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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유동체 안에 있는 물체의 원격 진동측정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레이저 진동측정장치(LDV)는 레이저빔을 사용하는 원격 비접촉 진동측정 

장치로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종의 간섭계 장치이므로 레이저빔

의 경로 중에 유동체가 있으면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광

학계를 사용하여 유동체를 지나는 레이저 진동측정장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능

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해연도에는 유동층을 지나는 레이저 

원격 진동측정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적응광학계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고속 2축 빔위치 이송 광학장치를 사용하여 동체 내부의 진동측정을 실험

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2차년도인 당해연도의 연구내용은 200Hz 급의 고속 빔이송 적응광학계를 구

성하고 적응형 빔 경로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10-30Hz 정도의 진동을 측정하

는 LDV의 유동체에 의한 성능저하를 보정하는 연구와 파면왜곡에 따른 성능저

하를 적응광학계에서 사용하는 고속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정 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유동 가시화 및 측정을 위한 400 Hz 급의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 개발과 실제 유동층을 지날 때 파면측정 장치로 측정한 파면왜곡 

정보와 레이저 진동 측정 장치의 신호를 비교/분석하여, 유동현상이 레이저 진동

측정 장치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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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가 유동층을 지날 때의 파면왜곡을 측정하기 위한 

400Hz 급의 고속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를 개발하 고, 이 장치를 이용

하여 유동층 내에서의 LDV 빔의 파면왜곡과 진동측정 성능저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다. 또한 고속 2축 이송 거울을 사용하여 LDV 레이저빔의 빔 이동을 

보상함으로써 진동측정 성능이 향상됨을 실증하 다. 

    유동현상과 진동측정장치 성능 실험 결과 유동현상에 의해 파면왜곡이 심해

지면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이 크게 저하됨을 측정하 다. 레이저 진동측

정 장치 레이저빔의 지름(20mm) 이상에서 2파장의 왜곡이 있으면 진동측정 성

능 크게 저하(1파장 이내에서는 측정)되었고, 전체 역에서 불규칙 왜곡의 경우 

2파장에서 측정 불능을 보 다. 빔 이동을 보상함으로써 10 - 30 Hz 역에서 

진동 측정 성능이 향상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에 원자력중장기에서 축적된 적응광학기술을 

이용하여 타 분야 응용기술을 배양하고,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다. 향후 LDV 뿐 아니라 레이저 간섭계 계측 장치의 성능 

분석 및 보정 연구에도 본 연구로 축적된 고속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

며, 국방분야 등의 타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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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pler vibrometer(LDV), the 

wavefront of the laser beam of the LDV become distorted and the 

performance of LDV become degraded seriously. In this project, the effect of 

wavefront distortion of laser beam of a LDV in the turbulence media was 

investigated for application of adaptive optics to LDV. A high-speed tip/tilt 

adaptive optics system and closed-loop steering algorithm were developed for 

real-time correction of the direction fluctuation of the laser beam of LDV.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research, a high-speed Shack-Hartmann wavefront sensor(400 Hz) 

for a performance study of laser vibrometer in the turbulent media are 

performed. Also a high-speed steering mirror system with a closed-loop 

steering alrorithm was us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LDV through some 

turbulent media and feasibility study of adaptive optics in LDV system. The 

wavefront patterns of the LDV laser beam through turbulent media are 

compared with the vibration signal obtained by L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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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The effect of wavefront distortion of laser beam of a LDV in the 

turbulence media was investigated using a high-speed Shack-Hartmann 

wavefront sensor. The 400 Hz Shack-Hartmann wavefront we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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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the turbulence media induced large wavefront distortion and degraded 

the performance of the vibrometer. The high-speed tip/tilt steering mirror and 

closed-loop steering algorithm were applied to real-time correction of the 

direction fluctuation of the laser beam of LDV.

    From the experiments, when the wavefront distortion is above 2 

wavelengths in the cross section of the laser beam(dia. 20 mm), the vibration 

signal from laser vibrometer was severely degraded. When the wavefront 

distortion is smaller than one wave, the vibration signal was good. The 

measuring performance of the LDV was improved when the steering system 

was applied to LDV at the vibration frequency range of 10 Hz - 30 Hz.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From the this research, high-speed closed-loop tip/tilt control technique 

of the laser beam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laser metrology area. The 

closed-loop wavefront correction system remove degradation of visibility of a 

laser Doppler fringe pattern due to wavefront distortion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LDV in turbulent media. This remote vibration measurement 

technology using adaptive optics system are applicable to the new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through a turbulent media. In the future, the adaptive 

optics system for wavefront correction will be applied to other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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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연구는 유동체를 지나거나 유동체 안에 있는 물체의 진동을 레이저 도플

