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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ojection moire topography, the investigation of fringe sensitivity, which means the change rate of fringe order according 

to object heigh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o reduce the measurement error of the shape of an object. Using the fringe sensitivity, 

the determination of the absolute orders of moire fringes can be performed very easily and rapidly. The important parameters 

in the determination of absolute orders of fringes are the positions of light source and object, and the grating period in projection 

moire topography. Among these parameters, the fringe sensitivity due to the transverse motion of the light source and the longitudinal 

motion of the object according to grating periods are analyzed and compared. As a result, whereas the fringe sensitivity in the 

transverse-motion method increases linearly and gradually as the distance between light source and imaging sensor increases, the 

fringe sensitivity due to the longitudinal-motion method decreases dramatically as the distance between imaging lens and object 

increases. In these methods, the fringe sensitivity and its change increase as the grating period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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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격자 주기에 따른 물체거리와 

광원의 위치에 대한 무늬 민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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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실제 물체에 대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체높이에 따른 무늬차수의 변화율인 무늬 민

감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또한 무늬 민감도를 활용을 하면 절대 차수 결정이 매우 편리하고 정확해진다. 영사기를 사용한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무늬차수를 결정하기 위한 변수는 광원의 위치와 물체의 위치, 격자주기이다. 이 변수들 중에서 

광원의 위치를 횡축으로 움직이는 광원 횡축 이동법과 물체를 종축으로 움직인 물체 종축 이동법에 따른 무늬 민감도를 격자주

기에 따라 서로 비교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원 횡축 이동법에서 광원과 상검출기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민감도가 높았

으나, 물체 종축 이동법에서 물체와 결상렌즈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민감도가 높았다. 그리고 두 방법에서 격자주기가 작을수

록 민감도가 더 높았으며 변수 변화에 따른 무늬 민감도 변화량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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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of the projection moire topography 

using a projector and a sensor.

I. 서    론

두 개 이상의 주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사판이나 투과

판에 격자가 겹쳐질 때 발생하는 무늬를 무아레(moire)무늬

라 한다.
[1] 

이 무아레를 이용하여 3차원 물체의 형상측정을 

할 수 있다.
[2]

 물체의 위상차의 변화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

법에는 그림자식 무아레 토포그래피 방식(shadow type)
[2-5]

과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 (projection type)
[2, 6, 7]

 방식 이 있

다.
[1,12]

 이 두 방식에서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무아레 무늬를 

등고선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등고선끼리의 높이 차는 일정

하지 않고 무아레 무늬의 절대적인 차수의 함수로 표현된

다.
[2]

 그래서 각각의 무아레 무늬 사이의 간격은 무아레 무늬

의 차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물체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 

두 점 사이의 깊이의 차를 알기 위해서는 무아레 무늬의 절

대차수를 알아야만 한다.
[8, 9]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무늬의 차수 결정에 따른 변수는 광원의 위치와 물체의 위

치, 격자주기와 격자와 결상렌즈 사이의 거리이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한 영사기를 사용하는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

에서는 광원의 위치와 물체거리 변화, 격자주기의 변화를 가

지고 무늬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 이유는 변수를 가장 간단하게 변화 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세 가지 변수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고

정시킨 후 고정되지 않은 변수를 변화 시키면 무아레 무늬 

변화가 나타난다. 광원을 횡축으로 이동시킨 광원 횡축 이동

법과 결상 렌즈로부터 물체를 종축으로 움직인 물체 종축 이

동법, 각각의 두 방법에서 격자의 주기만 바꿔 주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들로 무아레 무늬를 측정하면 무아레 무늬

가 각각의 방법마다 다르게 변화한다.
[10] 

각각의 방법을 실험

하여 비교하면 변수의 변화에 따라 무아레 무늬의 변화량이 

다르고 이에 따라 물체높이에 따른 무늬의 수의 변화율인 무

늬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한 개의 광

원만 사용하여 횡축으로 옮기는 광원 횡축 이동법과 물체 종

축 이동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개의 격자주기에 대한 무늬 

민감도를 조사하고, 이론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무늬 민감

도를 이용하여 세 변수 중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절

대차수 결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를 활용 할 때 실제 물체에 대한 측정 오

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    론

Figure 1은 영사기를 사용한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 광

학계에서 실험장치도에 대한 개략도이다. Figure 1에서 렌즈 

L1은 영사기의 광원(source)의 빛을 격자(grating) G1을 조명

하는 볼록렌즈이며, 렌즈 L2는 격자 G1의 형상을 물체(object)

