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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유동체 안에 있는 물체의 원격 진동측정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레이저 도플러 진동측정기(LDV)는 간섭계를 이용하는 원격 진동측정 장치

로, 수십 미터 이상의 원거리 진동감시나 비접촉 진동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는 일종의 간섭계 장치로 레이저빔의 경로 중에 유동체

가 있으면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광학계를 사용하여 유동체를 지나는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실시간 

홀로그래피 간섭계를 사용하여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파면을 측정하여 유동현

상에 대한 성능저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차기년도에 적응광학계를 적용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하는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실시간 홀로그래피 간섭계와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는 실

시간 가시화 장치를 사용하여 유동체 내에서의 레이저 도플러 진동측정 성능저

하의 원인 분석하고 광학계 재구성과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한 유동현상 보상 기

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속 홀로그래피 간섭계에 의한 파면정보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파면왜곡과 진동측정 성능저하 정도와 적응광학계 적용을 위한 

성능을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유동 가시화 및 측정을 위한 간섭계 장치 개발과 실제 유동

층을 지날 때의 간섭계로 측정한 파면왜곡 정보와 레이저 진동 측정 장치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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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비교/분석하여, 유동현상이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Ⅳ. 연구개발결과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가 유동층을 지날 때의 파면왜곡을 측정하기 위한 고

속 실시간 간섭계 및 유동 장치 개발하 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유동층 내에서

의 LDV 빔의 파면왜곡과 진동측정 성능저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다.

    유동현상과 진동측정장치 성능 실험 결과 유동현상에 의해 파면왜곡이 심해

지면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이 크게 저하됨을 측정하 다. 파면 왜곡 향

은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 레이저빔의 지름의 1/2 이상의 역에서 왜곡이 있으

면 진동측정이 불가능하며, 저주파수에서는 주파수 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파면왜곡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실시간 파면

보상으로 유동체에서의 진동측정 성능향상을 위한 적응광학계 도입 기본 자료를 

확보하 다. 이 연구결과는 유동체 속에 있는 물체의 원격 진동측정 성능을 분석

함과 동시에 차기년도 적응광학계를 이용한 유동체에서의 진동측정 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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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emote vibration measurement technique through 

turbulent media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developing a remote vibration 

measurement technique through turbulent media using adaptive optics system. 

When the vibrating object was in turbulent media, or some turbulent media 

were in the path of the laser beam of the laser vibrometer, the wavefront of 

the laser beam of the laser vibrometer become distorted and the performance 

of the vibrometer become degraded seriously.

    In this project, a high-speed real-time holographic interferometer with a 

digital high-speed camera is used to record a series of high-speed 

holographic fringe patterns of wavefront distortions due to turbulence media 

in the path of the laser beam of the laser vibrometer.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research, a real-time holographic interferometer for a performance 

study of laser vibrometer in the turbulent media are performed. A high-speed 

real-time holographic interferometer with a digital high-speed camera was 

used to record a series of high-speed holographic fringe patterns of 

wavefront distortions due to turbulent media in the path of the laser beam of 

the laser vibrometer. The holographic fringe patterns through turbulent media 

are compared with the vibration signal obtained by laser vib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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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The effect of wavefront distortion of laser beam of a laser Doppler 

vibrometer in the turbulence media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using a 

real-time holographic interferometer with a digital high-speed camera. The 

holographic interference fringe patterns of the wavefront were compared with 

the oscilloscope signal of the laser vibrometer. The wavefront distortion due 

to the turbulence media induced low visibility and degraded the performance 

of the vibrometer.

    From the experiments, when the area in which the wavefront distortion 

is above one wavelength is larger than about one-half of the whole laser 

beam area, the vibration signal from laser vibrometer was destroyed. The 

frequency 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f the vibrometer on wavefront 

distortion seems to be negligibl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n adaptive optics system for wavefront correction of the laser 

vibrometer in the turbulent media will be studied. The closed-loop wavefront 

correction system remove degradation of visibility of a laser Doppler fringe 

pattern 엳 새 wavefront distorsion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laser 

Doppler vibrometer in turbulent media. This remote vibration measurement 

technology using adaptive optics system are applicable to the new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through a turbul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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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레이저 도플러 진동측정기(LDV)1,2]는 간섭계를 이용하는 원격 진동측정 장치

로, 수십 미터 이상의 원거리 진동감시나 비접촉 진동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유동체에서는 레이저 파면이 심하게 변형되고, 간섭계의 원리를 이

용하는 LDV의 적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 유동체 내부의 진동을 원격/비접촉으

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다.

    유동층에 의한 간섭 가시도 저하는 저차의 파면을 고속 보정함으로써도 상

당부분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적응광학 기술로 파면왜곡 보정이 가능

하다면 LDV의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의 원자력 연구는 실제로 원자력 산업

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실험 장치를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

므로, 그 동안 원자력 중장기 사업 등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

로 앞서나가는 현장적용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 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유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중

요하다. 특히 유체 흐름을 가시화 하는 것은 유동의 분석에 기초적인 역할을 한

다. 유체의 가시화3]에는 광학적인 방법이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주로 

PIV(Particle Image Velocimeter), Schlieren Method, Mach-Zehnder 간섭계등이 

있다.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가시화4,5]는 1960 년대부터 그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활발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 년대 중반이후라고 할 수 있다. 홀로그래피 기

술을 이용한 유동의 가시화는 여타의 유동 분석 방법에 비해 넓은 범위를 한 순

간에 측정할 수 있는 점과 삼차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초기의 오

차를 홀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제거할수 있다는 타 간섭계에서 갖지 못한 장점

이 있다6]. 

    그간 본 연구팀에서는 레이저가공 및 광계측 기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레이

저 진동측정 장치 신호처리 기술을 축적하 고, 레이저 원격전송 기술개발을 통

하여 실시간 레이저 파면보정을 위한 적응광학 기술을 축적하 다. 적응광학 기

술은 천체 망원경이나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로 현재까지는 레이저 분광학, 

레이저 무기 등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로 장비가 고가이고, 구동 알고리즘이 어

려워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수천불 내외의 

소형/저가의 장치가 개발되면서 각광 받고 있는 광학 기술이다. 본 연구팀에서

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개발 및 보유한 장비와 그 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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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유동장에서의 레이저 진동측정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실시간 홀로그래피 간섭계와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는 실

시간 가시화 장치를 사용하여 유동체 내에서의 레이저 도플러 진동측정 성능저

하의 원인 분석하고 광학계 재구성과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한 유동현상 보상 기

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속 홀로그래피 간섭계에 의한 파면정보 측

정 장치를 개발하고 파면왜곡과 진동측정 성능저하 정도와 적응광학계 적용을 

위한 성능을 분석하 다. 유동 가시화 및 측정을 위한 간섭계 장치 개발과 실제 

유동층을 지날 때의 간섭계로 측정한 파면왜곡 정보와 레이저 진동 측정 장치의 

신호를 비교/분석하여, 유동현상이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에 미치는 향

을 측정하 다.

    유동체 내에서의 레이저 도플러 진동측정 성능저하의 원인 분석하기 위하여 

유체가시화 용의 홀로그래피 간섭계를 개발된 장치는 실시간 간섭계 방식으로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시간 간섭무늬 왜곡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하 다. 

유동층에서의 파면왜곡 정보를 측정하여 파면왜곡과 진동측정 성능저하의 상관 

관계를 실험적으로 분석하 다. 유동현상에 의해 파면왜곡이 심해지면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이 크게 저하됨을 LDV와 동기된 간섭무늬로 정량적으로 측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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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홀로그래피 유체가시화 기술

제 1 절 투명 물체의 홀로그래피 간섭

    홀로그래피 간섭을 이용한 유체 흐름의 가시화에서 물체는 불균일한 굴절률 

분포를 가지는 투명 매질(transparent object)이다. 대상체를 포함한 홀로그래

피 간섭계를 구성하여 기준빔과 물체빔에 의해 생기는 빔의 세기를 CCD 센서 또

는 고속 카메라(High-Speed Camera)를 이용하여 밝기 정보(grey level)로 획득

하게 된다. 대상체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빔과 물체빔에 의해 생기는 빔의 세기

정보를 화상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레임 단위로 저장하고 대상체가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빔과 물체빔에 의해 생기는 빔의 세기정보를 얻어서 두 프레임

을 서로 빼주게 되면 굴절률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간섭패턴을 얻을 수 있다. 

이로써 실시간적으로 유체의 유도양상을 가시화할 수 있다. 가시화는 투명 매질

내의 매질이나 파동의 진행에 따른 위상차에 의한 간섭무늬의 형성에 따른 것이

며, 위상차는 매질내에서의 광경로 차이(optical path difference) 에 기인한

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간섭패턴을 위상 이동장치인 PZT 

(piezo-electric transducer)를 이용하여 위상정보를 0∼255의 grey level로 나

타내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공기 역학, 열 전달, 플라즈

마 진단(plasma diagnostics) 및 투명 재질 모형의 응력 분석등에 이용된다. 결

과적으로 얻어지는 간섭무늬로부터 물체의 질량 도(mass density), 온도, 전

자수 도 및 응력 등의 물리적 특성을 알게 된다.

