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샥 하트만 파면 센서 는 파면의 위상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이- (Shack-Hartmann wavefront sensor)

며 파면의 국부적인 기울기를 계산하여 전체 입사 파면을 복원하는 간단한 구조와 원리의 장점이 있다, .

이러한 샥 하트만 센서의 장점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광학- ,

부품의 정밀한 표면형상을 측정하거나 지상에서 찍은 위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샥 하트만 센서는 제한된 영역의 측정범위를 가지는 단점이 있다 은 하나의 렌즐릿 배- . Fig.1

열에 입사하는 파면의 국부적 기울기에 대하여 점영상이 맺히는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샥 하. -

트만 센서는 하나의 점영상에 대한 중심점을 추출하여 중심점의 이동량을 통해 파면의 국부 기울기를

계산 파면을 복원하는 원리를 가진다 따라서 하나의 점영상에 대한 정확한 중심점의 추출을 위하여, .

에서 보이는 하나의 하부개구 내에 점영상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큰 기울기를 포함하는 파면Fig.2 .

이 샥 하트만 센서에 입사하게 되면 의 점영상과 같이 측정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일반적인 방법으- Fig.2

로는 파면의 국부적인 기울기를 계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그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각각의 구성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특정한 장비를 추가하

는 등의 개별적인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측정시스템에만 국한된 알고리즘이 아닌 모든.

파면이 측정 가능하면서 추가적인 장비가 없이 일반적인 샥 하트만 파면 센서가 지니고 있는 측정범위-

의 한계를 극복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측정범위 확장에 관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하나의 렌즐릿 배열에 대한 측정 범위 하부개구 영역과 점영상Fig.1 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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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파면의 점영상과 측정 파면의 점영상의 수는 동일하다1. .

검출기 영역에 생성된 점영상을 서로 겹치지 않는다2. .

배열렌즈를 통과한 점영상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3. .

일반적인 파면 측정 방법이 각 하부개구에 대한 중심점 탐색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이미지 프로,

세싱 기법을 이용하여 설정된 탐색영역 내에서 중심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최적.

화된 문턱치를 이용한 바이너리 이미지를 획득하여 중심점 탐색 영역을 설정하고 그 내부에서 무게 중

심법을 통하여 중심점을 추출한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한 중심점 탐색영역 설정 및 중심점 추출은.

에 나타내었다Fig.3 .

(a) (b) (c) (d)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한 중심점 탐색영역 설정 및 중심점 추출Fig.3

(a) (b) (c) (d)
점영상 대응법을 이용한 파면 측정 결과Fig.4

이 방법을 이용하면 확장된 영역에 대하여 측정영상과 기준영상의 각 점영상에 대한 중심점을 추출

할 수 있다 두 영상의 모든 점영상에 대해 외각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대 대응 시키는 점. 1 1
영상 대응법을 이용하면 모든 점영상의 이동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부적인 기울기를 구하여.
전영역의 파면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심점 탐색법과 점영상 대응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도.
입하여 전산모사와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확장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 영상정보특화연구센터를 통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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