의 표면에 확대 투영하는 볼록렌즈이다. 렌즈 L2는 초점거리

가 f이며, 격자 G1 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거리에 놓여있고 

이 렌즈로부터 L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object)의 바닥 면이 

놓여 있다. 이 때 θ 1과 θ 2는 물체 표면의 임의의 측정점 P에 

대한 L2와 L3의 주광선에 대한 출사각과 입사각이다. 이 때 

사용한 G1과 G2는 이론 및 실험 장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동

일한 피치 간격 G로 놓는다. 마찬가지로 L2와 L4도 동일한 

초점거리 f를 갖는 렌즈로 구성하며 L4도 L2와 같이 G2와 물

체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a와 원으로부터 L1, G1, L2로 구성

된 광학계를 영사계(projection system)라 하고 물체에서 반

사된 상을 L4, G2, L3를 거쳐서 상검출기인 CCD로 무아레 

무늬를 검출하는 광학계를 결상계(imaging system)이라고 한

다. 영사계의 광축과 결상계의 광축 사이의 거리는 d인데 이

는 광원과 CCD 사이의 거리와 동일하다. 그리고 Z는 x축에 

따른 측정물체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다. 임의의 측정점 P의 

좌표를 (x, Z)라고 정한다. 

Figure 1과 같이 하나의 광원으로 조명하고 L2로 물체에 

확대 하여 투영시킨 격자 무늬는 결상계의 렌즈 L4에 의하여 

기준격자 G2에 중첩되어 무아레 무늬가 발생한다. 이 무늬를 

L3가 CCD에 결상한다. CCD에 결상된 물체표면 P에 대한 

광세기 분포 I(x)는 곱셈식 무아레 무늬의 발생 원인에 따라 

G2에 투영된 변형 격자의 세기 분포와 기준격자의 G2의 세

기 분포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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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Is는 광원의 세기이며, R은 물체 표면의 반사도이

고, A는 격자의 변조도이며, M은 



이고, G는 격자주기이

다. 식 (1)에 코사인 곱의 공식을 이용하여 정리한 후, 낮은 

공간주파수 항만을 갖는 무아레 무늬의 항만을 고려하면 무

아레 무늬의 광세기 분포 Imoirs(x)는 식 (2)와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cos


tan

 tan


 


 (2)

여기에서 B는 IsRA이다. 식 (2)에서 각도의 방향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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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hoto of optical system of projection moire topography 

based on the experimental setup of Fig. 1.

(a) (b)

FIG. 3. Expanded photos of gratings with the period of (a) G = 

0.04 cm and (b) G = 0.08 cm.

tanθ 1-tanθ 2 를 계산하면 tanθ 1-tanθ 2 =



이다. 이 결과

를 식 (2)에 대입한 후, n번째 밝은 무아레 무늬를 나타내는 

식 (2)의 코사인 함수의 위상 φ는 식 (3)과 같다.








  (3)

그러므로 식 (3)으로부터 무아레 차수 n과 물체의 높이 Z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4)

무늬 민감도는 광원이나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높이에 따

라 변화하는 무늬의 변화율로 정의하므로, 식 (4)를 Z에 관

해서 미분을 하여 정리하면 무늬 민감도인 



는 다음과 같다.










  (5)

또한 식 (5)에서 d, L, G를 각각 변화시키면 이들 변수들에 

의한 무늬 민감도의 변화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영사계의 광축을 횡축방향으로 이동시켜서 d값을 변화시

키는 광원 횡축 이동법과, 물체를 종축으로 움직여서 L을 변

화시키는 물체 종축 이동법에서의 무늬 민감도의 변화를 서

로 비교하고 G의 변화 따른 이들 두 방법에 대한 무늬 민감

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원 횡축 이동법에서 a와 L을 고정하고 광원을 Δd 만큼 

이동시킨 경우, 식 (5)에서 d에 대하여 미분하여 정리하면 

d에 변화에 따른 무늬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즉, d의 변

화에 대한 무늬 민감도의 변화는 식 (6)과 같다. 
















 (6)

다만 d의 길이를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 상이 CCD의 화각

에서 벗어나 상이 부분적으로 보이거나 아예 안보이기 때문

에 무아레 차수 결정이나 정확한 무아레 무늬를 얻기 위해서

는 CCD의 화각 범위까지만 d를 변화시켜야 한다.

물체 종축 이동법에서 a와 d를 고정한 상태에서 물체를 ΔL 

만큼 이동시킨 경우, 식 (5)를 L에 대하여 미분하여 정리하

면 L에 대한 무늬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즉 L의 변화에 대

한 무늬 민감도의 변화는 식 (7)과 같다.
















 (7)

다만 Z를 큰 값으로 증가시킬 경우 물체에 발생하는 무

늬의 가시도가 나빠지므로 Z 값을 작은 범위에서만 변화

시키는 것이 무아레 무늬 측정에 유리하다.

