 크기를 비

로 나타낸 비시감도와 균일한 조명에서의 환경을 고려하여 

부여하였으며,
[14]

 상면은 중심시야에서 rms wavefront error가 

최소인 지점으로 설정하여 시력 검사용 란돌트 링이 검안렌

즈의 최적상면에 결상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밝은 곳에서의 비시감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표 5는 비시감도를 정리한 것이다.

2.4. AIM Curve

AIM curve는 광학계 또는 검출기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MTF 값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그림 4

의 AIM curve는 가시광 영역에서 특정 공간주파수에 대한 

정상적인 눈의 최소 MTF 값을 의미한다.
[9, 15, 16]

 사람 눈에 

대한 시력측정은 검안렌즈를 사용하여 시력을 1.0으로 교정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안을 기준으로 한 AIM 

curve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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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ial lens 1 (10 D) (b) trial lens 2 (12 D)

(c) trial lens 3 (14 D) (d) trial lens 4 (16 D)

(e) trial lens 5 (18 D) (f) trial lens 6 (20 D)

FIG. 5. MTF & AIM curve vs angular frequency, (a) trial lens 1(10 D), (b) trial lens 2 (12 D), (c) trial lens 3 (14 D), (d) trial lens 4 (16 

D), (e) trial lens 5 (18 D), (f) trial lens 6 (20 D).

III. MTF의 계산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의 앞 절에서 계산된 검안렌즈의 제원과 공간주파

수를 바탕으로 Code V
[6]
를 이용하여 검안렌즈의 MTF 계산

을 수행하였다. 양볼록 검안렌즈의 굴절능은 10 ~ 20 diopter

까지 2 diopter씩 증가시키면서 총 6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MTF를 계산하였다. 그림 5에는 반시야각 0°, 3.5°, 5.0°에서

의 tangential MTF와 radial MTF 그리고 AIM curve가 나타

나 있으며, 양볼록 검안렌즈의 광학적 측면에서의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Code V
[6]
를 이용하여 공간주파수에 대한 기

준으로 계산된 MTF를 각주파수에 대한 기준으로 변환하여 

MTF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AIM curve와 비교하였다. AIM 

curve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렌즈의 각주파수를 그림 4에 

나타낸 정상안의 AIM curve에 대해 목측을 이용하여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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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ial lens 1(10 D) (b) trial lens 2(12 D)

(c) trial lens 3(14 D) (d) trial lens 4(16 D)

(e) trial lens 5(18 D) (f) trial lens 6(20 D)

FIG. 6. MTF & AIM curve vs visual acuity, (a) trial lens 1 (10 D), (b) trial lens 2 (12 D), (c) trial lens 3 (14 D), (d) trial lens 4 (16 D), 

(e) trial lens 5 (18 D), (f) trial lens 6 (20 D).

각주파수에 대한 시각별 AIM data를 얻어낸 뒤, 스플라인

(spline) 보간법을 사용하여 중간값을 계산하였다. 6개의 시

험렌즈 모두 축상시야 MTF가 비축시야 MTF보다 광학적 성

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험렌즈의 굴절능이 증가

할수록 광학적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시야

각 3.5° 와 5.0° 의 경우, radial MTF가 tangential MTF 보다 

더 높은 값으로 계산되었으며, 반시야각 5.0°의 tangential 

MTF가 가장 낮은 광학적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각주파수로 계산된 MTF와 AIM curve를 시력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안광학적인 측면에서의 

양볼록 검안렌즈에 대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시야각 

0°, 3.5°, 5.0°에서의 tangential MTF와 radial MTF 그리고 

AIM curve가 나타나 있으며, 시험렌즈의 MTF와 AIM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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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상력을 계산하였다. 축상시야에서는 

10 ~ 20 diopter 까지 시력 2.0에서 란돌트 링을 분해할 수 

있으며, 반시야각 3.5° 와 5.0°에서는 tangential MTF가 radial 

MTF 보다 분해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시야각 

5.0°의 tangential MTF는 모든 굴절능에 대해서 가장 낮은 

분해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굴절능이 10 diopter인 경우는 시

력 0.9, 20 diopter인 경우는 0.8까지 란돌트 링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IV. 결  론

시력검사에서 사용되는 검안렌즈는 자각식 굴절검사와 처

방도수의 최종확인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안렌즈의 평가는 굴절능과 광학적 허용오차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검안렌즈의 해상력에 대한 광학적 성능평

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양볼록 검안렌즈

의 제원을 이용하여 시력을 공간주파수와 각주파수로 환산

하여 백색광 MTF를 계산하고, 이를 AIM curve와 비교하여 

검안렌즈 자체의 해상력에 대한 광학적 성능 평가를 수행하

였다. 

축상시야에서는 10 ~ 20 diopter까지 시력 2.0에서 란돌트 

링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비축시야에서는 

시험렌즈의 굴절능이 증가할수록 란돌트 링을 분해할 수 있

는 시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시야각 3.5°와 

5.0°의 tangential MTF는 radial MTF보다 분해능이 떨어지고, 

반시야각 5.0°의 tangential MTF는 6개의 시험렌즈에서 가장 

낮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시야각 5.0°의 

tangential MTF에서 굴절능이 10 diopter인 경우는 시력 0.9, 

20 diopter인 경우는 시력 0.8까지 란돌트 링을 분해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축상시야에 대한 검안렌즈의 광학적 성능 평가를 통해 시

력 2.0의 교정시력을 가지는 원시안에 대하여 시력검사가 충

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비축시야를 고

려한 검안렌즈의 광학적 평가에서는 반시야각 5.0°인 경우, 

시력 1.0의 교정시력에서 검안렌즈를 이용한 시력검사가 이

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비축시야에 대한 검안렌즈의 

광학적 성능 평가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광학적 성능 향상을 위한 검안렌즈의 설계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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