    투명 물체의 홀로그래피 간섭에서도 산란 물체에서와 같이 동일 물체의 두 

상태가 비교된다. Fig. 2-1 은 이중 노출 홀로그래피 간섭으로 얻은 간섭무늬 

패턴으로, 점화되지 않은 알콜 램프를 지나는 빔을 물체로 하여 첫 노출을 하

고, 여기에 점화후의 빔을 한번 더 노출하 다. 두번째 노출에서 화염 근처의 

온도 분포에 의해 불균일한 굴절률 분포가 형성되어 물체빔의 위상차가 생긴다. 

이 홀로그램은 재생시에 첫 노출시의 빔과 두번째 노출시의 빔이 동시에 재생되

어 간섭무늬 패턴을 이룬다.

    빛이 불균일한 매질내에서 진행할 때 파면(동일 위상을 갖는 면)이 변화된

다. 이것은 매질의 부위에 따라 진행하는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균일 매질에서는 빛이 직선 진행하지만 불균일한 매질에서는 곡선 진행을 한다. 

매질의 불균일성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두 매질 경계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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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인 것으로 렌즈, 프리즘, window 등에서 나타난다. 두번째 형태는 화염, 

플라즈마, 공기역학적 장, 응력 변형을 받은 투명체에서 일어나는 연속 변이 굴

절률 분포를 갖는 것이다. 간섭법에서 다루는 투명체의 대상은 보통 연속적으로 

변하는 굴절률을 갖는 매질을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매질에서 빔의 경로를 결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Fig. 2-2 과 같이 투명한 불균일한 매질 내에서

의 굴절효과로 인해 투명 물체의 홀로그래피 간섭에 복잡한 문제를 안겨 준다.

Fig. 2-1 Holographic interferogram of alcohol lamp flame

Fig. 2-2 Wavefronts and rays in a nonhomogeneous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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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매질의 간섭에서 기본적인 관심 물리량은 매질을 지나는 광선의 광로

길이(optical pathlength) Φ 로,

Φ=⌠⌡n ds
                                                           (2-1)

로 정의되는 광선을 따르는 굴절률의 경로 적분이다. 굴절이 무시가능할 때 광

선은 직진하며 경로 적분이 선 적분이 된다. 그래서 광로의 축을 z축으로 하면 

식 (2-1)은

Φ (x,y) = ⌠⌡n(x,y,z) dz
                                             (2-2)

와 같이 간단해 진다. 이와 같은 굴절이 없는 극한(refractionless limit)에서, 

매질을 지나는 효과는 동일 직선 경로를 균일 매질에서 지나는 빛과의 상대적인 

위상차로 나타난다.

제 2 절 위상 물체의 홀로그래피 간섭

    위상 물체의 물체빔을 평면파로 하는 홀로그래피 간섭에 대해 우선 살펴보

자. 전형적인 off-axis 구성은 Fig. 2-3 과 같다. Fig. 2-3(a)에서 위상 물체의 

초기 노출시의 굴절률 분포는 n 1 (x,y,z)이고, 두번째 노출에서는 n 2 (x,y,z)이

다. 홀로그램이 현상되어 Fig. 2-3(b)에서 처럼 기준빔으로 재생되면 다음과 같

은 두 파가 동시에 재생된다. 

U 01 = a 1 (x,y) exp [ i
2π
λ
Φ1 (x,y) ]

U 02 = a 2 (x,y) exp [ i
2π
λ
Φ2 (x,y) ]

여기서 Φ1 ,Φ2는 식 (2-2)로 부터 주어지며, a (x,y)는 복소진폭이다. 간섭무늬 

패턴은 Fig. 2-4(b)의 결상면에서 U 01와 U 02합의 irradiance 이다. 이때 진폭

이 규격화된 균일 복소진폭이라 하면 간섭무늬 패턴 I (x,y)는

I (x,y) = 2 [ 1 + cos (
2π
λ
ΔΦ (x,y))]                                 (2-3)

이며, 초기 노출시의 굴절률 분포는 균일하게 n 0라 할 때, 여기에서

ΔΦ (x,y) = ⌠⌡[ n (x,y,z) - n 0 ]dz
                                    (2-4)

은 광로차(optical path difference)이다. 이때 광로차가 파장의 정수 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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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무늬가 생성되며, ΔΦ (x,y) = Nλ, 이 밝은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지점을 

표현하는 방정식이다. 간단한 예로 굴절률이 y 방향만의 함수로 특징지울 수 있

을 때 간섭무늬는 평행한 직선들로 이루어지며 간섭무늬 형태는 Fig. 2-4(b)와 

같이 예상할 수 있는데, 굴절률 구배(gradient)가 적은 곳에서는 무늬 간격이 

넓고, 구배가 큰 곳에서는 좁다.

(a) Recording

(b) Reconstruction

Fig. 2-3 Off-axis holographic interferometry of transpar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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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ation

(b) Fringe pattern

Fig. 2-4 Interferometry of axisymetric phase object

    물체가 반경방향으로 대칭(radial symmetry)을 이루는 위상 물체는 기체 역

학, 질량 및 열전달과 플라즈마의 분석등에 유용하고 중요한 대상이다. 물체가 

반경방향으로 대칭을 이룰 때 중심에서 x만큼 떨어진 곳을 지나는 광선의 광로

차는 Fig. 2-4(a)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ΔΦ (x,y) = ⌠⌡

z 2

z 1
[ n (x,y,z) - n 0 ] dz × 2                             (2-5)

n이 r에 관한 식이므로 식(2-5)을 r에 관한 식으로 변환한다.

z= (r
2
-x

2
) 에서

dz
dr
=

r

r 2- x 2
 , dz=

r

r 2 x 2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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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Φ(x,y)= ⌠
⌡

R

x
[n(x,y,z)-n 0]

r

r 2-x 2
dr × 2

        = 2⌠⌡

R

x

[n(r)-n 0]r

r
2
-x

2
dr                                    (2-6)

φ(x,y) =
2π
λ
․ΔΦ (x,y)=

2π
λ
․ 2⌠⌡

R

x

[ n (r) - n 0 ] r

r 2-x 2
dr            (2-7)

[n(r)-n 0]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시키면

φ(x,y)․
λ
2π
= 2⌠⌡

R

x

[n(r)-n 0]r

r
2
-x

2
dr                                (2-8)

윗 식은 [n(r)-n 0]의 Inverse Abel transform의 형태이다.

[n(r) -n 0] =-
1
π
⌠
⌡

∞

r

{φ(x,y)․
λ
2π
}
'

dx

x
2
-r

2

            =-
λ

2π
2
⌠
⌡

∞

r

φ ' (x,y)dx

x 2- r 2
                               (2-9)

n(r) = n 0-
λ

2π
2
⌠
⌡

∞

r

dφ(x,y)
dx

․
1

x 2-r 2
dx                       (2-10)

digital processing를 위해 윗 식을 변환한다.

n(r) =n 0-
λ

2π
2 ∑

∞

x= r+1
φ ' (x,y)․

1

x 2-r 2
                         (2-11)

여기서, n 0는 화염이 없는 상태의 굴절률, 즉 공기의 굴절률을 나타내고 1기압 

상태에서 1.0002926을 갖는다. 

표 2-1은 주요 매질의 굴절률 값을 나타낸다.

      Table 2-1 Refractive index of materials

매질 굴절률

   공기(1기압)          1.0002926

   CO2          1.00045

   폴리스티렌(polystyrene)          1.59

   유리          1.5∼1.7

   요해된 수정(fused quartz)          1.46

   물          1.33

   에틸 알코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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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3)으로 표현되는 간섭무늬 패턴은 무한간격 간섭무늬 패턴

(infinite-fringe interferogra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ΔΦ(x,y)=0일 때 무한

히 넓은 간격의 간섭무늬, 즉 균일한 irradiance가 형성되는 것으로 부터 명명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간섭무늬 패턴은 일정한 값의 ΔΦ(x,y) contour를 나타

낸다. 간섭무늬로 표현될 때 식 (2-3)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cos 함수의 특성으

로 부터 ΔΦ(x,y)의 부호에 대한 모호성이 있어서 + ΔΦ(x,y) 나 - ΔΦ(x,y) 나 동

일한 간섭무늬 패턴을 보여준다. 그래서 간섭무늬 패턴의 해석시에 Fig. 2-5 에

서와 같이 어떤 무늬가 이웃한 무늬에 대해 광로 길이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부호의 모호성은 간섭무늬 패턴에 기준 무늬(reference 

fringe)를 실어서 해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 무늬는 동일 간격으

로 평행한 직선의 wedge fringe 로 주어진 부호를 갖고 있으며 일정한 위상 구

배를 이룬다. Fig. 2-6가 기준 무늬를 실어서 부호의 모호성이 해결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Fig. 2-5 Possible analysis of finite fring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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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Analysis of finite fringe pattern

(a) Infinite fringe pattern

(b) Finite fringe pattern

Fig. 2-7 Holographic Infinite fringe pattern of candle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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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적인 간섭무늬 패턴을 유한 간격 간섭무늬패턴

(finite-fringe interferogram)이라 한다. wedge 기준 무늬는 두 노출간의 물체 

빔의 경사를 Δβ0의 작은 각도만큼 기울여서 쉽게 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간섭

무늬 패턴은

I (x,y) = 2 [1 + cos (
2π
λ
[ΔΦ (x,y) + Δβ oy])]                        (2-12)

와 같이 된다. Fig. 2-7(a)는 무한간격 간섭무늬 패턴이고, Fig. 2-7(b)는 위와 

같이 물체빔의 경사를 기울여서 얻은 유한간섭무늬 패턴의 모습이다.

