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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wavefront compensation capability of a silicon carbide (SiC) deformable mirror (DM) with 37 

actuators for adaptive optics. The wavefront compensation capability of the SiC DM is predicted by computer simulation and 

examined by actual experiments with a closed-loop adaptive optics system consistsing of a light source, a phase plate, a SiC DM, 

a high speed Shack-Hartmann sensor, and a control computer. Distortion of wavefront is caused by the phase plate in the 

closed-loop adaptive optics system. The distorted wavefront has a peak-to-valley (PV) wavefront error of 0.3 µm ~ 0.9 µm and 

root-mean-square (RMS) error of 0.06 µm ~ 0.25 µm. The high-speed Shack-Hartmann sensor measures the wavefront error of 

the distortion caused by the phase plate, and the SiC DM compensates for the distorted wavefront. The compensated wavefront 

has residual errors lower than 0.1 µm PV and 0.03 µm RMS. Consequently, we conclude that we can compensate for the distorted 

wavefront using the SiC DM in the closed-loop adaptive optics system with an operating frequency speed of 5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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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37채널을 갖는 적응광학계용 SiC(Silicon Carbide)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성능 검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컴퓨

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성능을 예측하였고, 실제 closed-loop 적응광학계를 구성하여 파면 보상 성능을 

†
E-mail: hkihm@kriss.re.kr 

 Color versions of one or more of the figures in this paper are available online.

《연구논문》Korean Journal of Optics and Photonics, Vol. 27, No. 3, June 2016, pp. 106-113

 DOI: http://dx.doi.org/10.3807/KJOP.2016.27.3.106

ISSN : 1225-6285(Print)

ISSN : 2287-321X(Online)



《연구논문》적응광학계용 37채널 SiC 변형거울을 이용한 파면 보상 ― 안교훈ㆍ이혁교 외 107

확인 하였다. Closed-loop 적응광학계는 광원, 위상판, SiC 변형거울, 고속 샥-하트만 센서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로 구성되어있

다. 회전하는 위상판에 의해 왜곡된 파면을 샥-하트만 센서로 측정하고, SiC 변형거울을 이용하여 왜곡된 파면을 보상해주는 시

스템이다. 결과적으로 closed-loop 적응광학계에서 500 Hz의 속도로 PV(Peak-to-Valley) 0.3 µm ~ 0.9 µm, RMS(Root-Mean-Square) 

0.06 µm ~ 0.25 µm의 왜곡된 파면을 PV 0.1 µm, RMS 0.03 µm이하로 보상시킬 수 있었다.

Keywords: 적응광학계, 변형거울, 탄화규소, 파면 보상

OCIS codes: (220.1080) Active or adaptive optics; (220.1000)Aberration compensation; (010.7060) Turbulence

I. 서    론

적응광학계(adaptive optics)는 매질에 의한 파면의 왜곡을 

보상해주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적응광학계는 

파면 측정기(wavefront sensor), 변형거울(deformable mirror) 

그리고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으로 구성되어있다. 파면 

측정기가 파면의 왜곡을 측정하면 제어시스템에서 왜곡된 

파면을 보상하는 신호를 계산하여 변형거울로 보내준다. 신

호를 받은 변형거울은 뒷면에 배치된 구동기를 이용하여 거

울면을 변형시켜 파면을 보상시켜준다. 따라서 적응광학계의 

성능은 변형거울의 보상할 수 있는 파면의 왜곡량과 파면 보

상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1]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응광학계

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형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형거울의 성능을 검증 확인하기 위해, 컴

퓨터를 이용한 전산모사를 하거나
[2]

 closed-loop 적응광학계

를 구성하여 파면 보상실험을 실시한다.
[3-5]

 하지만 실제 적

응광학계에서는 실시간으로 파면을 보상해주어야 하므로 빠

른 파면 보상속도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적응광학계를 위

한 이상적인 변형거울은 많은 양의 파면 왜곡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하며 빠른 속도로 보상 가능하여야 한다.

