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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통 위상물체의 2 차원적인 물성 정보를 추출하는 방

법으로 마하젠더 간섭계를 많이 이용한다. 마하젠더 간섭

계를 이용한 추출 방법에서는  단색광원을 마하젠더 간섭

계를 이용하여 위상물체에 투과 시킨다. 이때 reference arm
과 object arm 으로부터 발생하는 광 경로차에 의한 광 간
섭신호로를 이용하여 위상물체의 2 차원적 물성 정보를 추
출한다. 이때 얻어지는 광 간섭정보(위상 정보)는 굴절률과 
측정 물체의 두께의 곱의 함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마하젠

더 간섭계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에서는 굴절률 또는 두
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중 어느 하나를 상수값으

로 고정시킨 다음 원하는 물성치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출방식은 변수값을 정하는데에 문제가 있
다. 즉, 굴절율은 광원의 파장이나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상수값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굴절율을 상수값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1-3]. 게다가, 위상물체의 두께를 상수값으로 
정하는 경우, 위상물체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측정값

과 실제값 사이에서 측정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단색

광원을 이용할 경우 두께가 두꺼운 시편을 측정할 시 2π
모호성이 발생한다[4].  본 연구에서는 미지의 변수인 굴절

율과 두께에 대한 표현식인 위상값으로부터 두 변수를 분
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 Theory 
일반적으로 굴절율은 파장에 대한 함수로서 나타내어진

다. 그림 21 은 BK7 glass 의 파장에 대한 굴절율의 변화 모
습을 보여준다. 

그림 32 을 보면, 대부분의 물체는 매질에 따라서 파장

에 대한 굴절율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파장에 대해서

는 굴절율을 상수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파장에 대
해서는 굴절율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굴절율을 파장의 
함수로서 나타내어야 한다. 

 

Figure 2.1 Refractive index for wavelength of BK7 glass 

본 연구에서는 파장과 굴절율의 관계를 Cauchy model 을 
이용하여 변수 분리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변수 분리 알고리즘은 광 경로차에 대한 위상차 
정보를 통해서 미지의 물체에 대한 굴절율과 두께의 정보

를 추출해내는 것이다. 그림 2.2 는 위상차에 대한 정보가 

정합용액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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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Phase shifting by sample 
 

여기서 nm 은 정합용액의 굴절율을 나타내고, hi 는 i 번째 
지점에서 물체의 두께를 나타내고 D 는 정합용액이 채워진 
챔버의 두께이고 Z 는 챔버로부터 물체의 임의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dz 는 광축상에서 물체의 미소변위를 나타

낸다.   
그림 2.2 를 보면, 평행빔(Collimated beam)의 광원이 물

체가 놓여져 있는 챔버를 지나고 나면 파면의 변화가 생긴

다. 이러한 변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물체의 두께와 굴절율

의 변수를 분리하고자 한다.  
평행빔이 위상물체를 통과한 후의 광 경로차를 두께와 

굴절율의 함수로 나타내면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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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물체의 굴절율의 각 미소 지점 dz 의 선적분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또한 이러한 선적분의 형태를 다음

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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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는 식 (2.1)의 선적분의 형태를 i 번째 지점의 평
균 굴절율로서 나타낸다. 여기서 구해진 평균 굴절율에 대
한 식 (2.2)를 식 (2.1)에 대입하면 일반적인 대수 방정식 
형태로 광경로차를 표현할 수 있다. 

 
DnhnnOPL mimici +−= )( ,             (2.3) 

대수 방정식 형태로 주어진 식 (2.3)를 이용하여 변수 
분리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 파장

의 광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앞서 제시한 Cauchy model 을 
이용하여 변수를 최소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광 경
로차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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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장의 광원을 이용한 변수 분리 알고리즘을 적용하

위상 물체의 굴절율 분포와 두께 측정에 대한 분리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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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위상함수를 파장에 대한 함수로써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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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 (2.8), (2.9)는 Cauchy model 을 이용하여 사용되

는 파장에 대한 위상차를 나타낸 관계식이다. 이를 바탕으

로 두께 h 값과 굴절율과 관계하는 Cauchy 변수인 A, B 값

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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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구한 식 (2.10)는 Cauchy model 의 계수 A, B 가 
각 파장에 대한 정합용액의 굴절율과 그리고 파장에 대한 
함수로써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식 (2.10)를 통해 구한 Cauchy model 을 이용하여 앞서 
구한 식 (2.7)에 대입하면 측정하고자 하는 시편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 파장에 대한 시편의 위상

차를 측정하고, 측정된 위상차 정보를 이용하여 앞서 제시

한 변수 분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미지의 시편에 대한 굴
절율과 두께를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변수 분리 알고리즘은 위상물체의 2 차원상의 평균 굴
절율과 두께 정보를 구할 수 있고, 또한 Tomographic 
interferometry 를 이용하여 3 차원상의 내부 물성치 정보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3. Simulation 
앞 절에서 제시한 변수 분리 알고리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행된 시뮬레

이션은 평판의 BK7 glass 의 재질에 대해서 정합용액은 증
류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2π 모호성의 영향을 없애기 위
해서 두께를 2um 로 하였고, 정합용액과 측정 시편의 굴절

율과는 대략 0.5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된 파장은 635nm, 660nm, 
675nm 의 red laser 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파장에 대한 BK7 
glass 의 굴절율과 정합용액인 증류수의 굴절율은 Table 3.1
에 나타내었다. Table 3.1 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각 파
장에 대한 위상값을 계산하면 Table 3.2 와 같다. Table 3.2 는 
위상값은 파장에 대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파장이 증가

함에 따라 위상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계산한 위상값은 앞서 지적했던거 처럼 2π 모호성

이 발생하지 않는다.  
 

Table 3.1 Refractive index of BK7 and water 
Wavelength BK7 glass Water 

635nm 1.5150 1.3329 

660nm 1.5142 1.3322 

670nm 1.5139 1.3321 

 
 

Table 3.2 Optical phase for each wavelength 
Wavelength Optical phase (rad) 

635nm 1.80184 

660nm 1.732636 

670nm 1.69227 

 
위에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flow chart 를 작성하면 그림 3.1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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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itial condition
Wavelength BK7 Water Thickness

635nm 1.5150 1.3329 2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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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uchy model

4. Simulation results
A=1.50460000000011 
B=0.004200000000001
h1 =1.999999999998713
h2 =1.999999999998714
h3 =1.999999999998715

A=1.5046
B=0.0042
n(λ)=1.5142
f’(λ)=-0.0292178

Figure 3.1 Flow chart of Simulation process 

그림 3.1 를 보면 초기 조건을 바탕으로 위상값을 계산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 분리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Cauchy 계수를 구한다. 구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면 Cauchy 계수는 A=1.5046, B= 0.0042 로 
초기조건으로 주었던 결과와 동일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초기에 제안한 두께를 계산하면 대략 2um 정도의 크기

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 
분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정확한 위상값을 알아야 알고리

즘을 적용할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π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병행이 되어

야 할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섭계를 이용하여 형상 정보나 물성 정
보를 둘다 모르는 경우에 측정된 위상 정보로부터 측정 시
편의 두께 정보와 물성 정보인 굴절율의 분포를 분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수

적인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추후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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