홀로그래피 간섭을 이용한 위상 물체의 간섭에서는 고전적인 간섭방법에 비해 

광로 길이의 오차를 해소할 수 있고, 기준 무늬의 도입이 유연하다는 점등 여러 

실용성이 있으나,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평면파의 물체빔으로는 3 차원의 위

상물체 해석이 단일 홀로그램의 제작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3차원의 위상 

물체 해석을 위해 물체빔으로 산란광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Fig. 2-8 Holographic interferometry with diffuse object beam

    Fig. 2-8 처럼 산란자(diffuser)를 이용한 방법은 여러 특성이 있는데, 우

선 기록 건판에 거의 균일한 세기을 얻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 시험 유체내의 

부유물이나 광학요소의 흠집에 의한 고리형 회절 무늬 등의 잡신호가 없다. 또

한 홀로그램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방향에서 관측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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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빛을 산란시킴으로 해서 레이저 출력이 많이 떨어

지고, 간섭무늬 결상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산란자를 이용한 홀로그래피 간섭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상 물체 근처에 간섭

무늬 결상(fringe localization)이 이루어지므로 간섭무늬 결상에 의해 위상 물

체의 삼차원적인 구조가 정성적으로 감지된다. 그리고 산란자를 이용한 홀로그

램의 간섭무늬 패턴은 서로 방향이 다른 수많은 평면파 물체빔의 홀로그램에 의

한 간섭무늬 패턴과 같다. 이와 같은 다방향 간섭무늬 패턴의 정량적인 분석으

로부터 비대칭 굴절률 분포의 삼차원 측정이 가능하다. Fig. 2-8 처럼 평행광 

기준빔으로 제작된 홀로그램은 180。 반대방향에서 재생하면 실상이 형성되는데 

이 간섭무늬 실상을 카메라로 기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잡한 삼차원을 이

루며 촛점의 깊이가 짧아서 기록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Fig. 2-9처럼 가는 

재생빔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작은 구경(aperture)의 빔을 

사용하면 스페클의 크기가 커지므로 적정한 크기의 구경을 가지는 빔으로 재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되는 산란자는 산란자의 특성에 따라 홀로그램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산란자는 대체로 간유리처럼 빛의 편광에

는 향을 주지 않고 투과되는 방향에만 향을 미치는 표면 산란자(surface 

diffuser)와 오팔(opal) 유리와 같이 삼차원적인 산란 중심에 의해 다중 산란을 

일으키고 편광까지 불규칙적으로 바꾸는 체적 산란자(volume diffuser)가 있다. 

한편 스페클의 크기 b s는 결상계의 F수 F#에 대해 b s≃1.22λF#와 같은데 이것은 

최소 간섭무늬 간격보다 작아야 한다.

Fig. 2-9 Thin beam reconstruction of diffuse holographic interfe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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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위상 이동법(phase shift or phase stepping)

    간섭 패턴을 해석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적인 것이 잡신호의 처리와 간섭무늬 차수의 결정이다. 주어진 하나의 간섭무늬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간섭무늬의 

극대 또는 극소점들을 찾아내어 간섭무늬선을 추출해내야 한다. 그런 후에 간섭 

무늬의 차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간섭무늬의 차수는 컴퓨터가 알아서 결

정할 수가 없으므로 기준되는 간섭무늬의 차수가 그 증감을 인위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위상이동법을 이용하여 간섭무늬 패턴의 간단한 처리를 통해 

변형에 의한 위상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거의 모든 간섭무늬 패턴, 관측

면 xy의 x,y 좌표에서 화소의 밝기 값은

I (x,y) = a (x,y) + b (x,y) cos [ φ (x,y) ]                             (2-13)

와 같은 형태가 된다. 여기서 얻어 내고자하는 것은 변형에 의한 간섭위상

(Interference phase) φ(x,y)이다. 물체의 각 지점의 위상값을 알아내기 위하여 

두 빔중의 한 쪽 거울에 PZT(piezoelectric transducer)를 부착하여 레이저 파

장의 수분의 일 정도를 미세 이동시켜 상대적인 위상차를 지니는 화상을 획득한 

후 화상처리 장비에 기억시킨다. 위상이동방법에 따라 기억시키는 화상의 수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식 (2-14)과 같이 4개의 상대적인 위상차를 지니는 화상

을 가지고 식(2-15)을 통하여 각 지점에서의 위상값을 구하여 변형의 크기와 부

호를 알 수 있는 위상도(phasemap)를 계산해 낼 수 있다.

I 1(x,y)=a(x,y)+b(x,y) cos[φ(x,y)]

I 2(x,y)=a(x,y)+b(x,y)cos [φ(x,y)+Δφ]                           (2-14)

I 3(x,y)=a(x,y)+b(x,y)cos[φ(x,y)+2Δφ]

I 4(x,y)=a(x,y)+b(x,y)cos[φ(x,y)+3Δφ]  ( Δφ=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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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x,y)=tan -1
I 4(x,y)-I 2 (x,y)

I 1(x,y)-I 3 (x,y)
                                   (2-15)

    이렇게 하여 얻은 위상도는 아크 탄젠트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π마

다 불연속성을 지니게 되는 계산형 위상지도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 위상도 

만으로는 정량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상도 펼침(unwrapping, or 

demodulation)작업을 통하여 불연속적인 부분을 이어주어야 한다. 이 위상도 펼

침 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물체 표면에서 투명 물체의 통과 전후의 발생한 

광로차와 위상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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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적응광학 기술

제 1 절 적응광학기술의 개요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경우 상광학계는 광학계의 구경이 크면 분해능이 좋

다. 그러나 대기 유동이 있을 때에는, 상의 질은 광학계의 구경보다도 대기 

유동의 통계적인 공간주파수(coherence length, r 0)에 의해 나빠지게 되며, 이는 

보통 좋은 조건에서 10cm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큰 구경을 가진 광학계

는 여러 개의 작은 구경으로 나뉘어 각각의 상을 맺게 되며, 따라서 이 작은 구

경의 광학계들이 서로 각각 움직여 서로 위상을 맞추어 주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각각의 작은 구경의 광학계에 해당하는 유동이 유지되는 시간을 가간

섭 시간(coherence time) 이라고 하며, 보통 1ms 내외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도 초당 1000번 수준의 움직이는 상을 보게 된다. 이것들이 유동장을 통한 

상광학계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Fig. 3-1 Schematic of adaptive optical system for astronomy

    Fig.3-1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적응광학 시스템
7,8]
으로, 파면측정장치

(wavefront sensor), 파면보정장치(wavefront corrector), 그리고 적절한 계산

과 명령을 주는 제어장치(control computer)로 구성된다.

    적응광학 시스템은 큰 구경의 상 광학계를 작은 여러 개의 subapertur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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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각각의 위상차이를 보정해주는 광학계로 상 흐림을 유발하는 원인보다 

빠른 주파수로 계속 보정하여 줌으로써 상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
9]
. 이러

한 대기유동에 의한 파면의 왜곡은 망원경뿐만 아니라 대기에서의 일반적인 

상(imaging), 레이저 전파, 레이저통신 등에서 커다란 제한 요소가 된다. 적응

광학장치는 이러한 파면의 왜곡을 측정-계산-보정의 폐루프(closed-loop cycle)

로 실시간 보정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Fig. 3-2 Archimedes‘ adaptive optical system using segmented mirror 

elements.

    광학계가 외부 상태에 따라 움직여 최적의 상태를 찾아간다는 적응광학 장

치의 개념은 동물의 눈(tip-tilt adjustment and auto-focus)이나, CD 플레이어

(auto-tracking and auto-focus)등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기원은 아주 오

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Fig. 3-2)

    최초의 체계적인 적응광학 장치는 천문학 분야에서 제안되었는데, 1953년 

Bobcock의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ng astronomical seeing" 이 최초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은 이 논문의 일부를 원문대로 발췌한 것이다.

" If we had a means of continually measuring the deviation of rays from 

all parts of the mirror, and of amplifying and feeding back this 

information so as to correct locally the figure of the mirror in response 

to the schlieren pattern, we could expect to compensate both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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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and for any inherent imperfections of optical figure."

    1970년대 들어 위성시대가 열리면서 저궤도 위성(low-earch-orbit 

Satellite)의 추적이나 판독을 위한 감시 기술은 국방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상기술 분야인데, 실제 대기유동에 의한 상의 저하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다음의 2가지가 발전되었다.

