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형 N ull CGH 를 이용한 비구면 사출 렌즈의 파면 측정

Wavefront Measurement of Aspheric Lens with Null C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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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determine the aberration coefficients of an aspheric lens with a small

diameter, its transmitted wavefront was compensated with a null CGH and an auxiliary convex

lens. The configuration of the measuring system and the fabrication step of CGHs could be

simplified by using a reflective amplitude-type CGH as null optics. The compensated waterfronts of

several sample lenses were measured and analyzed, and consequently the performance of the CGH

was evaluated.

최근 카메라 폰 등에 사용되는 초소형 광학계에 요구되는 성능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이를 구성하

는 광학계에 비구면 렌즈가 포함되는 예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출방식 등으로 대량생산되

는 초소형 비구면 렌즈의 품질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비구면 형상의 측정 방법은 간섭계 측정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지만 초소형 비구

면 사출렌즈와 같이 소형의 심한 비구면 형상을 측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측정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경 2mm 이하인 소형

비구면 렌즈의 투과파면을 보정하기 위한 반사형 null CGH를 설계 제작하여
(1)(2)
, 소형 비구면 렌즈의

품질 검사에 있어 null CGH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소형 비구면 렌즈의 투과파면 측정을 위한 구성을 그림 1에 보였다. 측정 대상렌즈의 투과파면 보정

을 위하여 1차 회절광을 이용한 on-axis type의 반사형 진폭 CGH를 사용하고, power 보정을 위하여

측정대상렌즈와 CGH 사이에 구면렌즈를 삽입하였다. CGH의 제작 편리성을 고려하여 반사형 진폭

CGH를 채택하였으며, 설계된 CGH 패턴의 최대 공간주파수는 약 300 lp/mm (1.6 μm CD)이다. 그림 1

의 사진은 제작 완료된 CGH을 나타낸다.

Fig 1. CGH를 이용한 소형 비구면 렌즈 투과파면 측정 구성 및 제작된 CGH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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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null CGH를 이용하여 소형 비구면 사출렌즈의 투과 파면을 보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측

정에는 Fizeau 형의 간섭계(Zygo GPI)(3)가 사용되었다. 그림 2에서 (a)는 파면의 3차원 형상, (b)는 파면

의 등고선 그림, (c)는 그림(b)의 가로선에 대한 형상 곡선투과 파면의 측정 결과는 power 0.004μm 일

때 PV 0.73μm, rms 0.12μm를 얻을 수 있었으며 측정 대상렌즈의 전체 광학구경에 대하여 90% 이상의

면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투과파면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측정결과가 실제 렌즈의 표

면 형상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PV, rms 및 power 측정결과를 분석함으로써 Stylus Profilometer의

형상 오차 측정 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소형 비구면 사출렌즈의

품질 검사에 CGH null을 이용한 간섭계 측정방식이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투과 파면의

측정 결과로부터 렌즈 형상의 오차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파면 측정 결과의 분석 방법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a) (b)

(c)

그림 2. Null CGH를 이용한 초소형 비구면 사출렌즈의 투과파면 측정 결과. (a) 파면의 3차원

형상, (b) 파면의 등고선 그림, (c) 그림(b)의 가로선에 대한 형상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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