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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ree-Dimensional Measurement By 

Transmission Deflectometry and Hilbert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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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sed transmission deflectometry to measure the three-dimensional shapes of optical components, and we used the Hilbert 

transform to retrieve the phases from measured deformed fringe images. Deflectometry is useful for measuring large-scale samples, 

and specular samples. We have retrieved the phases from deformed fringe images and Hilbert-transformed images, and have used 

the least-squares method to find the height information. We have verified that phase retrieval using Hilbert transform is useful 

by computer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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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부품 표면의 3차원 측정을 위하여 투과형 편향법을 이용하였다.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변화된 위상을 추출하기 위하여 

Hilbert 변환을 이용하였다.  편향법은 면적이 비교적 크고 거울과 같이 산란이 거의 없는 물체의 3차원 측정을 하는데 유용하다.  

편향법을 통해 얻은 왜곡 무늬와 hilbert 변환한 영상을 이용하여 위상을 구했으며, 이로부터 파면의 기울기를 측정하고, 구한 

기울기로부터 3차원 프로파일을 구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다. 전산기 시늉과 실험을 통해 Hilbert 변환을 이용한 3차원 

측정법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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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3차원 측정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현재 꾸준히 

연구 중이다. 현재 개발된 측정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 즉 

파면을 측정하는 방법과 파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1-3]

. 파면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간섭 

방법이다. 간섭방법은 매우 정밀하게 3차원 형상을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간섭 방법은 굴곡이 매우 크거나 

시료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측정에 어려움이 많다. 그

리고 파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편향법 및 shear 

interferometry 방법 등이 있다. 편향법으로 잘 알려진 방법은 

모아레, 론치 와 Shark-Hartmann 방법이 있다
[4-9]

. 편향법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에 덜 민감 하다는 장점이 있고 시료의 

크기가 커도 측정에 어려움이 덜한 장점이 있다. 

최근 편향법 중에서 측정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주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 면적을 한번에 측정 할 수 있고, 

비교적 측정 시스템이 간단하며 외부환경에 덜 민감한 3차

원 측정법으로 위상 측정 편향법 (PMD:Phase measuring deflecto-

metry or fringe reflection method)이 제안되고 연구 되고 있

다
[10-13]

. 위상 측정 편향법은 투과형과 반사형이 있는데 둘 

다 기준 패턴 모양이 시료에 의해 변형된 모양을 분석하여 

시료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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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ransmission deflectometry.

(a)

(a)

FIG. 2. Calibration curve. (a) calibration curve between the input 

phase and calculated phase, and (b) phase error.

위상측정 편향법에서 위상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Fourier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패턴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측

정하는 시간위상추적법 (TPU:Temporal Phase Unwrapping)

등이 연구되었다
[14-16]

. TPU 경우에는 위상을 추출하기 위해 

여러 장의 영상을 필요로 하나, Fourier 변환을 이용하는 경

우에는 단 1장의 영상만을 필요로 해서 빠른 측정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위상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Hilbert 

변환법이 제시 되었다
[17-20]

. Hilbert 변환 법 역시 Fourier 변

환법과 같이 1장의 영상만으로 위상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리고 Fourier 변환법은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한 

후 위상 추출을 하나, Hilbert 변환법은 주파수 공간으로 변

환하지 않고 측정된 영상만으로 위상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Hilbert 변환의 특성은 모든 주파수에서 크기는 변

하지 않고 위상만 음의 주파수에선 +90도, 양의 주파수에선 

-90도로 변화시켜주는 필터이다. 즉 어떤 주파수의 cos(wt) 

신호가 들어가면 항상 sin(wt) 신호로 변환된다. 이를 이용하

여 위상을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상 측정 투과형 편향법과 Hilbert 변환을 

이용하여, 일반렌즈와 코닉 렌즈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전산기 시늉

2.1. 편향법 과 Hilbert 변환

Figure 1은 기본적인 투과형 편향법 실험의 측정 모델이다. 

기본패턴은 모니터에 구현되고 이 패턴을 시료를 통해 CCD 

(Charged Coupled Device)로 기본 패턴의 변화를 측정 하는 

방식이다.