- Adaptive optics : image enhancement, beam transmission

- Post-processing : speckle interferometry 등

    특히 1970년대 스페클 간섭계라고 하는 상의 post-processing method가 

Antoine Labeyrie에 의해 개발되었고, 또한 적응광학 기술도 병행하여 발전되었

다.1970년대 이후 적응광학 장치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하여, RTAC (Real-Time Atmospheric Compensation)가 Maui에서 성공된 이후 적

응광학 기술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1981년 Julius Feinlieb가 인공적인 레이저의 후반산란을 이용하여 파면유

동을 측정하는 기술인 LGS(Laser Guide Star)를 제안하 고, 이 기술은 군사용

으로 비공개된 상태로 발전하여 1985년에야 "laser guide star"라는 말이 공개

되었다.

    적응광학 기술은 곧바로 지상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장치에 도입되어 발전되

었는데, 1991년 미 공군에서 적응광학 분야의 핵심기술의 제한을 풀면서 민간 

분야에서 많은 응용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응용되는 분야는 천체망

원경 분야이다. 우주에 떠 있는 Hubble 우주 망원경은 대기유동의 향을 받지 

않음으로 하여 회절한계의 상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장치로, 최근 들어서는 지상의 많은 대형 천체망원경들이 적응광학 시스템을 장

착함으로써 Hubble 우주 망원경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천체 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적응광학 장치를 장치한 첫 번째 천체 망원경 장치는 칠레에 있는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의 3.6m 망원경 장치로, 1991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장치는 5×5 개의 작은 구경의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와 19개의 작동

기(actuator)가 장착된 변형거울(deformable mirror)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장

은 근 적외선을 사용한다.

    적응광학 장치가 고품질 광학계에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장치이며 고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천

문용의 적응광학 장치의 가격은 수백만 $ 내외의 고가이다. 최근의 적응광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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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주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가격을 생각하는 저가의 적응광학 장치를 앞다투

어 개발하고 있는데, 한 예로 아마추어 천체관측자를 위한 기초적인 적응광학 

장치가 1,000 $ 내외로 개발되기도 하 다

    최근 들어 변형거울과 제어용 컴퓨터의 발전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 AVLIS에서의 레이저빔은 아주 고가라고 할 수 있다. 

고출력 레이저가 발생하고 다중경로(multi-pass)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열에 의

한 파면왜곡 오차가 발생하여 다중 경로 장거리 전송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적응

광학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 Free-air 광 통신: 위와 같이 레이저빔의 장거리 전송에 사용된다.

- 의학 분야: 적응광학은 현미경이나 내시경 등 고품질 의료 상분야에서 상 

분해능을 높일 수 있으며, endoscopic surgical procedures는 레이저빔의 전송

과 집속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다.

- 레이저 물질 가공: 적응광학을 사용함으로써 빔 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 

Laser material processing에서는 레이저빔 단면의 세기와 형태가 중요한 요소

이다. 적응광학을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형태 원하는 집속이 가능하므로 최근에

는 고품질 가공을 중심으로 저가/저속의 적응광학 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제 2 절 적응광학 이론

가. 유동 물체와 파면 보상의 원리

    오차가 없는 완벽한 상광학계는 다음과 같은 각 분해능(angular 

resolution)을 가진다.

Δα=1.22
λ
D
                                                        (3-1)

Δα : the angular radius of the first dark ring of the diffraction pattern

λ : wavelength, D : apertu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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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학계의 수차, 대기 유동, 열에 의한 퍼짐등의 광학적 불균일 요소가 

있으면 시간/공간적으로 변하는 파면 왜곡을 유발하여 분해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제한 요소는 천체 망원경, 감시카메라, 레이저 빔 전송 등에서 커다란 

제한점으로 나타나며,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

    대기유동이 있을 때의 각 분해능(angular resolution)을 β 라 하면

β=1.22 λ/r 0  [rad]                                                 (3-2)

여기에서 r 0 는 Fried parameter의 약자로, 대기 유동을 나타낸다. 이 값은 

~10cm 정도이다. 위상 편차는 σ2φ = 1 rad
2 이고, 여기서 σ2φ 는 variance of 

phase aberration 이다. 즉, 대기유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름이 수 메터인 천체 

망원경의 분해능이, 지름이 10cm 정도인 아마츄어 망원경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 표 3-1은 망원경 지름과 파장에 따른 광학계의 분해능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3-1 Optical resolution for aperture and wavelength of the telescope

Diameter, D(m) α(0.55)arc-sec β(0.55) α(2.2) β(2.2)

2.5 0.055 1.4 0.22 1.1

10 0.014 1.4 0..55 1.1

또한, 대기 유동시간(coherence time) 은 거의 1ms 정도로 지상 망원경의 경우 

수백에서 1kHz 정도의 파면보정 속도를 가져야 하며, 비행기에서 상을 추적하

고 다른 미사일에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적중시키는 Airbone 장치는 보정 속도가 

10 kHz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 Hubble 망원경의 직경은 1.4 m)

    파면 왜곡은 다음과 같은 복소위상수차(complex phase aberration)로 표시

한다.

φ(r,t)- iA(r,t)                                                     (3-3)

여기서 실수부 φ(r,t) 는 파면위상 왜곡인 "seeing"을 니타내고, 허수부인 

A(r,t) 는 빔세기의 fluctuation,즉 "scintillati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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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응광학 시스템은 위상 φ(r,t) 를 보정하며, scintillation의 보

정은 시간/공간적으로 조절되는 apodization 소자를 사용한다.

    적응광학 시스템에 의한 파면보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술한다.

-φ(r,t)-μ iA(r,t)                                                 (3-4)

여기서 μ 는 물리 단위이다. 

    대형 구경을 가지고 있는 광학계는 상을 맺거나 집속될 때, 구경 전체에

서의 빔 세기 요동(intensity fluctuation)이 평균되므로 위상 보정만으로 충분

하며, 보통 말하는 AO 장치는 이러한 위상 보정을 말한다. 그림 3-3 은 전형적

인 적응광학 장치의 구성도로, 넓은 의미에서 적응광학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

는 위상공액(phase conjugation)과는 다르다.

Fig. 3-3 Aadaptive optics systems for the correction of astronomical 

seeing

나. 적응광학 장치구성의 원리

    적응광학 시스템은 3가지 구성 요소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변형거울과 같

은 위상보정 광학계(phase correction optical element)와 파면측정 장치

(wavefront sensor) 그리고 제어장치(control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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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장치에서는 파면측정장치에서 측정된 정보를 분석하고, 변형거울등과 

같은 보정장치에서 파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보낸다. 이 위상보정 값

은 다음과 같은 위상보정 함수의 전개로 기술할 수 있다.

φ(r, t)= ∑
N

n=1
an(t)ㆍf n(r)                                            (3-5)

여기에서 an(t) 는 시간 의존 함수이고, f n(r) 은 공간 의존 함수이다.

    적응광학 시스템의 설계 변수는 매질의 유동 조건, 광학계의 구경등에 관계

하는데, 유동조건은 Fried's parameter, r 0 (seeing ; the correlation lengths 

of the wavefront projected on the ground) 와 correlation time τ 0 에 관계된

다. 대기유동이 Kolmogorov 통계를 따른다면,

r 0=λ
1.2                                                             (3-6)

의 관계를 갖는다.

    파면 측정장치의 subapertures 갯수(N ; degree of freedom), 보정주기( =

1/τ0), coherence time( τ )등은 적응광학 장치의 기본 parameter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N=(d/r 0)
2 , τ=(τ0/ v)                                             (3-7)

여기서 d 는 aperture diameter 이고 v 는 mean wind speed in the turbulent 

air layers 이다. 

    적응광학 장치는 광축(optical axis)에서 완전한 파면 보정을 하게 되며, 

off-axis part는 유동층을 통하면서 다른 가시각도(viewing angle)을 갖게 된

다. 서로 같은 유동을 갖는 각도 범위(angular range)를 isoplanatic angle( φ)

이라 하며, 가시광선 역에서는 수 arc-sec. 정도이고, mid IR에서는 arc-min.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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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O 장치에 의한 파면 보정의 제한점 및 오차

(1) Anisoplanatism

    대기유동등 파면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파면의 광원과 상 또는 전송을 위

해 사용하고자 하는 빔의 차이는 보정의 오차를 유발한다. 이것을 

anisoplanatism 이라 하며, 파면 보정의 중요한 오차 유발 요인이 된다(Fig. 

3-4). 이 anisoplanatism은 기준광원과 측정 물체와의 거리 차이에 의해 생기는 

focal anisoplanatism과 각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각 anisoplanatism이 있다.

    엄 히 말하면 대기중의 guide star는 망원경에 가까이 있으므로, 각각의 

guide star에서 추출한 대기유동에 관한 정보는 망원경 입사빔 전체의 대기유동

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이것을 focal anisoplanatism이라 한다. 이 경우 

“망원경에 입사되는 전체의 대기유동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개의 guide star

가 있으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예로 sodium layer star를 이용하

는 구경 2 m의 망원경이 30˚의 관찰각을 가지며, 그때의 대기유동의 coherence 

length가 20cm 라면, 1/10 wave의 rms 파면오차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출력 

22Watt의 4개의 guide star를 요구되며, 이 경우에도 절대적인 위치 확인을 위

한 하나 이상의 natual guide star가 필요하다. 