우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적응광학계용 37채널을 갖는 SiC 

(Silicon Carbide) 변형거울을 개발하였다.
[6]

 이 변형거울은 

두께 2 mm, 직경 100 mm, SiC 재질의 거울면과 37개의 적층

형 압전소자 구동기(stack-type piezoelectric actuator)를 갖고 

있으며, 고출력 레이저 응용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출력 

레이저 응용분야 또한 대기를 통해 고출력 레이저를 전파 시

키기 때문에 대기에 대한 보정이 필수적이다.
[7]

 이러한 고출

력 레이저 응용분야의 적응광학계는 먼저 빔을 조사하여 반

사되어 돌아오는 빔을 통해 대기에 의해 왜곡된 파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적응광학계는 대기의 난

류(turbulence)에 의해 발생한 고차항의 수차들을 보상해줌으

로써, 고출력 레이저를 왜곡 없이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closed-loop 적응광학계를 

구성하여 실제 매질에 의해 임의로 왜곡된 파면을 보상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앞서 MATLAB®을 이용한 전산모사

를 통해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성능을 예측하였고,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파면 보상 실험을 위한 closed-loop 

적응광학계는 광원, 위상판(phase plate), SiC 변형거울, 고속 

샥-하트만 센서(high speed Shack-Hartmann Sensor, SHS)
[8]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로 구성되어있다. 광원에서 나오는 평

행광이 회전하는 위상판을 지나면서 왜곡되고, 샥-하트만 센

서가 파면의 왜곡을 측정하여 제어 컴퓨터에서 변형거울을 

구동하기 위한 신호를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신호를 

변형거울에 보내고, 신호를 받은 변형거울은 거울면의 형상

을 변화시켜 왜곡된 파면을 보상한다. 이 때, 위상판은 일정

한 두께의 유리판의 표면을 임의로 연마하여 실제 대기에 의

한 난류(turbulence)를 모사 하였다.
[9]

 대부분의 위상판은 실

제의 대기를 표현하기 위해 정밀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고

가이며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위상판은 저가의 비용으로 쉽게 제

작할 수 있으면서 대기의 난류를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갖는다. 고속 샥-하트만 센서는 하부 마이크로 렌

즈 배열(micro lens array)과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센서 사이에 중계 렌즈(relay lens)를 

두어, 사용할 마이크로 렌즈의 수를 조절할 수 있게 자체적

으로 제작하였다. 파면의 측정속도 또한 최대 2 kHz까지 빠

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제어용 컴퓨터에

는 고속 샥-하트만 센서에서 얻은 파면정보를 가지고 왜곡된 

파면을 보상해주는 신호를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losed-loop 적응광학시스템에서 임의로 왜

곡된 파면을 SiC 변형거울을 이용하여 500 Hz의 빠른 속도

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파수 응답 특성 

측정실험을 통해,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속도가 1 kHz

이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파면 보상 알고리즘과 실제 실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룬다. 이 때, 파면 보상 알고리

즘으로는 Zonal 방법과 Modal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

였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파면 보상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 3장에서는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속도 측정 실험과 closed-loop 적응광학계에서의 파면 보상 

실험에 대해 다룬다. 또한 실험 설계나 장비의 사양 그리고 

실험결과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

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추가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 및 전산모사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구성하고 MATLAB®을 이용하여 전산모사 하였다. 본 

논문의 closed-loop 적응광학계 전산모사는 고속 샥-하트만 

센서에서 파면의 왜곡을 측정하고, 이 측정된 왜곡을 보상하

기 위해 SiC 변형거울을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 시켜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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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closed-loop adaptive optics system for 

the arbitrary distorted wavefront compensation using SiC DM. 

파면을 보상하는 구성이다.

이때, 변형거울을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구동기의 

전압은 미리 측정해둔 변형거울의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s)

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구동기 제어에 필요한 전압은 아

래의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V]는 구동기 제어에 필요한 전압의 행렬, [B]는 변

형거울의 영향함수 행렬, [Φ]는 원하는 파면의 위상 정보를 

나타낸다. 이때, 영향함수는 SiC 변형거울의 구동기에 일정

한 전압을 가한 후, 거울면의 형상을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

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영향함수 [B]는 정방행렬이 아

니기 때문에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이

용한 pseudo inverse를 통해 역행렬을 구한다.
[10]

 하지만 샥-

하트만 센서에서는 파면의 기울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파면

의 기울기를 파면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서 파면을 복원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Zonal 방법과 Modal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Zonal 방법은 Southwell

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11]

, Modal 방법은 Hermann의 알

고리즘을 사용하였다.
[12]

Zonal 방법은 측정된 파면의 기울기를 직접 파면으로 복원

하는 방법으로, 실제 파면의 위상과 측정된 기울기의 관계는 

식 (2),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3)

위 식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면 식 (4)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Szonal]은 파면의 x, y기울기를 일렬로 배열

한 행렬이고, [Azonal]은 파면 복원 행렬이다. 

