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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MTF Measurement System for an Infrared Op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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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developed a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easurement system using a knife-edge scanning method 
for infrared optics. It consists of an objective part to generate the target image, a collimator to make the beam parallel, and a 
detector to analyze the image. We used a tungsten filament as the light source and MCT (Mercury Cadmium Telluride) to detect 
the mid-infrared(wavelength 3-5 ㎛) image. We measured the MTF of a standard lens (f=5, material ZnSe) to test this instrument 
and compared the result to the theoretical value calculated using the ZEMAX commercial software.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was within ±0.035 at the cut-off frequency (50 1/mm). Also, we calculated the A-type measurement uncertainty to 
check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he result showed only 0.002 at 20 1/mm in spatial frequency, which means very little 
variation in the MTF measurement under the sam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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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파장대에서 렌즈의 변조전달함수(MTF)를 칼날 주사방식으로 측정하는 적외선 MTF 측정장치를 구성하

고 평가하였다. 측정장치는 물체부, 평행광을 만들어주는 시준부, 형성된 상을 분석하는 분석부로 나뉜다. 광원으로는 텅스텐 필

라멘트 광원을 사용하였으며 중적외선 영상을 검출하기 위해 MCT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ZnSe 재질의 f 수가 5인 

표준렌즈의 MTF를 중적외선 파장대인 3~5 μm에서 측정하고 Zemax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이론값과 측정값 차이를 비교하여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인 50 1/mm까지 전구간에서 ±0.035이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값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A형 측정불확도를 계산한 결과 MTF의 대표 공간 주파수인 20 1/mm에서 0.002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측정 시 측정값의 변화

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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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든 물체는 물체 내부의 원자와 분자의 진동과 회전에 의

해 자체적인 복사 에너지 즉 전자파를 방사하며 복사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의 최대 방출 파장은 물체를 흑체(black body)

로 가정하였을 때, 표면의 온도 및 상태와 상관관계를 갖는

다. 따라서 표적과 배경이 방출하는 고유한 복사 에너지 차

이 (온도차이)를 검출하여 전기적 신호처리를 거친 뒤 영상

화하는 장치를 열상장비(thermal imaging system)이라고 부른

다.[1] 이러한 열상장비에 들어가는 적외선 광학계는 일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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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yout of infrared MTF Measurement system.

FIG. 2. Filter transmittance curve.

(a)

(b)

FIG. 3. Detector part (a) Schematic diagram (b) Picture.

학계와 달리, 빛의 유무나 세기를 관측하지 않고 복사량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야간이나 시계가 불량한 대기층에서 표

지를 탐지하게 된다. 
적외선 광학계의 필요성은 군사장비 외에도 화재경보, 의

학 장비, 또는 각종 경보 장치 등의 수요가 있으며, 선진국에

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하고 있다.[2] 기존 적외선 

광학계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열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과 배경의 유효 온도 차이를 직

접적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최소 분해 

가능 온도 차 (Minimum Resolvable Temperature Difference : 
MRTD) 와 최소 탐지 가능 온도 차 (Minimum Detectable 
Temperature Difference: MDTD)를 많이 사용하였다. [3] 

이러

한 검사방법들은 관측자의 영상 인식 능력에 따라 관측 정도

가 달라지며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였

다. 일반적인 용도의 적외선카메라는 공간 분해능이 낮아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측정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인공위성에 설치되는 적외선 우주망원경이나 지상용 열상 

장비에서는 영상의 공간 분해능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

에 MTF 측정이 중요하다. [4]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시광영역에 대

해 MTF 시험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적외선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를 실시 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광학계의 결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외선 MTF 측정장치를 제작하고 측정불확도를 평가하였

다. 측정방법으로는 칼날 주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적외선 검

출기로는 MCT(Mercury Cadium Telluride) 를 선택하였다. 
칼날 주사방법은 칼날을 물체로 사용하고 칼날을 광축에 수

직한 방향으로 주사하여 슬릿의 영상을 잘게 쪼개서 ESF 
(Edge Spread Function)을 구한 뒤 이를 미분하여 LSF(Line 
Spread Fucntion)을 계산하고 푸리에 변환하여 MTF를 구하

는 방법이다.[5,6] 2절에서는 측정장치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

고 3절에서는 ZnSe 재질로 만든 표준렌즈를 측정하여 장치

의 측정불확도를 구해 보았다.