투과형 광학 부품이 측정 경로에 놓인 경우 CCD에 맺히는 

영상은 (1)식과 같이 주어진다
[10,11]

.

    cos












 (1) 

식 (1)에서 a와 b는 각각 백그라운드 항과 빛 세기 변조 명

암 비이고, 는 스크린에 형성된 패턴의 주기, 는 시

료에 의해 변형된 위상이다. 만일 시료면이 완벽히 평면이면 

는 “0” 이다. 시료에 의해 변형된 위상 는 (2)

식과 같이 주어진다.

 






  (2)

식 (2)에서 는 시료와 스크린까지의 거리이고, 는 광경

로차이다. 그러므로 시료에 의한 광경로차 기울기가 위상에 

영향을 준다. 편향법에서 를 측정하기 위해 푸리에변

환 방법(Fourier Transform method) 혹은 위상 이동 방법(Phase- 

shift method)이 많이 사용된다
[14-16]

. 본 연구에서는 hilber 변

환 방법을 이용하여 를 측정하였다. Hilbert 변환은 식 

(1)에서 위상항만 만큼 이동시킨다. 즉   cos

의 Hilbert 변환결과는,

  sin와 같다. 그러므로 Hilbert 변환

된 이미지와 실험적으로 얻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얻은 위상 

′는 식 (3)과 같이 주어진다.

′  





 


                     (3)

식 (3)에서 얻은 ′와 실제 위상 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Hilbert 변환 시 유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생기는 것이다
[18,19]

. 그 차이 값은 Fig. 2(b)와 같다.

그러므로 차이 값 ()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즉 Hilbert 변

환을 통해 얻은 값을 식 (4)과 같이 보정해 주어야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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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Input image and hilbert transformed image. (a) input image, 

(b) hilbert transformed image, (c) profile of dotted line in Fig. 3 

(a)(b), (d) calibrated profile

측정한 는 wrapped 위상으로 시료의 기울기를 얻기 

위해서는 위상 펼침을 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시료의 기울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시료의 3차원 형상을 계산할 수 있다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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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에서 

 




 


는 각각 국소 위치 ()의 x

축 및 y축 기울기이고 는 데이터 간격, N는 데이터 개수이

고, 는 시료의 높이이다.

2.2. 전산기 시늉 

Figure 3은 reference pattern에 대한 Hilbert 변환 결과이다. 

Figure 3(a)는 reference pattern 영상이고 Fig. 3(b)는 Hilbert 

변환한 영상이다. Figure 3(c) 는 Fig. 3(a), (b) 내의 점선의 

프로화일이다. Figure 3(c) 내의 실선은 기준 패턴의 프로파

일이고 점선은 Hilber 변환 한 패턴의 프로파일이다. Figure 

3(c)에서 보면 예상 한 것과 같이 위상이  만큼 이동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영상의 끝 부분에서 위상값이 달라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값은 식 (4)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보정된 위상 값의 프로파일은 Fig. 3(d)와 같다. 

Figure 3(d) 내의 실선은 기준 패턴의 프로파일이고 점선은 

Hilber 변환 한 패턴의 프로파일이다. 보정 후 위상 값이 Hilbert 

변환에 의해  만큼씩 이동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는 투과형 편향법과 Hilbert 변환을 이용하여 시료

의 기울기를 구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시료의 3차원 

형상을 구한 전산기 시늉 결과이다.

Figure 4(a)는 시료의 3차원 회색조 영상이고, Fig. 4(b)는 

투과형 편향법에서 시료에 의해 왜곡된 줄무늬 패턴이다. 

Fig. 4(c)는 Fig. 4(b)를 Hilbert 변환한 영상이다. Figure 4(b) 

와 (c)를 비교하면 위상이  만큼 이동 한 것을 알 수 있

다. Figure 4(d)는 위상 데이터인데, 이는 Fig. 4(b)(c)와 식 

(3)을 이용하여 얻은 위상 데이터를 식 (4)를 이용하여 보정

된 위상이다. Figure 4(d)의 위상 데이터와 기준면의 위상 데

이터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료의 위상을 얻을 수 있다
[14,16]

, 

이렇게 구한 위상은 시료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기울기와 식 

(5)를 이용하여 얻은 형상의 회색조 영상은 Fig. 4(e)와 같다. 