(4)

식 (4)를 식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샥-하트만 센서에서 측정된 기울기 정보로

부터 변형거울 제어에 필요한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파

면 복원 행렬 [A]역시 정방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값 분

해를 이용한 pseudo inverse를 통해 역행렬을 구하여야 한다.

(5)

Modal 방법은 파면을 직교 다항식(orthogonal polynomial)

과 계수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한 후 계산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면을 표현하기 위한 직교 다항식으로 제르니케 

다항식(Zernike polynomial)
[13]

을 사용하였다. 제르니케 다항

식을 이용한 파면의 위상은 의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ak 는 다항식의 계수(coefficient), Zk 는 제르니케 다

항식의 함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측정된 파면의 기울기는 아

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8)

위 식을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식 (10)은 식 (9)를 식 (1)에 대입하여 정리한 식이다. 이때, 

행렬 [a]는 Zernike 다항식의 계수들을 의미하고, 행렬 [Z]는 

Zernike 다항식의 함수들을 의미한다.

(9)

(10)

위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Zonal 방법과 Modal 방

법을 이용하여 파면 보상에 필요한 전압을 계산할 수 있었

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파면 복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시행한 전산모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

어진다. 먼저 평면파(plane wave)를 만들어 낸 후, 간섭계로 

측정한 위상판의 위상정보를 더하여 파면을 왜곡시키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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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er simulation flow chart used for compensate the 

distorted wavefront. 

(a) (b)

FIG. 3. The wavefronts reconstructed by computer simulation, (a)an wavefront reconstructed by using Zonal method and x-, y-slope, (b)an 

wavefront reconstructed by using Modal method and x-, y-slope.

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왜곡된 파면의 x, y 기울기를 각각 구

하여 샥-하트만 센서의 기울기 정보를 표현하였고, 파면의 

기울기 정보와 변형거울의 영향함수를 이용하여 변형거울 

제어에 필요한 전압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보상 후 파면의 

잔여오차를 계산함으로써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성능을 

예측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Fig. 2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다.

Figure 3 ~ 6은 MATLAB®을 이용한 전산모사 결과를 나

타낸다. Figure 3은 파면 복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원된 

파면과 파면의 x, y 기울기를 보여준다. (a)는 Zonal 방법을 

이용하여 복원된 파면, (b)는 Modal 방법을 이용하여 복원된 

파면이다. Modal 방법에서 제르니케 다항식의 50차 항까지

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Zonal 방법에 의해 복원된 파면에 비

해 파면의 고차 항(high-order term) 성분이 잘 표현되어 있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파면 보상 되기 전, 후의 파면오차 PV, RMS 

값들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산모사 결과, SiC 변형거

울을 이용하여 파면오차 PV 1.3 µm, RMS 0.264 µm로 왜곡

된 파면을 PV 0.3 µm, RMS 0.03 µm이하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의 (a)는 보상되지 않은 상태의 파

면, (b)는 Zonal 방법으로 보상된 파면, (c)는 Modal 방법으

로 보상된 파면이다. 각 파면의 가운데에 PV, RMS 값이 표

기되어있다. 

Figure 5는 파면 보상 전, 후의 제르니케 계수들을 비교한 

것이다. 파란색 실선에 사각형의 표시는 보상 전의 제르니케 

계수들을 나타내고, 빨간색 실선에 원형의 표시는 보상 후의 

제르니케 계수들을 나타낸다. 낮은 차수의 수차들은 대부분 

보상 가능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차수의 수차들은 보상

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iC 변형거울의 구동기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성능을 수치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파면 보상 전, 후의 점 퍼짐 함수(point spread function)

와 Strehl 비(Strehl ratio)를 비교하였다. 점 퍼짐 함수와 Strehl 

비는 각각 식 (11)과 식 (1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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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Comparison of PV and RMS values of the wavefronts in the computer simulation. (a) uncompensated wavefront, (b) compensated 

wavefront by using zonal method, (c) compensated wavefront by using modal method. The PV and RMS value are written at the center of 

wavefront.

(a)

(b)

FIG. 6. Cross sections of point spread function for each 

wavefront in the computer simulation. (a) is the uncompensated 

wavefront, (b) is the compensated wavefront. (In the computer 

simulation)

FIG. 5. Comparison of Zernike coefficients between uncompensated 

wavefront and compensated wavefront in the computer simulation. 

The blue solid line with square marker means Zernike coeffi-

cients of the uncompensated wavefront and the red solid line 

with circle marker means Zernike coefficients of the compensated 

wavefront.