II. 적외선 MTF 측정장치의 구성

 적외선 MTF 측정장치는 Fig. 1과 같이 기능에 따라서 물

체부, 시준부, 결상부로 구성하였다. 물체부는 텅스텐 필라멘

트 광원을 사용하였으며 Fig. 2와 같이 3 ~ 5 μm 파장대를 

주로 투과시키는 필터를 사용하여 중적외선용 카메라를 평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체는 100 μm 폭과 3 mm 길이를 

가지는 슬릿을 사용하였다. 시준부는 초점거리가 1250 mm 
이고 직경이 100 mm 인 비축 포물 반사경을 사용하여 물체

부에서 나온 빛을 평행광으로 만들도록 구성하였다. 결상부

는 Fig. 3과 같이 적외선 광 검출기, 대물렌즈, 칼날과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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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Layout of objective lens (a) Schematic diagram (b) Wavefront 
error measurement.

(a)

(b)

FIG. 5. Structure of standard lens (a) layout (b) components (yellow 
color object is ZnSe lens).

을 좌우이동 시키는 직선 스테이지(linear stage), 칼날을 회

전시킬 수 있는 회전 스테이지(rotary stage), 검출기를 미세

조정 할 수 있는 직선 스테이지로 구성하였다. 검출기는 락 

인 앰프 (Lock-in amplifier)와 연결되어 물체부에 설치된 차

퍼(chopper)와 연동시켜 물체에서 오는 신호만을 받아들이고 

형광등이나 주변 물체에 대한 잡음을 제거하도록 하여 신호 

대 잡음 비를 높였다. 적외선을 검출하는 검출기로는 소자의 

특성에 따라 냉각형과 비냉각형으로 구분 할 수도 있으나 크

게 양자형과 열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양자형은 반도체 재

료들로서 액체 질소 온도(-193°C) 에서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효율이 좋으며 열형은 효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상온

에서 동작한다는 장점이 있다.[7] 본 장치에서는 적외선 광 검

출기로 단일 소자형태인 가로, 세로 사이즈가 4 mm 크기의 

액체 질소 냉각형 MCT(Mercury Cadium Telluride) 를 사용

하였다. 한편 적외선은 초점이 어디에 맺히는지 육안으로 확

인 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정렬을 위해 384 X 288 소자 갯

수와 크기가 25 μm인 비냉각형 볼로미터(bolometer)를 MCT 
와 같은 거리에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45° 반사경을 이용하여 

볼로미터와 MCT가 번갈아 가며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검출기 앞에는 8배 대물렌즈를 설치하여 결상부로 들어오

는 상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물렌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Figure 
4의 (a)는 대물렌즈의 단면 그림이며 Si 재질과 Ge 재질로 

구성된 총 6장의 렌즈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대물렌즈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적외선 간섭계(파장 3.36 ㎛)를 이용하

여 파면 수차를 측정하였다. Figure 4의 (b)는 파면수차를 측

정한 결과이다. rms 값이 113 nm로 중적외선 대역 회절 한

계인 266 nm rms 값보다 작은 값이므로 매우 정밀하게 설계

되고 조립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물렌즈가 MTF 측정에 

거의 영향을 주시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장치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렌즈로는 재질이 ZnSe이고 

구성된 초점거리가 50 mm, 직경이 50 mm인 평볼록렌즈를 사

용하였다. ZnSe는 파장 550 nm ~ 18 μm의 범위에서 사용가

능 하므로 이미 국내에서 MTF 측정 절차가 확립된 가시광 

영역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ure 5
는 개구 (Aperture)를 이용하여 표준렌즈의 F수를 조정하는 