Fig. 3-4 anisoplanatism at Adaptive Op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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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망원경의 전체 tilt에 대한 isoplanatic angle은 high-order 

correction 보다 크고, 전체적인 tilt 측정을 위한 star의 밝기는 high-order 

correction에서 요구되는 밝기보다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natural star는 절대

위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다. Rayleigh backscattering의 경우에는, 고도가 낮

기 때분에 보다 많은 LGS(laser guide star)가 필요하다. 파장이 351nm 인 

excimer laser를 사용할 경우, 출력 154 Watt 급의 200개의 LGS가 필요하다.

    Natural guide star의 부족을 해결하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은 상 보정에서 

대기 유동의 coherence length는 λ6/5 이 되므로, 파장이 길수록 필요로하는 

subaperture의 개수와 LGS의 개수가 적게 요구된다.

(2) 적응광학 시스템의 파면보정 오차

    적응광학 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error는 wavefront fitting error, σ2f (DM

과 wavefront error의 불일치에서 발생), detection error, σ2D (wavefront 

sensor output의 s/n ratio 의 역수, 그리고 prediction error, σ2P (측정과 보

정의 time delay에서 발생)이다. 총 residual error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σ
2
R=σ

2
f+σ

2
D+σ

2
P                                                 (3-8)

제 3 절 적응광학 시스템의 구성

가. 적응광학 시스템의 구성
10,11]

    가장 간단한 적응광학 장치는 전체파면의 이동(piston compensation) 장치

이다. 그러나 실제로 파면 이동만으로 적응광학 장치를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응광학 장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2축(tip/tilt) 상 안정화 장치 (image stabilization system)

    상을 안전화 시키기 위하여 입사 빔의 입사각도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장치이다. Quad-cell 등의 위치 센서(position sensor)로 입사빔의 각도를 측정

하고 tip/tilt 거울등으로 입사빔의 각도 왜곡을 빠르게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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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and Y tilt errors

Telescope Tip-tilt
 Mirror

  Spot
Position
 Sensor

   Data
Processor

Acquisition
  camera

Shutter

Stabilized
   Image

Shutter Control

Guide Star

Fig. 3-5 Image stabilization system

(2) 레이저 빔 파면왜곡 보정장치 (laser beam cleanup system)

    위상공액(phase comjugation)의 원리를 이용하여 레이저 파면 왜곡을 보상

해 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파면측정 장치와 변형거울로 구성되며, 2축의 

tip/tilt 거울을 추가하여 구성하여, 변형거울의 stroke 범위를 줄여주기도 한

다.

Laser Tip-tilt
 Mirror

 Beam
Sampling

   Data
Processor

Wavefront
   sensor

Drivers

Deformable
  Mirror

Fig. 3-6 Laser beam cleanup system



- 25 -

(3) 상 보정 장치 (image compensation system)

    위상공액의 원리를 이용하여 대기유동등의 불균일 유동층에 의한 상 저하

를 보상하여 주는 장치이다. 지상에 설치된 천체 망원경등에서 사용하며, 변형

거울의 stroke를 줄이기 위해 tip/tilt 장치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Telescope Camera

Wavefont
Processor

Wavefront
 sensor

Drivers

Deformable
  Mirror

Guide Star

Tip-tilt
 Mirror

Fig. 3-7 Image compensation system

(4) 전송빔의 파면보정(Outgoing beam compensation with beacon)

    적응광학 장치는 대기 중에서의 고출력레이저 전송시 대기온도 유동등에 의

한 파면왜곡을 보상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목표물과 레이저 발사 지점 사이의 

광유동을 알기 위해 목표로 하는 물체 또는 인접한 곳에 광원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광원이 없을 경우에는 레이저 beacon을 내보내고, 반사하여 들어오는 레

이저의 파면을 측정하여 전송되는 레이저 빔의 파면을 보상한다. 목표물이 움직

이는 경우 유한한 광속에 의한 2v/c 의 각도 지연이 있는데, low-earch orbit에 

있는 물체의 경우 10 arc-sec.의 각도차를 가지므로 가시광선 역에서늬 

isoplanatic angle을 벗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움직이는 방향의 

beacon이 필요하게 되며 장치의 구성을 어렵게 한다.

(5) LGS를 사용하는 파면보정(Compensation using Laser Guide Star)

    적절한 guide star가 없을 경우에는 망원경을 통해 레이저빔을 대기중으로 

보내고, 산란되어 오는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대기 유동 효과를 측정하여 파면을 

보상한다. 대기 중에서의 산란은 10-40km 상공의 공기분자에 의한 Rayleigh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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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란이나, 90 km 상공의 sodium layer에서의 여기 형광(stimulating 

fluorescence)을 주로 이용한다.

이 실험은 1984년에서 1985년 DARPA의 지원으로 New Mexico의 White Sands 

Missile Range에서 성공한 이후 계속 개발되고 있다.

Telescope

Wavefont
Processor

Wavefront
  sensor

Drivers

Deformable
  Mirror

Tip-tilt
 Mirror  LaserTip-tilt

 Mirror

Camera

Beacon
 Laser

Fig. 3-8 Outgoing beam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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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Data
Processing

Deformable
    Mirror

Tip-tilt
 Mirror

Imaging
 Sensor

Beacon
 Laser

Pointing
Detector

 Star
Object

 Laser Guide Star
(Synthetic beacon)

Fig. 3-9 Compensation using Laser Guid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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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면측정 장치(Wavefront sensor)

(1) 파면의 위상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파면의 위상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요

약할 수 있다.

○ Muiti-dither technique

    전체 파면에 의해 생긴 상의 세기 분포를 가지고 파면을 계산하며, 밝은 

광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로 레이저의 파면보상에 사용한다.

○ 간섭계

    기준 파면과의 간섭으로 파면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색광원이 필요하다. 천

문에는 사용이 어렵고 레이저 전송이나 레이저 통신에 사용된다.

○ 파면기울기 측정

    작게 나뉜 구간(zone)의 파면 기울기로부터 파면을 측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층 리기 간섭계(shearing interferometer)와 Hartmann 센서가 있다.

○ 국부적인 파면 곡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곡률(curvature) sensor가 있다.

(2) 파면의 재구성에 따른 분류

    위상보정과 관련하여 파면을 재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한다. modal과 zonal 방식으로 구분 지으며 modal 방법은 대부분 lowest 

order(tilt, focus...)등의 보정에 사용되고, zonal은 주로 여러 subaperture 

각각의 파면 기울기 값을 가지고 파면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3) 파면 측정장치의 종류

    변형된 파면의 위상은 기준 파면과 비교하여 구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

이지만, 적응광학 장치에서는 대부분 기준 파면이 없다. 따라서 적응광학 장치

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파면측정장치는 파면의 기울기(slope)를 측정하여 파면을 

구성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면측정장치에 대해

서 대표적인 장치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Shack-Hartmann sensor, Lateral 

shearing interferometer, Wavefront curvature sensor, The phase diversity 

wavefron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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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ck-Hartmann sensor : wavefront slope sensor

    Hartmann sensor의 특수한 형태인 Shack-Hartmann sensor는 적응광학 장치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면측정장치이며, 역시 파면의 gradient (slope)를 

측정한다. 이 sensor는 파면을 여러개의 작은 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역으

로부터 독립된 spot 상을 얻는다. 이 spot의 위치가 각 역에 해당하는 파면

의 기울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를 합해 파면을 구성한다.

Fig. 3-10 Principle of the Shack-Hartmann wavefront sensor

○ 층 리기 간섭계(Shearing interferometer)

    파면이 둘로 나뉘어져 서로 일정한 변위를 가진후 다시 결합되어 간섭무늬

를 만든다. 만약 두 빔의 광거리(optical path length) 가 같으면 incoherent 

light source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섭이 가능하다. 층 리기 간섭계는 서로 

약간 이동된 두 개의 파면을 간섭시킴으로써 파면의 gradient (or slope)를 측

정하는 방법이다. 두 개의 이동된 파면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grating을 사용하여 파장에 무관한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층 리기 간섭계에서의 간섭무늬는 wavefront gradient를 나타내게 되고, 일반 

간섭계와 마찬가지로 위상이동 방법등을 사용하여 전체 파면의 위상을 정량적으

로 구할 수 있다.

○ 파면곡률 측정 방법(Wavefront curvat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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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고자하는 빔의 focal point 앞 뒤 면(extra-focal image plane)에서

의 단면 세기 패턴을 측정하여 비교하여 파면의 곡률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파면측정장치의 신호는 파면 안쪽에서는 파면의 Laplacian (slope of the 

slope)에 비례하고, 파면의 edge에서는 radial gradient (slope) 에 비례한다.  

이 파면 측정법은 수세기 전부터 광학에서 사용되던 Knife Edge test 비슷한 원

리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focal planewndnl의 cone of light와, focus 

plane 앞과 뒤의 2개의 extra-focal plane을 보여준다. 이 plane과 focal plane

과의 거리를 extra-focal distance라고 하며, 이것의 선정은 curvature sensor

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Fig. 3-11 Principle of wavefront curvature sensor

○ The phase diversity wavefront sensor. 