III.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Figure 2는 Fig. 1의 실험장치도를 바탕으로 설치한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의 광학계의 사진으로 영사계와 결상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영사계는 저렴한 가격과 단순한 제작을 

위하여 Novamat 130 AF라는 환등기(projector) (Braun사, Novamat 

130 AF) 1대를 사용하였다. 격자와 결상렌즈의 간격 a는 

9.55 cm로 고정이 되어 있다. 영사계와 결상계는 각각의 변

수를 조정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광학대 위에 평행하게 놓은 

두 레일 위에 각각 설치하였다. 물체는 높이 21.41 cm이고 

지름 16.8 cm인 하얀색 바탕의 원뿔형 석고상을 사용하였다. 

격자의 주기는 0.04 cm와 0.08 cm인 것을 각각 사용하였으

며, 격자는 Auto CAD로 초기 설계를 한 후 어도비사의 일러

스트레이터로 보정하여 최종 설계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OHP 필름에 인쇄 후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광원 횡축 이동법과 물체 종축 이동법에서 

격자주기를 바꿔가며 무아레 무늬를 측정하였다. 광원 횡축 

이동법 실험에서는 Fig. 1에서는 L = 110 cm와 a = 9.55 cm

로 고정시킨 후, d는 16.8 cm에서 시작하여 0.5 cm씩 12.3 

cm까지 감소시켰다. 이 때 무아레 무늬의 왜곡을 최소화 하

기 위하여 원뿔형 물체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영사계와 결상

계가 대칭으로 놓여져야 하기 때문에 영사계를 0.5 cm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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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Photos of moire fringes when the distance between two 

optic axes is (a) 12.3 cm, (b) 12.8 cm, (c) 13.3 cm, and (d) 14.3 cm, 

respectively, if the grating periods is constantly 0.08 cm.

(a) (b)

(c) (d)

FIG. 5. Photos of moire fringes when the distance between two 

optic axes is (a) 12.3 cm, (b)12.8 cm, (c) 13.3 cm, and (d) 14.3 

cm, respectively, if the grating periods is constantly 0.04 cm.

FIG. 6. The graph showing the fringe sensitivity, δn/δZ which 

means the number of fringes per unit object height according to 

various positions of light source.

소 시킬 때 물체도 0.25 cm씩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물체 종축 이동법에서는 a = 9.55 cm와 d = 16.8 cm로 고

정하였으며, L = 95 cm 에서 시작하여 L =140 cm까지 5 cm 

씩 증가시켰다.

특히 식 (4)에 따르면 물체의 높이 Z는 무아레 무늬 차수 n

과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무아레 무늬의 간

격은 모두 일정하지 않고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

로 좁아진다. 그래서 무아레 위상천이법을 이용한 3D형상 

측정과 같은 방법
(15)

으로 비선형적으로 좁아지는 무늬의 개

수. 즉 물체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CCD

로 얻은 무아레 무늬에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동일한 

간격으로 보고 원뿔의 꼭지점에서 밝은 무늬의 위치가 한 개 

간격보다 작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기 때문에 (확

대하여 1/10간격까지 측정값을 읽음), 그 결과 실험값과 이

론값이 거의 일치하지만 완벽하게 일치 하지 않을 것이다. 

IV. 결과 및 논의

4.1. 광원 횡축 이동법에서 무늬 민감도의 변화

Figure 4와 Fig. 5는 G가 0.08 cm와 0.04 cm 일 때 d가 (a) 

d = 12.3 cm, (b) d = 12.8 cm, (c) d = 13.3 cm, (d) d = 14.3 

cm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 무아레 무늬의 변화를 각각 측

정한 사진이다. Figure 4(a), (b), (c), (d)에서 무아레 무늬의 

개수는 각각 2.3개, 2.4개, 2.6개, 3.2개로 d 값이 증가할수록 

점점 무아레 무늬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의 (a), (b), (c), (d)에서 무아레 무늬의 개수는 각각 

4.4개, 4.9개, 5.3개, 6.1개로 d 값이 증가할수록 점점 무아레 

무늬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Figure 4와 5로부터 격자주기가 

작아질수록 d의 변화에 따른 무아레 무늬 개수는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Figure 6은 d에 따라 식 (5)에서 언급한 단위 물체높이 당 

무늬 수인 무늬 민감도(δ n/δ Z)를 Fig. 4와 Fig. 5의 결과로부

터 구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식 (6)에서 언급

한 d에 대한 무늬의 민감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Figure 6에

서 원형 점은 G = 0.08 cm일 때의 무늬 민감도에 대한 실험

값이며, 점선은 이 경우에 대한 식 (5)를 이용한 이론값이다. 