Figure 4(f)는 Fig. 4(a) 및 (e) 내의 점선 부분의 프로파일이

다. Figure 4(f)의 ●는 시료의 프로파일, ▼는 Hilbert 변환을 

통해 얻은 위상을 이용하여 구한 프로파일이다. 두 프로파일

이 잘 일치 함 을 알 수 있다. Figure 4의 전산기 시늉으로부

터 Hilbert 변환을 통해 위상을 추출 할 수 있고, 이를 이용

하여 3차원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실험결과 

Figure 5는 실험장치의 도식도이다. 시료는 볼록렌즈(Edmund; 

PCX 32972) 와 코닉렌즈 (Edumund:PCX Axicon 83783)를 

사용하였다. 볼록렌즈의 직경은 50 mm, 곡률반경은 51.68 

mm 이고, 코닉렌즈의 직경은 25.4 mm, apex 각도는 170°이

다. LCD에서 시료까지의 거리는 1cm, 시료에서 카메라까지

의 거리는 78 cm이다. 

Figure 6은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얻은 실험결과이다.

Figure 6(a),(c)는 시료에 의해 왜곡된 x-축 및 y-축의 패턴

이고 Fig. 6 (b),(d)는 Fig. 6(a),(c)를 hilbert 변환한 결과이다. 

전산기 시늉 결과와 같이 줄무늬가  만큼 이동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얻은 x축 및 y 축에 대한 위상은 

각각 Fig. 6(e),(f) 이다. 이 위상의 범위는  ≤  ≺ 이고, 

이를 위상 펼침을 하여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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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4. Computer simulation result. (a) 3D grey level of object, 

(b) deformed fringe pattern, (c) hilbert transformed image of Fig. 

2 (b), (d) calculated phase, (e) calculated 3D grey level image, 

(f) profile of object and calculated height.

FIG. 5. Transmission defelctometry experimental set-up. CCD: 

Charge Coupled Device, SLM: Spatial Light Modulator.

(a) (b)

(c) (d)

(e) (f)

(g) (h)

FIG. 6. Experimental result of plano-convex lens. (a)(c) x-axis 

and y-axis deformed image, (b)(d) hilbert transformed image of 

Fig. 6(a)(c), (e)(f) calculated phase of x-axis and y-axis, (g) 

calculated 3D grey level image, (h) profile of dotted line in Fig. 6(g).

용하여 구한 시료의 3차원 높이에 대한 회색조 영상은 Fig. 

6(g)와 같다. Figure 6(h)는 Fig. 6(g)내의 점선 부분의 프로파

일이다. 이를 이용하여 얻은 시료의 곡률반경은  ±  

mm 이다, 본 실험이 투과형으로 이루어졌지만, 즉 시료의 

양면의 곡률반경의 영향을 측정 한 결과지만, 시료의 양면 

중 한면의 곡률반경이 무한대 임으로 시료의 곡률 반경을 측

정 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 값은 렌즈 스펙 51.68 mm 

값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코닉 렌즈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코닉렌즈도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 본 실험에 사용된 코닉렌즈 한

면의 곡률 반경은 무한대이다. Figure 7(a)와 (b)는 코닉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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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Experimental result of plano-convex axicon lens. (a)(b) 

x-axis and y-axis deformed image, (c) calculated 3D grey level 

image, (d) profile of dotted line in Fig. 7(c).

에 의해 변형된 x축 및 y축의 줄무늬 영상이다. Figure 6와 

같이 각각을 Hilbert 변환한 후 위상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얻은 3차원 형상의 회색조 영상은 Fig. 7(c)와 같다. 코닉 렌

즈의 기울기는 4.98±.0.03° 이었다. 이 값은 코닉렌즈의 스펙 

5°와 매우 유사하다.

IV. 결    론 

3차원 측정 시 응용 분야에 따라 정확도 및 빠른 측정시간

이 필요하다. 줄무늬 패턴을 이용한 3차원 측정 방법은 실험 

장치가 간단하고, 진동과 같은 외부 환경에 덜 민감하기 때

문에 3차원 측정에 많이 이용 된다. 줄무늬 패턴을 이용한 3

차원 측정에서는 빠른 측정이 요구된다. 위상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해 일반적으로 푸리에변환법과 위상이동 방법을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위상을 

추출할 수 있는 Hilbert 변환법과 투과형 편향법을 이용하여 

시료의 3차원 측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실험결과 Hilbert 

변환과 이로부터 추출된 위상을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을 이

용하여 보정하면 3차원 측정이 가능함을 전산기 시늉과 실

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Hilbert 변환을 이용하면 한 장의 측

정 영상을 가지고 3차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3차원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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