    이 파면측정장치는 curvature sensor의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단

색광만 사용할 수 있다. Image plane의 illumination은 두 번째의 image plane-

정확히 알려져 있는 phase function에 의한 파면왜곡이 있는-의 image와 비교 

된다. 실제로 이것은 focus image와 focus에서 약간 벗어난 image와의 비교에서 

가능하다. 이 방식에서는 curvature sensor와는 다르게, extra-focus distance

는 매우 작으며 일반적으로 caustic zone-기하학적인 ray trace 가 서로 겹치는 

역- 안에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SNR가 매우 높다는 것이며, 단점은 파면을 

구성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비선형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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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면보정 장치 (Wavefront correction device)

    파면을 보정하는 소자는 크게 나누어 투과형과 반사형이 있다. 투과형의 광

경로의 굴절률이 바뀌는 방식이고, 반사형은 반사면의 형상이 변하여 반사하는 

빔의 광경로의 차이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반사형 파면보정 장치인 변형

거울(deformable mirror)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투과형 파면

보정 소자는 굴절율 변조의 범위가 작아 파면보정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투과시 

흡수가 있고, 투과 매질의 불균일과 파장-의존성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반사형 파면보정 장치인 변형거울은 흡수나 파장-의존도가 없고, 구동소자

(actuator)와 거울재질의 선택성이 넓다. 변형거울의 광학면인 face plate의 재

질로는 유리, 금속, 세라믹, 실리콘등이 사용되며, 변형거울에 사용되는 작동기

(actuator)의 종류로는 piezoelectric, electrostrictive, electrostatic, 

magnetostrictive, electromagnetic 등이 있다.

    투과형 파면 보정 장치로는 전자광학소자(Electro-Optic Crystal)와 액정소

자(Liquid Crystal device)등이 있는데, 아직 파면 보정 범위와 공간 분해능이 

낮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치가 소형이고, solid-device

이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microstructure 변형거울이 개발되어 소형 저가의 변형거울의 많은 확산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응광학의 핵심 장치인 변형거울이 실제로 파면보정에 응용된 것은 1974년

부터이다. 변형거울은 파면을 위해 구동되는 방식에 따라 zonal mirror 와 

modal mirror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보정인 방향 보정은 tilt 보정으

로 low-order modal 보정이다. higher-order modal 보정은 focus 제어에서부터, 

astigmatism, coma 보정등이 있다. 복잡한 파면의 제어는 주로 zonal 보정 방법

을 사용한다.

    변형거울은 광학면의 종류에 따라 segmented mirror 와 continuous surface 

deformable mirror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segmented mirror는 각각의 segment의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 piston-only mode나 piston with tip/tilt mode로 나눌 

수 있다. Segmented mirror는 mirror와 mirror 사이에 gap을 가지는데, 보통 2% 

이하로 제작된다.

    Zonal mirror 는 변형거울의 표면을 여러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각 부

분의 변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종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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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Monolithic piezoelectric mirrors

 . Continuous faceplate mirrors with discrete position actuators

 . Continuous faceplate mirrors with discrete force actuators

 . Continuous faceplate mirrors with bending moment actuators

 . Bimorph corrector mirrors

 . Membrane mirrors

    Bimorph mirror는 glass나 금속 face-plate 뒤에 이 광학표면에 수직으로 

편광된 piezoelectric ceramic sheet를 접착하여 제작된다. Glass와 PZT 사이는 

내부 전극으로 연결되어 있고, 뒤편의 전극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 각기 다

른 전압의 인가가 가능하다. 거울은 변형은 인가하는 전압과 piezoelectric 

tensor 계수, 두께에 따라 결정된다.

    Membrane mirror는 빛을 반사시키는 membrane이 투명 전극과 여러개의 후면 

전극사이에 위치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면, 정전 힘

(electrostatic force)에 의해 membrane이 변형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piezoelectric ceramic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hysteresis가 없으며, 

크기가 작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저가/경량의 

micromachined membrane mirror의 개발이 활발한 추세이다.

    Discrete actuator 변형거울은 1970년대 적응광학 기술의 초기부터 개발되

기 시작하여, 1974년에는 350 actuator를 가진 monolithic piezoelectric 

mirror가 개발됨으로써, DM의 실제적인 실현을 가능케 하 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의 변형거울이다. 이 방식은 거울 substrate 뒤에 수십-수백

개의 actuator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 즉, 

actuator miniaturization, low voltage operation, position accuracy, low 

hysteresis등이 반 되어야 한다. 

    Actuator는 piezoelectric actuator, PMN(Lead Manganese Niobate), 

magnetostrictive actuator 등이 사용되고 있다. PZT(Zirconium Titanate)는 지

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actuator이며, PMN은 1990년대 들어서 개발되기 시

작한 actuator 재질로 PZT에 비해 electrostriction이 크며 hysteresis가 작고, 

온도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좋고, 시간에 따른 특성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변형거울의 변형량을 크게하기 위해서는 large stroke가 요구되는데, stacking 

PZT나 layering PVDF로 large stroke를 얻기 위해서는 1kV 내외의 고전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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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상대적으로 magnetostrictive 재질은 수 V의 저압에서도 작동한다는 장

점이 있으나, 결국 변형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일정하므로 high current (~ A)가 

요구되므로 cooling 이 필요하게 된다.

    변형거울은 substrate 뒤에 actuator를 epoxy bonded 시키거나, cofired(여

러개의 thin layer를 diffusion bonding 시킴, 100V 이하에서 주로 사용) 된 구

조를 가진다. 이외에 scanning mirror에 사용하는 voice coil(solenoid)는 힘과 

변위가 크다는 장점으로 tip/tilt 장치에 사용되며, helical solenoid 

(helenoid)도 저전압에서 구동가능하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0Hz 이하의 저속 보정에는 dc 모터와 wormgear를 사용하여 직접 구동되는 보정 

장치나, hydraulic actuator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2) 변형거울의 influence function

    Influence function 은 변형거울의 하나의 actuator를 움직 을 때의 변형

거울 전체의 변형을 나타낸다. 이 influence function은 변형거울의 actuator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체의 정보를 구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지마

는, 실제로 변형거울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변형거울의 influence function 은 결국 stress-strain의 문제로, 

faceplate 의 두께, modulus of elasticity, Poisson's ratio 등의 함수이며, 

FEM 등의 작업으로 이론적으로 구하기도 한다.

    적응광학 장치의 분석과 설계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identical, 

symmetrical influence function model을 고려한다. 각 actuator 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influence function Z(x,y) 의 선형 합이 변형거울 표면 형태, 

S(x,y)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x,y)= ∑
N

i=1
Ai×Zi(x,y)            (3-9)

여기에서 Ai 는 Actuator amplitude이다.

    적응광학 장치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위하여 influence function 의 해석적

인 형태를 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는데, faceplate와 actuator의 

stress-strain analysis에 의한 복잡하지만 정확한 모델[296]에서부터 Gaussian 

이나 Super-Gaussian 형태로 단순화시킨 모델[344]등이 많이 사용된다. 위의 

(3-1)식으로 표현되는 선형 합 모델은 대부분의 경우 잘 적용이 되지만 어느 정

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actuator를 동일하게 이동시켰을 

경우, 실제로는 거울 전체가 이동하는 piston 운동을 하지만 위 (3-1)식에 의한 

선형 합 모델에 의하면 ripple이 있는 평평하지 않은 표면 형태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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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pinning error가고 한다.

    변형거울의 구성 geometry에 의하여 구분하면 Segmented, Monolithic, 

Bimorph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형태를 Fig. 3-12에 나타내었다. 

Fig. 3-12 various type of Deformable mirror

Fig. 3-13 The Deformable mirror of Chicag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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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 성능 실험

제 1 절 홀로그래피 시스템 구성

    실험에서 사용한 광학계의 구성은 Fig.4-1과 같다. 구성된 광학계는 홀로그

래피 간섭계로서 그림에서 모든 광학요소는 1.5×3m 크기의 진동 제거용 광학 

테이블위에 구성되었다. 광원은 COHERENT사의 최대 500mW급 DPSS532 Nd-YAG 레

이저 532nm 파장을 사용하 다. 발진된 레이저는 광분할기를 통하여 기준빔과 

물체빔으로 나뉜다. 기준빔은 빔 확산기(expander)로 확산시킨 후 홀로그래피 

건판에 결상하도록 하 다. 물체빔은 Collimating lens로 시준광을 만들어 홀로

그래피 건판에 기준빔과 마찬가지로 결상하게 된다. 

Laser : Nd-Yag Laser
SH : Shutter
BS : Beam Splitter
M :  Mirror
SF : Spatial Filter
CL : Collimating Lens
F : Fluid
L : Lens
HP : Hologram Plate
CCD : Charge Coupled Device

Fig. 4-1 Experimental setup for ho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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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기준 홀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빛이 거의 없는 암실에서 유동체가 

없을 때 홀로그램 필름을 제 위치에 놓은 다음 셔터를 열어 홀로그래피 건판을 

노출시켜 기준 홀로그램을 홀로그램 플레이트에 기록한다. 이 홀로그래피 건판

을 화학처리 과정을 거친 후 제자리에 고정하여 놓았다 이때 사용된 화학처리는 

현상액에서 4분 정도 현상 후 30초 수세하고 표백 액에서 40초 정도 넣어 완전

히 표백한 후 흐르는 물에 5분 정도 수세하여 Photo Flo에 1분 동안 담근 후 꺼

내어 자연건조 하 다. 홀로그램 앞에는 Fig. 4-1에서 보는 바처럼 wedge를 넣

어서 유한간격 간섭무늬(finite fringe interferogram)을 얻을 수 있도록 

carrier fringe를 실었다. 사용된 wedge는 회전과 틸트로 carrier fringe의 방

향 및 간격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하 을 뿐만 아니라 화학 처리된 홀로그램

의 위치가 노출시의 위치와 달라서 생기는 간섭무늬를 없애는 데에도 유용하게 

이용된다. 화상획득은 inspector 2.2라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고 획득한 

화상은 matrox frame grabber board가 부착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었다.