네모 점은 G = 0.04 cm일 때의 실험값이며 실선은 이 경우

에 대한 식 (5)를 이용한 이론값이다, Fig. 6으로부터 실험값

과 이론값이 격자 크기에 무관하게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늬 민감도는 G = 0.08 cm일 때 δ n/δ Z가 0.13 

cm
-1

 에서 0.21 cm
-1
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며, 

G = 0.04 cm일 때 δ n/δ Z가 0.26 cm
-1
에서 0.41 cm

-1
 까지 선

형적으로 G = 0.08 cm의 경우 보다 더 크게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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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graph showing the fringe sensitivity, δn/δZ which 

means the number of fringes per unit object height according to 

various positions of object distance L.

(a) (b)

(c) (d)

FIG. 7. Photos of moire fringes when the distance between an 

imaging lens and an object is (a) 95 cm, (b) 100 cm, (c) 105 

cm, and (d) 110 cm, respectively, if the grating periods is 

constantly 0.08 cm.

(a) (b)

(c) (d)

FIG. 8. Photos of moire fringes when the distance between an 

imaging lens and an object is (a) 95 cm, (b) 100 cm, (c) 105 cm, 

and (d) 110 cm, respectively, if the grating periods is constantly 

0.04 cm.

4.2. 물체 종축 이동법에서 무늬 민감도의 변화

Figure 7과 Fig. 8은 G가 0.08 cm와 0.04 cm일 때 L이 (a) 

L = 95 cm, (b) L = 100 cm, (c) L = 105 cm, (d) L = 110 cm

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 무아레 무늬의 변화를 각각 측정한 

사진이다. Figure 7(a), (b), (c), (d)에서 무아레 무늬의 개수

는 각각 12.3개, 10.8개, 9.7개, 8.4개로 L 값이 증가할수록 

점점 무아레 무늬 개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Fig. 8의 (a), (b), (c), (d)에서도 무아레 무늬의 

개수는 각각 6.5개, 5.3개, 4.8개, 4.3개로 L 값이 증가할수록 

점점 무아레 무늬 개수가 감소하고 있다. Fig. 7과 8로부터 

격자주기가 작아질수록 L의 변화에 따른 무아레 무늬 개수

는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Figure 9는 L에 따라 식 (5)에서 언급한 단위 물체높이 당 

무늬 수인 무늬 민감도(δ n/δ Z)를 Fig. 7과 Fig. 8의 결과로부

터 구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식 (7)에서 언급

한 L에 대한 무늬 민감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Figure 9에서 

원형 점은 G = 0.08 cm일 때의 무늬 민감도에 대한 실험값

이며, 점선은 이 경우에 대한 식 (5)를 이용한 이론값이다. 

네모 점은 G = 0.04 cm일 때의 실험값이며 실선은 이 경우

에 대한 식 (5)를 이용한 이론값이다, Fig. 6으로부터 실험값

과 이론값이 격자 크기에 무관하게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늬 민감도는 G = 0.08 cm일 때 n/δ Z가 0.30 

cm
-1
에서 0.11 cm

-1 
까지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며, G = 0.04 

cm일 때 n/δ Z가 0.60 cm
-1
에서 0.23 cm

-1
까지 비선형적으로 

G = 0.08 cm의 경우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V. 결    론

물체높이에 따른 무늬수의 변화율로 정의되는 무늬 민감도

는 광원 횡축 이동법보다 물체 종축 이동법이 더 크다. 또한 

각각의 방법에서 격자주기의 종류에 따라 격자주기가 작을

수록 무늬 민감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보통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변수 변화에 

의한 무아레 무늬의 간격, 즉 무늬 민감도가 클수록 두 번 

이상의 변수 변화에 의한 변화된 무아레 무늬를 중첩시켜서 

구한 반복적인 무늬 구조의 간격이 커진다. 이에 따라 반복

적인 무늬 구조의 간격이 커지면 고차의 무아레 무늬를 매우 

빠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다.
[11, 12] 

그러므로 Fig. 6과 9에서 

보듯이 절대 차수의 결정에서 광원 횡축 이동법보다 물체 종

축 이동법이 더 유리하며, 격자주기는 작을수록 더 유리하다. 

식 (4)에서 물체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영사식 무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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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포그래피 시스템을 구성할 때 n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

해서는 절대 차수 결정시 선택해야 하는 방법과는 반대로 무

늬 민감도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늬 민감도가 작아

지도록 물체거리를 선택해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광원을 횡

축으로 최대한 늘려서 무늬 민감도를 줄이는 것이 더욱 정밀

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아레 무늬의 절대 차수가 작은 경우는 n의 측

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무아레 무늬의 절

대 차수가 큰 경우는 n의 측정 오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만 절대 차수를 쉽고 빠르게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한 변수 선택은 Fig. 6과 9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사식 무아레 토포그래피에서 격

자 주기에 따른 물체거리와 광원의 위치에 대한 무늬 민감도

를 측정한 결과 최적의 변수 변화의 조건을 3D 구현을 위한 

위상천이법의 적용을 하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재현하는 

실험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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