그림이다. F수에 따라 렌즈의 MTF 결과가 달라지므로 렌즈

의 F수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구 크기를 

10 mm가 되도록하여 표준렌즈의 F 수가 5가 되도록 조절하

였다. 
Figure 6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성한 측

정소프트웨어의 그림이다. 표준렌즈의 초점거리는 50 mm이

고 시준부의 초점거리는 1250 mm이므로 배율은 1/25로 주

어진다. 그러므로 폭이 100 μm인 슬릿의 상 크기는 표준렌

즈의 초점면에서 4 μm로 축소된다. 이 상을 칼날 이동으로 

1 μm 간격으로 끊어 측정하여 ESF을 구한다. ESF를 미분하

여 LSF 구한 후 푸리에 변환을 하면 MTF를 구하게 된다. 
측정된 MTF에는 표준렌즈의 MTF 값뿐만 아니라 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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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in screen of MTF measurement software coded using the Visual Basic program.

FIG. 8. Main screen of Auto Focus program.

FIG. 7. Slit Image captured by bolometric detector.

MTF 값도 가지고 있으므로 표준렌즈의 MTF 값을 구하기 

위하여 이를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물체로 쓰여진 슬릿 상

의 MTF 값은 
sin

로 계산된다. 여기서 s는 공간주파수

를 의미하며 b는 상의 슬릿 폭이다. [8] 보정을 하기 위해 측정

된 MTF 값에서 물체의 MTF 값을 나누어 주었다.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렬에 어려움이 있어 볼로미

터를 통해 모니터에 나타난 상을 이용하여 상의 초점위치와 

칼날의 각도를 조절한다. Figure 7은 볼로미터에서 나오는 

영상으로 가운데 밝게 보이는 것이 슬릿의 상이며 왼쪽에 희

미하게 어두운 부분이 칼날의 상이다. 칼날을 상의 초점에 

정확히 위치시키거나 칼날의 방향을 슬릿 방향과 정확히 일

치시키는 작업을 사람의 눈을 이용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igure 8은 칼날을 상의 초점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한 자

동초점(Auto focus)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적의 상

점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측정기를 앞 뒤로 이동하는 양

과 구간별 이동량을 입력하여 설정한 이동 범위를 4분할하

여 자동초점 모터가 움직이게 한다. 자동초점 프로그램이 시

작되면 모터가 앞 뒤로 이동하며 각 구간 별 MTF를 측정하

게 되고 Fig. 8의 그래프의 점으로 각 구간 별 MTF를 표시

하며 그 구간을 스플라인 보간법을 통해 그림 8의 선으로 표

시하며 가장 높은 MTF 값을 보이는 위치로 초점을 자동으

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Auto Axis 프로그램은 자동초점 프로

그램과 같은 원리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칼날 모터가 좌우로 



166 한국광학회지 제26권 제3호, 2015년 6월

TABLE 1. Theoretical values and the measurement result of MTF of standard lens

Spatial frequency (1/mm) Theoretical value
Average of 

measurement value
Difference Standard deviation

5 0.864 0.834 -0.030 0.003

10 0.725 0.691 -0.034 0.008

20 0.479 0.474 -0.005 0.004

30 0.277 0.290 0.013 0.006

40 0.106 0.138 0.033 0.006

50 0.015 0.039 0.024 0.007

TABLE 2. A-type measurement uncertainty of MTF measurement at 25 lp/mm of spatial frequency

The number of 
measurements

Measurement value Average value Standard deviation A type uncertainty

1 0.473 

0.474 0.005 0.002 

2 0.478 

3 0.477 

4 0.478 

5 0.465 

6 0.473 

정해준 양만큼 정해준 간격으로 회전하여 기준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MTF 값을 보이는 각도로 칼날을 회전시키도록 

해준다.