제 2 절 유동 가시화 및 실시간 기록

    유체의 유동속도가 느린 현상들은 일반적인 CCD 카메라에 의해 충분히 기록 

가능하므로, 실험이 용이하다. 이때의 기록 시간은 수십∼수백 분의 1초 정도이

므로 노출이 충분하다. 홀로그램 뒤에 CCD를 놓아 촬 하 다. 이러한 현상의 

역에는 대류현상 및 서서히 일어나는 화학반응과 정상 상태에 이른 유체의 흐

름과 파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촛불

    일반적으로 화염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유동가시화 실험의 전형적인 대상물

인 촛불의 가시화를 기본적인 특성 분석을 위해 실험하 다. Fig. 4-2는 기준 

무늬를 넣지 않은 촛불의 간섭무늬 패턴이고 Fig. 4-3, Fig. 4-4는 기준 무늬를 

넣은 간섭무늬의 패턴이다. 기준무늬를 실은 Fig. 4-3과 Fig. 4-4에서 촛불의 

모양이 위 아래로 바뀐 듯한 것은 기준 무늬의 방향을 반대로 실었기 때문이다. 

Fig. 4-3에서 간섭무늬가 기준 무늬의 기준선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상이 감

소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위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4 에서는 이

와 반대로 설명된다. 사진에서 기준무늬 하나의 간격은 2π의 위상차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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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위상의 변화가 급격한 현상의 경우에는 기준 무늬의 간격을 좁게 해서 간

섭무늬 패턴을 얻을 수 있다. 

Fig. 4-2 Interferogram of candle of flame without carrier fringe

Fig. 4-3 Interferogram of candle flame with carrier fringe

Fig. 4-4 Interferogram of candle flame with carrier fringed of opposit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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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즐 분사

    Fig. 4-5, Fig. 4-6은 실험실에서 보통 사용되는 압축 질소 가스의 노즐에

서 나오는 분사를 간섭무늬로 기록한 것이다. 그림에서 생성된 간섭무늬는 일견 

순간적인 고압에 의한 분사로 생기는 공기 도의 소․ 차에 의한 효과일 것으

로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 효과는 무시 가능할 만큼 찾기 힘들며, 실제로는 

촛불에서와는 달리 압축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창하여 저압이 되면서 온도가 내

려가는 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홀로그래픽 간섭계 실험을 통해서, 유체에서 빛

의 광로차에 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압력 차에 의한 도의 소 이라기 보다

는 온도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노즐 분사 실험이 그 중요한 예

라 할 수 있다.

Fig. 4-5 Interferogram of nozzle without carrier fringe

Fig. 4-6 Interferogram of nozzle with carrier fringe

다. 자연 대류

    대류 현상은 온도차에 의한 유체 유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연구가 되

어왔다. 이 분야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실험적인 방법보다는 유한요소법(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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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ethod)에 의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물론 대

부분의 대류 현상이 기하학적 규모에 있어 실험하기에는 어려운 크기의 규모라

는 점도 많이 작용했겠지만 상대적으로 홀로그래피 방법의 적용이 많이 시도되

지 않은 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4-7은 hot plate 주위의 공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hot plate는 수평형의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hot plate 위의 경계면 주위에서는 간섭무늬의 간

격이 너무 조 해서 거의 간섭무늬를 구분하기가 힘이 든다. 또 사진에서 온도

가 높은 경우에 hot plate 경계 면의 상이 선명치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hot plate의 열이 위로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진행 방향인 앞․

위로도 불균일한 열 분포를 가짐으로써 초기의 상 geometry 에 향을 가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진으로부터 hot plate 중심이 더욱 격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Fig. 4-7 Interferogram of air flow around hot plate without carrier fringe

Fig. 4-8 Interferogram of air flow around hot plate with carrier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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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가시화 기록

    일반적으로, 홀로그래픽 간섭계를 이용한 유동의 가시화 연구에 있어서, 대

부분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이중 노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 현상

의 이해에는 연속적인 특성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단점을 가지는 방법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시간 홀로그래픽 간섭계로서, 연속 발

진 레이저를 이용한 유동 현상의 실시간 관측 및 기록이 가능하도록 고속카메라

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유동장이 발생하 을 경우의 유동현

상도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 다.

L : Lens
F : Fluid
HP : Hologram Plate
CCD : Charge Coupled Device
OSC : Oscilloscope
PG : Pulse Generator
FG : Function Generator
LDV : Laser Doppler Vibrometer

Laser : Nd-Yag Laser
SH : Shutter
BS : Beam Splitter
M : Mirror
SF : Spatial Filter
CL : Collimating Lens
DM: Deformal Mirror

Fig 4.9 Experimental setup 

    실험에 사용한 광학계의 구성은 Fig. 4.9와 같다. 실험 1과 거의 같은 조건

이지만 단지 진동물체와 LDV 및 오실로 스코프, 펄스제너레이터 그리고 LDV의 

레이저 빔을 위한 광분할기가 2개 더 첨가되었을 뿐이다. 홀로그램은 실험 1에

서 제작된 홀로그램을 계속 사용하 다. 이번 실험에서는 유동체가 LDV의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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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서 LDV 레이저빔의 파면에 미치는 향에 대해 분석한다. 함수 생성기

(Function generator)에서 가진기에 5∼10Hz의 주파수를 발생시켜주며, 고속카

메라(High-speed camera)로 유동체에 의해 빔 파면의 찌그러짐 정도를 파악한

다. 먼저 유동체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터 불과 실험실에서 사용되

어지는 압축 질소 가스, 그리고 유리판을 사용하 다. 이런 유동체로 유동장을 

발생시켜 각 레이저빔의 경로에 도 차을 인가해 파면을 왜곡시킴과 동시에 펄

스 발생기(pulse generator)에서는 펄스를 발생시켜 오실로스코프와 고속카메라

(High-speed camera)에 동시에 trigger 신호를 준다. 고속카메라에서는 고속 

상을 2 초간 약 1100 frames 을 잡는다. 또한 오실로스코프에서도 같은 시간동

안 동시에 LDV에서 나온 신호를 기록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고속카메라는 KODAK사에서 제작된 KODAK EKTAPRO 

EM Motion Analyzer라는 장치를 사용하 다. 이 장비는 측정하기 어려운 고속 

유동현상과 같은 운동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한다.

Fig. 4-10 High-speed camera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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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모니터 상에 보이는 이미지는 본 실험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되고 동

시에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 실험장비의 Record Rates는 50, 125, 

250, 500∼1000 full frames/seconds이며, 12000 splits frames/seconds가 된

다. frame의 저장은 400∼4800 full frame을 저장하며, 대략 58000 splits 

frames를 저장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500 full frames/seconds의 record 

rate로 실험을 하 다.

Fig. 4-11 Principle of LDV

    본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LDV(Laser Doppler Vibrometer)는 OMETRON VS100 

을 사용하 다. 기본적인 LDV의 원리는 Fig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이켈슨 

간섭계(Michelson interferometer)에 기본을 두고있다. 광원으로 헬륨-네온 레

이저(He-Ne laser)를 사용하고 이 빔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표면에 촛점을 

맞추어 조사되고, 재 반사되어 내부의 기준빔(reference beam)과 조합된다. 실

험물체가 움직일 때 signal 빔의 경로가 변하게 되며, 기준빔과 signal 빔 사이

에 간섭이 일어나 조합된 빔은 강도값(intensity)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표면

의 순간적인 속도를 전압값으로 얻어내어 주파수를 검출해 갈 수 있다.

표 4-1는 VS100 LDV시스템의 진동측정 및 주파수 한계범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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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Frequency limit of LDV

Frequency

response

Frequency limit, Hz

Velocity range, mm/s

"10" "100" "1000"

1

2

3

4

5

50

500

5000

50

500

5000

50000

500

5000

50000

~400000

본 실험에서 사용된 Frequency limit는 ○ 표 한 부분이다.

가. LDV 레이저빔의 경로에 불꽃으로 유동장을 생성시킬 때

    동기(Trigger) 신호와 동시에 인위적으로 라이터 불을 LDV 레이저 빔의 경

로에 집어넣어서 LDV 레이저빔의 파면을 왜곡시켰다. 이때 진동 물체의 주파수

는 함수 발생기로부터 5, 7, 10Hz로 신호를 주었다. 아래 그림들은 고속카메라

로 잡은 홀로그래픽 간섭 무늬 상과 LDV에서 나온 진동측정 오실로스코프 신

호이다.