러 진동측정기(LDV)로 측정할 때, 유동층에서 레이저빔의 파면을 왜곡시키고 레

이저빔의 위치를 움직임으로써 LDV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적응광학의 기술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DV는 일종의 간섭계를 이용하는 원격 진동측정 장치로, 수십 미터 이상의 

원거리 진동감시나 비접촉 진동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동체에서는 

레이저 파면이 심하게 변형되고, LDV의 진동측정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레이저빔의 파면왜곡을 측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이 적응광학(adaptive 

optics) 기술로 파면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폐루프 보정(closed-loop correction)

하여 파면을 복구시키는 기술이다.

    유동층에 의한 간섭 가시도 저하는 저차의 파면을 고속 보정함으로써도 상

당부분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적응광학 기술로 파면왜곡 보정이 가능

하다면 LDV의 성능저하를 보상할 수 있다. 그간 본 연구팀에서는 레이저가공 

및 광계측 기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 신호처리 기술을 축적

하 고, 레이저 원격전송 기술개발을 통하여 실시간 레이저 파면보정을 위한 적

응광학 기술을 축적하 다.

    적응광학 기술은 천체 망원경이나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로 현재까지는 

레이저 분광학, 레이저 무기 등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로 장비가 고가이고, 구동 

알고리즘이 어려워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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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개발 및 보유한 장비와 그 동안에 축적된 기

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유동장에서의 레이저 진동측정 기

술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본 연구는 2년간 수행된 것으로써 당해연도는 2년 중 2차년도 이다. 1차년도

인 전년도에는 홀로그래피 간섭계와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는 실시간 가시화 장

치를 사용하여 유동체 내에서의 레이저 도플러 진동측정 성능저하의 원인 분석

하고 광학계 재구성과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한 유동현상 보상 기술 제시하 다. 

이를 위하여 고속 홀로그래피 간섭계에 의한 파면정보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파

면왜곡과 진동측정 성능저하 정도와 적응광학계 적용을 위한 성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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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 가시화 및 측정을 위한 간섭계 장치 개발과 실제 유동층을 지날 때의 

간섭계로 측정한 파면왜곡 정보와 레이저 진동 측정 장치의 신호를 비교/분석하

여, 유동현상이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유동

체 내에서의 LDV의 진동측정 성능저하의 원인 분석하기 위하여 유체가시화 용

의 홀로그래피 간섭계를 개발된 장치는 실시간 간섭계 방식으로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시간 간섭무늬 왜곡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하 다. 유동층에서의 파

면왜곡 정보를 측정하여 파면왜곡과 진동측정 성능저하의 상관 관계를 실험적으

로 분석하 다. 유동현상에 의해 파면왜곡이 심해지면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이 크게 저하됨을 LDV와 동기된 간섭무늬로 정량적으로 측정하 다.

    2차년도인 당해연도에는 2축 빔이송 광학장치(fast steering optical system)

을 이용하여 레이저빔의 이동 효과를 보상하는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시간 홀

로그래피 간섭계보다 LDV 레이저빔의 고속 파면왜곡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Shack-Hartmann 파면측정장치를 이용하여 LDV의 유동층에서의 파면왜곡

과 진동측정 성능과의 관계를 정량화 시켰다. 200Hz 급의 고속 빔이송 적응광학

계를 구성하고 적응형 빔 경로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10-30Hz 정도의 진동을 

측정하는 LDV의 유동체에 의한 성능저하를 보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성능향상 

결과를 얻었으며, LDV의 He-Ne 레이저빔의 파면왜곡에 따른 성능저하를 적응

광학계에서 사용하는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정 하게 분석

하 다. 그 결과 2축 빔이송 적응광학계 적용 및 LDV 측정성능 향상 가능성 실

험적 실증을 이루었고, 이를 위해 200 Hz 급의 2축 적응광학계 장치구성 및 구

동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또한 빔 이동현상에 따른 LDV 성능저하 조건 확보 

및 2축 이동거울을 사용하여 적응형 보정을 실증하 다. 파면왜곡에 다른 LDV 

성능저하 및 파면보정 적응광학계 조건 도출을 위해 파면왜곡에 따른 진동측정

장치 레이저빔 퍼짐 현상 및 진동측정 성능저하의 실험 자료를 확보하 으며, 

LDV 성능 유지를 위한 파면왜곡 보정 적응광학계 조건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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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적응광학 기술

    적응광학(Adaptive Optics, AO)은 1953년 Horace Babcock
[1]
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는데, 단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정보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당시에는 

실현이 불가능하 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군사 분야와 천문관측분야를 중심

으로 발전하 다. 이 기술은 광학계를 지나는 빛의 파면을 순간적으로 측정하고 

광학계가 위상을 보상하도록 변형하여 각종 수차와 왜곡을 보정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다.
[2]
 고출력 레이저빔의 파면을 보정하여 장거리를 전송하면서도 좋은 빔 

패턴을 유지하도록 하는 레이저빔의 장거리 전송과 고 정  상광학계에 주로 

사용된다.