III. 측정 불확도 계산

Table 1은 Ze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값과 6
번 연속측정을 통한 평균값의 차이를 서로 비교 분석한 표이

다. 표준렌즈의 이론적 MTF를 구하기 위하여 Zygo 간섭계

를 이용하여 앞 뒷면의 곡률반경을 측정하고 두께 게이지를 

사용하여 두께를 측정한 결과를 Zemax 프로그램에 입력하

였다. 사용되는 파장은 필터의 투과특성을 그대로 활용하였

다. MTF를 측정할 경우 차단주파수(Cut – Off Frequency)는 




로 주어지는데

[8] 표준렌즈의 경우 차단주파수는 중심 파

장 4 μm에서 50 1/mm로 계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차단주

파수인 50 1/mm까지 MTF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론값과 

비교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이론값과 측정

값의 차이는 ±0.035 이내로 ISO에 따른 국제규격이 정하는 

표준렌즈가 가져야 하는 오차인 ±0.05 범위 이내에 들어옴을 

알 수 있다. 이론값과 측정값 모두 규격보다 정밀한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였는데 이는 불확도의 표현지침에 따라 

불확도의 유효숫자를 한자리로 잡았기 때문이다. Table 1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MTF를 6번 연속측정하여 계산한 결과

이다. 가장 큰 표준 편차량은 0.008로 MTF 차이값보다 단위 

하나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측정한 MTF값이 평균값 주위로 

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장치의 표준불확도는 A형과 B형 2가지의 형태로 평가

할 수 있다
[9]. A형 평가는 일련의 측정값을 통계적으로 분석

하여 연속측정이 어느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B형 평가는 물체와 칼날의 정렬오차로 발생하는 

불확도, 초점오차로 발생하는 불확도, 슬릿 폭의 오차로 인

해 발생하는 불확도, 공간주파수 오차 등 다양한 오차에 의

해 발생되는 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A형 과 B형 불확

도를 합쳐 합성 표준 불확도를 계산하여 MTF 결과의 신뢰 

수준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A형 측

정 불확도를 계산하였으며 추후 B형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

고 합성 표준 불확도를 계산하여 적외선 광학계 MTF 측정

장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2는 MTF를 연속적으

로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A형 측정불확도를 계산한 결과이

다. A형 측정 불확도는 Fig. 9와 같은 평가 절차로서 계산할 

수 있다. 우선 n개의 관측값의 표준편차를 구해야하므로 각

각의 관측값 qk의 평균값인 를 통해 표준편차인 s(qk)를 계

산한다. A형 측정불확도는 평균의 표준편차 s(q)로 표준편차

인 s(qk)를 측정회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구한다. 본 논문에

서는 통계적 방법을 6번 연속측정으로 설정하고 A형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였다. 자유도는 측정횟수에서 하나 뺀 값으

로 주어지는데 최종적으로 합성 측정 불확도를 구할 경우 측

정신뢰도를 구하기 위한 k 값을 산출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본 A형 측정 불확도 계산에서 사용된 자유도는 5이다.  
Table 2는 대표되는 공간 주파수인 20 1/mm에서 A형 측정 

불확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최종결과는 0.002으로 연속 측정

에 대한 오차 값이 매우 작은 값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

해 관측자의 변화 및 주변 환경의 변화가 측정값에 주는 영

향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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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lculation Flowchart of A-type measurement uncertainty.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적외선 대역 적외선 광학계의 변조전달함

수(MTF)를 칼날 주사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

외선 MTF 측정장치를 제작하고 측정소프트웨어도 프로그램

하였다. 이러한 측정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f 수가 5
인 표준렌즈를 사용하여 측정불확도를 구하였다. 측정 결과 

대표 공간주파수인 20 1/mm에서 MTF 측정 평균값의 표준

편차는 0.002으로 매우 작은 값을 보여 측정값의 변화가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Ze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값과 연속측정을 통한 평균값의 차이를 서로 비

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론 값과 측정 값의 차이는 

±0.035 이내로 ISO에 따른 국제규격이 정하는 표준렌즈의 

오차인 ±0.05 범위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모터의 이동량에 따른 불확도와 슬릿의 폭의 오차에 

관한 불확도, 공간주파수 오차 등 장치의 다양한 부분에 대

한 B형 불확도를 산출하여 본 논문에서 구한 A형 불확도와 

함께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합성 불확도를 계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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