    Fig. 4-12 (a)를 살펴보면 고속카메라에서 잡은 약 170번째 홀로그래픽 이

미지에서 라이터 불이 LDV의 레이져 경로에 향을 미치기 시작함을 알 수 있

다. 이때 라이터 불에 의한 간섭무늬가 무수히 많이 나타남을 Fig. 4-12(a)가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라이터 불에 의한 온도변화에 의하여 빔 경로의 굴절률이 변하여 레

이저빔의 파면이 찌그러져서 이러한 간섭무늬가 나옴을 알 수 있다. Fig. 

4-12(b)는 이때 나타나는 LDV의 신호이다. LDV 신호 또한 약 170번째에서부터 

파형이 찌그러짐을 알 수 있다. Fig. 4-12(a)의 동그라미 부분은 LDV 레이저 빔

의 크기와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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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recorded

F170F170

(b) LDV signal

Fig. 4-12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at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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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F300F300

 (b) LDV signal

Fig. 4-13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carrier fringe at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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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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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DV signal

Fig. 4-14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at 7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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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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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DV signal

Fig. 4-15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carrier fringe at 7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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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F340F340

(b) LDV signal

Fig. 4-16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at 10Hz



- 48 -

F320
 
F340

 
F350

 
F360

 
F370

F380
 
F390

 
F400

 
F410

 
F420

(a) Recorded interferograms

F380F380

(b) LDV signal

Fig. 4-17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carrier fringe at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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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V 레이저 빔의 경로에 뜨거운 공기노즐로 유동장을 생성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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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00

(a) Recorded interferograms

F430F430F430

(b) LDV signal 

Fig. 4-18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at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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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F165F165

(b) LDV signal

Fig. 4-19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carrier fringe at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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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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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at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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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F380F380

(b) LDV signal

Fig. 4-21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carrier fringe at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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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형거울로 LDV 레이저빔의 파면을 찌그려 트렸을 경우

    변형거울(Deformable Mirror)에 전압을 걸어 LDV의 파면을 찌그려 트려 LDV

의 레이저빔에 향을 주었다. 아래 그림들에서 (a)는 고속 카메라(High-speed 

camera)로 잡은 이미지이고 (b)는 LDV의 신호를 나타낸다.

    Fig. 4-22(b)에서 변형거울에 bias를 걸었을 경우의 오실로 스코프 신호를 

살펴보면 파형이 상당히 찌그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험 중 

LDV의 신호가 안정되지 못한 이유라 생각된다. Fig. 4-22(a)에서 파형이 찌그러

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오실로스코프 신호로 진동물

체의 진폭과 주파수는 거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Fig. 4-23(b)는 변형거울의 채널 10번에 -2000V의 전압을 인가하여 LDV 레

이저빔의 파면을 찌그려트렸을 경우의 오실로스코프의 신호이다. 변형거울에 의

한 향이 거의 없어 파형이 일정하게 관측됨을 알 수 있다. 

Fig. 4-24(b)는 변형거울에 bias 전압을 걸고 LDV의 레이저빔의 경로에 일반 유

리판 2개를 겹쳐 놓아 LDV 레이저빔늬 파면을 보다 더 찌그려 트렸을 경우의 오

실로스코프 신호를 나타낸다. 유리판 두개를 더 첨가하여 LDV 레이저빔의 파면

을 더욱 찌그려 트려보았지만 LDV에서 나오는 진동 신호는 거의 일정하게 관찰

됨을 알 수 있다.

    Fig. 4-25(b)는 변형거울의 bias 전압을 채널 10, 11, 15번에 각각 -1000V, 

-2000V, -5000V를 인가하고 LDV 레이저 빔의 파면을 찌그려 트렸을 경우의 오실

로스코프 신호를 나타낸다. DM의 변형이 더욱 커짐에 따라 LDV 레이저빔늬 파면

이 더욱 찌그러지게 된다. Fig. 4-25(b)를 살펴보면 LDV의 신호가 거의 불안정

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ig. 4-22, Fig. 4-23, Fig. 4-24, Fig. 4-25를 비교하여 보면 레

이저의 파면(wave front)의 찌그러짐 정도에 의해 LDV의 진동측정 가능성을 알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ig. 4-22(a), Fig. 4-23(a), Fig. 4-24(a)의 간섭무늬

를 보면 fringe가 약 4개가 걸쳐있고, Fig. 4-25(a)는 간섭무늬가 약 6개 정도

가 걸쳐있다. 이는 두 파장의(2 wave) 정도의 파면(wave front)의 변형이 있다

면 파면의 변형에 관계없이 LDV로 진동측정이 가능하지만 3 wave 정도의 파면의 

변형이 있다면 진동측정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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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b) LDV signal

Fig. 4-22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DM bias-on at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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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ed interfe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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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DM bias and -2000V on ch10 

            at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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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DM bias-on and two glasses 

          at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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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DM -1000V, -2000V, -5000V in 

ch10, 11, 15 at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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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조에 물을 넣어 LDV의 wave front를 찌그려 트렸을 경우

    Fig. 4-39는 수조에 물을 넣은 후 LDV 레이저빔의 파면에 향을 무었을 때

에 측정한 오실로스코프의 신호이다. 유동하는 온도 차이가 있는 물에 의해 LDV

의 레이저빔의 파면이 향을 받았지만 이 정도의 파면왜곡으로는 진동 신호가 

일정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F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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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40

 
F360

 
F380

(a) Recorded interferograms

(b) LDV signal

Fig. 4-26 Interferograms and LDV signal with water(14℃) in the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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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파면왜곡 실험결과 정리

    본 연구에서는 유동장에서의 굴절률변화에 의해서 생성되는 레이저 빔의 광

로차에 의해 생성되는 간섭패턴을 통하여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유동 양상을 가

시화 하 다. 이런 유동양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

차, 항공기 산업 등의 많은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유동체 흐

름을 가시화 하는 것은 유동의 분석에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일정한 

유동성을 갖는 유체보다는 유동양상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

고 또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연구를 수행 가능하게 했

다. 

정량적인 해석을 위한 유한간섭무늬(finite fringe pattern)을 얻기 위해 기준

무늬(carrier fringe)를 실을 수 있게 하 다. 물론 정성적인 분석이 쉬운 무한

간섭무늬(infinite fringe pattern)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촛불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압축 질소 가스의 유동, hot plate등의 유

체를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 홀로그래피 방법이 다른 방법들 보다 유용하다는 것

을 확인 하 다.

둘째, 홀로그래피 간섭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분해능(resolution)이 높기 때

문에 유동의 상태를 더욱 면 히 관찰 할 수 있었다.

셋째, wedge를 넣은 광학요소를 사용함으로써 carrier fringe를 실어 정량적인 

해석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넷째, 저속유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동을 가시화 하 으며, 고속 유동의 경우에는 CCD로 그 유동양상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고속 카메라(High-speed camera)를 이용하여 고속유동양상을 가시화 

하는데 성공하 다.

다섯째, 유동체가 일반적인 진동측정 장비인 LDV의 레이저 빔 경로에 향을 주

었을 경우 LDV의 신호 또한 유동체의 향으로 인하여 신호가 불규칙하게 변함

을 알수 있었다.

여섯째, 유동장이 LDV의 wave front에 미치는 향을 홀로그래픽 간섭법으로 가

시화 하면서 LDV의 신호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일곱째, front wave의 찌그러짐 정도를 파악하여 LDV로 진동측정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60 -

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동층을 지나는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 저하를 폐회

로 파면보정 적응광학계를 사용하여 보상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

로, 파면왜곡을 유발하는 유동체를 지나는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진동측정 성능을 

실험적으로 측정/분석하 다.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레이저빔이 지나는 유체 역의 파면왜곡을 측정하기 

위한 실시간 홀로그래피 간섭계 장치 개발하여 고속 디지털 카메라를 결합하여, 진

동측정 장치의 레이저빔과 같은 경로를 지나는 간섭계 레이저빔의 파면왜곡을 실시

간 측정하고 분석하 다.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와 동기된 고속카메라의 간섭무늬로 

파면 왜곡정도와 진동 측정 성능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유체 유동현상에 의해 파

면왜곡이 심해지면 진동측정장치의 성능이 저하됨을 정량적으로 보 다.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 레이저 빔의 지름(20-24mm)의 1/2 역 이상에서 왜곡이 있으면

(3-5파장) 진동측정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전체 역에서 불규칙 

왜곡의 경우 2파장에서 측정이 어려웠고, 주파수 향은 5-10 Hz 범위에서는 거

의 없는 결과를 얻었다.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파면왜곡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실시간 파면

보상으로 유동체에서의 진동측정 성능향상을 위한 적응광학계 도입 기본 자료를 

확보하 고, 이를 바탕으로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파면보상 장치 사양을 결정

할 수 있었다.이 연구결과는 유동체 속에 있는 물체의 원격 진동측정 성능을 분

석함과 동시에 차기년도 적응광학계를 이용한 유동체에서의 진동측정 기술 개발

에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적응광학을 사용한 간섭계측 장치의 유동 보

상 기술은 레이저 진동측정장치(LDV) 뿐 아니라, 일반적인 레이저 간섭계측 장

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에는 적응광학 이론으로 적용이 가능하리라

고 생각되고 있는 단계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앞으로 계측 광학 장치의 응용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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