(11)

(12)

위 식에서 φ는 위상(phase)를 의미하고, σphase는 위상의 

RMS 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Strehl 비는 샥-하트만 센서에서 

측정된 파면으로부터 계산한 값이고, 점 퍼짐 함수는 측정된 

파면의 위상값을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FT)하여 계

산했다. Figure 6에 보여진 것과 같이, 파면 보상 후에 점 퍼

짐 함수와 Strehl 비가 월등하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산모사 결과를 통해, SiC 변형거울이 closed-loop 

적응광학계에서 회절 한계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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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lock diagram of frequency response test used to measure 

bandwidth of the SiC DM.

FIG. 8. Frequency response results of the SiC DM.

FIG. 9.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closed-loop adaptive optics 

system used to compensate the arbitrary distorted wavefront using 

SiC DM.

III. SiC 변형거울을 이용한 실험

3.1.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속도 측정

적응광학계에서 매질의 난류에 의해 발생하는 파면의 왜곡

을 실시간으로 보정해주기 위해서는 변형거울의 빠른 구동

속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형거울의 구동속도는 주파수 응

답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SiC 변형거울의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Fig. 7과 같이 실험장치를 구

성하였다. NI Signal Express 20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함

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에서 정현파(sine wave)를 발생

시키고, 데이터 수집(data acquisition, DAQ) 보드를 이용하

여 거울면의 변위를 주파수 응답 함수로써 데이터를 기록하

였다. 이때, 정현파의 주파수를 1 Hz ~ 2 kHz까지 변화시키

면서 측정하였고, 거울면의 변위는 정전용량 센서(capacitance 

sensor)로 측정하였다. 증폭기는(amplifier)는 함수 발생기에

서 나오는 전압을 40배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Figure 8은 구동 전압에 따른 SiC 변형거울의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정현파의 진폭(amplitude)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정현파의 진폭(amplitude)은 각각 10 V, 20 V, 50 V, 80 V, 

100 V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이때, 변형거울의 대역폭

(bandwidth)은 이득(gain) 값이 최댓값에서 3 ㏈만큼 떨어지

는 지점까지의 폭을 말한다. 따라서 변형거울의 최대 구동 

전압인 100 V에서 대역폭은 약 700 Hz이므로 SiC 변형거울

의 구동 속도는 700 Hz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로 SiC 변형거울을 구동할 때, 초기에 50 V의 오프셋(off-set)

을 가한 뒤 ±50 V범위 내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SiC 변형거

울의 실제 구동속도는 1 kHz이상이다.

3.2. Closed-loop 적응광학계에서의 파면 보상 실험

Closed-loop 적응광학계에서 SiC 변형거울을 이용한 파면 

보상 실험은 Fig. 9와 같이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서 구성한 

closed-loop 적응광학계는 크게 파면을 왜곡시키는 광원 부

분과 왜곡된 파면을 보상해주는 적응광학계 부분,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광원은 백색광을 내보내는 할로겐 램

프를 사용하였고, 할로겐 램프 앞에 핀홀이 위치해있다. 핀

홀을 빠져 나온 빛은 초점거리 500 mm, 직경 100 mm 의 빔 

확장 렌즈(beam expander)를 지나 직경 100 mm의 평행광으

로 확장된다. 이 확장된 평행광은 회전하고 있는 위상판을 

투과하면서 파면이 임의로 왜곡된다. 이후 왜곡된 파면은 변

형거울에 반사된 후 망원경을 거쳐 고속 샥-하트만 센서로 

입사하게 된다. 여기서 고속 샥-하트만 센서와 SiC 변형거울 

사이에 설치된 망원경은 직경 100 mm의 빔을 고속 샥-하트

만 센서의 입사동(entrance pupil) 크기에 맞게 축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고속 샥-하트만 센서에 입사한 파면의 

왜곡량과 측정된 변형거울의 영향함수를 가지고 제어 신호

를 계산하여 변형거울 제어기로 보내준다. 변형거울 제어기

는 컴퓨터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 구동기에 전압을 가한다. 

전압을 받은 구동기가 거울면의 형상을 변형시켜 왜곡된 파

면을 보상한다.

파면 보상 실험에 사용된 장비들의 세부 사양은 다음과 같

다. SiC 변형거울은 두께 2 mm, 직경 100 mm의 SiC 거울면 

뒤에 적층된 형태의 압전소자 구동기 37개가 배열되어있다. 

