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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 편광과 방위각 편광은 광학 현미경, 입자가속, 표면 플라즈마 공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광학계의 성능을 결정하는 수차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근접장 이미징 시스템을 위한 파면수차 해석을 연구한다. 

방사형 편광은 초점영역에서 z 방향의 강한 전기장과 작고 균일한 스팟을 형성하며 2 개의 분리된 

형상을 나타낸다. 방위각 편광은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방위각 편광의 라디얼 성분과 비슷한 

형상을 나타낸다
(1)

. 출사동에서 반사된 이미지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광학계는 405nm 의 

단색광 파장에 1.9 의 높은 개구수를 갖는 SIL 광학헤드와 Al 의 금속기판을 사용하였고 

1000nm 에서의 공기 간극에서 반사된 이미지는 2 개의 분리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초점에서 분리된 전기장의 분포에 의하여 생성된 이미지이다. 또한, total 성분의 중앙의 신호는 

유전체의 금속의 표면 플라즈마 공명 현상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2)

. 

 

그림 1. 방사형과 방위각 편광의 출사동에서의 복사조도 분포 

방사형 편광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1 에 선형편광과 비교하여 Zernike 계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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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형편광과 방사형 편광의 계산된 수차량 

선형편광은 비점수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방사형 편광은 비점수차가 “0” 이다. 이러한 수차의 

영향은 초점에서 스팟의 분포로 검증될 수 있다. 선형편광은 z 성분에 의해서 타원형상의 스팟을 

형성한다. 타원의 스팟형상으로 인하여 큰 비점수차를 생성하고 방사형 편광은 원형의 균일한 

광원을 형성하기 때문에 비점수차가 제거되었다.  

그림 2, 선형편광과 방사형편광의 초점에서 전기장 분포 

파면수차 해석을 통하여 근접장 이미징 분야에서 응용을 위한 방사형과 방위각 편광의 광학계의 

성능 검증 및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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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zation
Aberrations

(Zernike Coefficient)

Numerical Value

(mλ)

Linear

Astigmatism (A22) 260

Coma (A31) -6

Spherical(A40) -62

Cylindrical

Astigmatism (A22) 0

Coma (A31) 5

Spherical (A40) -15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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