구동기의 구동전압은 0 V ~ 100 V 이며, 초기에 50 V의 오

프셋(off-set)을 가한 뒤 ±50 V 범위 내에서 구동하였다. 고

속 샥-하트만 센서는 Fig. 10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입사동

의 크기는 10 × 10 mm
2
으로, 초점거리가 46.7 mm인 20 × 

20개의 마이크로 렌즈 배열을 갖는다. 이미지 센서로는 5.76 

mm × 4.38 mm 크기의 CMOS 센서를 갖는다. 마이크로 렌

즈 배열과 CMOS센서 사이에는 초점거리 55 mm, F/2.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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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diagram of the high speed Shack-Hartmann 

sensor.

(a)           (b)

(c)

FIG. 11. (a) is uncompensated wavefront, (b) is compensated 

wavefront, (c) comparison of Zernike coefficients between the 

uncompensated wavefront and the compensated wavefront. The 

blue solid line with square marker means Zernike coefficients of 

the uncompensated wavefront and the red solid line with circle 

marker means Zernike coefficients of the compensated wavefront. 

(Experimental results)

FIG. 12. Point Spread Function of wavefronts and Strehl ratio 

obtain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 The blue dashed lines 

mean simulation results and the red solid lines mean experimental 

results.

갖는 중계렌즈가 위치하고 있다. 이 중계렌즈의 초점거리를 

조절하면서 사용할 마이크로 렌즈의 개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고속 샥-하트만 센서는 최대 2 kHz의 속도로 파면을 측정

할 수 있다. 

제어용 컴퓨터는 총 4개의 FPGA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

째의 FPGA는 고속 샥-하트만 센서로부터 영상 정보를 획득

한다. 두 번째의 FPGA는 영상정보로부터 파면을 복원시키

고, 세 번째의 FPGA에서 측정된 영향함수와 복원된 파면의 

정보를 계산하여 변형거울 제어신호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FPGA는 계산된 제어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

하여 변형거울 제어기로 보내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최대 1 kHz의 속도로 빠르게 계산 될 수 있다.

Figure 11은 Closed-loop 적응광학계에서 SiC 변형거울을 

이용한 파면 보상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Figure 11의 (a)

는 보상하기 전의 파면을 나타내고, (b)는 보상된 후의 파면

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PV 0.8 µm, RMS 0.1 

µm의 왜곡된 파면을 PV 0.1 µm, RMS 0.03 µm이하로 보상

할 수 있었다. 이때 전체 시스템의 파면 보상 속도는 500 Hz

였다. 본 논문의 closed-loop 실험에서 고속 샥-하트만 센서

의 측정속도를 500 Hz로 제한하고, 1 kHz의 처리속도를 갖

는 FPGA를 이용하여 파면 보상 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파면 보상 속도를 500 Hz라 할 수 있다. Figure 11의 (c)는 

각 파면의 제르니케 계수(Zernike coefficient)들을 비교한 그

림이다. 파면 보상 후에 확연하게 계수들의 값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2는 점 퍼짐 함수와 Strehl 비를 전산모사 결과

와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색깔 

별로 실선은 실제 실험결과, 점선은 전산모사 결과를 의미한

다. 전산모사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 모두 파면 보상 후에 

Strhel 비가 월등하게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closed-loop 적응광학계에서 SiC 변형거울을 

이용하여 임의로 왜곡된 파면을 빠르게 보상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전산모사결과와 유사하게 실제 실험

에서도 Strhel 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본 논문에서 계산한 Strhel 비는 고속 샥-하트만 센서로 

측정한 파면으로부터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고속 샥-하트만 

센서의 측정오차가 포함되어있어 실제의 Strhel 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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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7채널을 갖는 SiC 변형거울을 이용한 임

의의 왜곡된 파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컴퓨터 전산

모사를 통해 SiC 변형거울의 파면 보상 성능을 예측하였고, 

실제로 closed-loop 적응광학계를 구성하여 SiC 변형거울을 

이용한 파면 보상 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면 보상 실험 결과

를 통해, SiC 변형거울이 closed-loop 적응광학계에서 자체적

으로 개발한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500 Hz의 빠른 속도로 

왜곡된 파면을 보상할 수 있고, 회절 한계에 가까운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파수 응답을 측정 실험

을 통하여 SiC 변형거울이 1 kHz이상의 속도로 고속 구동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SiC 변형거울이 실

제 적응광학계에 적용 가능한 단계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구동기의 수와 변위량을 늘려 더욱 

고차항의 수차와 많은 양의 파면 왜곡을 보상할 수 있는 고

성능의 SiC 변형거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성능의 

SiC 변형거울이 개발된다면 고출력 레이저 응용분야뿐만 아

니라 천체망원경, 레이저 통신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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