    고출력 레이저빔의 장거리 전송을 위한 적응광학 기술은 군사목적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왔는데, 최근에는 항공레이저(Airborne Laser, ABL) 프로젝트에서 

고출력 레이저빔을 200 km까지 전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적응광학 기

술을 이용한 레이저 전송기술의 산업적 응용은 대기 중에서의 레이저 통신, 우주

공간으로의 에너지 전송 그리고 고출력 레이저가공 분야를 들 수 있다.

제 1 절 적응광학 기술의 발전

    적응광학 기술은 저궤도위성의 판독을 위한 군사목적으로 연구되어온 상

기술이다. 특히 대기유동(Atmospheric turbulence)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의 질

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적응광학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연

구의 활기를 띄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천체 망원경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지

상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천문학자의 입장에서는 대기유동에 의한 별의 반짝임은 

가장 큰 방해요소이다. 대기의 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를 보정

하여 선명한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적응광학 기술이 도입되었다. 적응광학 장치

를 장착한 첫 번째 지상 천체 망원경은 칠레에 있는 3.6 m급 망원경이고, 현재는 

하와이의 Keck 천문대 등에서 우주관측용 지상 천체 망원경에 적용되고 있다.
[5]

    1990년 이후 적응광학 기술은 변형거울과 제어용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여러 분야에서의 응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고출력 레

이저빔의 장거리 전송 분야와 현미경이나 내시경 등 고품질 의료 상 분야에서 

적응광학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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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빔의 장거리 전송분야에서 요구되는 적응광학계는 고출력 레이저빔을 

제어하여 장거리 전송 또는 고 도의 집속을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레이저빔의 장거리 전송에서는 고출력의 자유전자레이저(Free Electron Laser, 

FEL)빔을 구경이 큰 변형거울을 사용하여 고출력 에너지를 인공위성에 전송하여 

태양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보다 인공위성의 출력이 증가하도록 하는 용도로 이용

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출력 레이저는 레이저 매질이 열 때문에 불균일한 분포를 

갖게 되므로 레이저빔을 이론 한계까지 집속하기가 곤란하게 되는데 적응광학계

를 사용하여 높은 strehl ratio (~0.9)의 값을 만들 수 있다. 레이저빔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용 레이저에 맞는 특정한 파장에서 적응광학계를 개발해야한다. 

    상분야에서 요구되는 적응광학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strehl ratio (~0.5)로

도 충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파면 보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파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어 파면측정과 보정 장치의 개발에 부품 선

택의 폭이 넓다. 최근에는 사람의 눈에 대한 적응광학 관련 연구들이 활기를 띄

고 있는데, 눈의 내부구조를 관찰하거나 망막을 측정하여 시력을 보정하는 용도

로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제 2 절 적응광학계의 구성요소

 

가. 기준 광원

    천문관측 분야에서 지상 천문대에서의 관측성능을 우주에서 보다 높이기 위

해서 기준별(Reference/Guide star)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의 기준

별은 천문관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기유동에 의한 파면의 왜곡을 연

속적으로 측정하고 보상해야하는데 관측대상으로부터 일정한 측정 각(Isoplanatic 

angle)이내에 광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밝기의 별(Natural Guide Star, NGS)이 

있다면 이 별을 사용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대상 주변에 NGS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상의 별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가상의 별은 레이

저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이것을 LGS(Laser Guide Star) 또는 Laser beacon이라

고 부른다. LGS로 사용하기 위한 레이저는 가시광선 대역에서는 5등성, 적외선 

대역에서는 10등성 이상의 밝기가 요구되므로 고출력을 가지는 레이저가 필요하

게 된다. 최근 미국의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10 

m급 대구경 천체 망원경의 적응광학계에 사용되는 색소레이저의 출력은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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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에 이른다.

나. 파면측정 장치

    파면측정 장치(Wavefront sensor)는 보통 임의의 파면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되지만 변형거울과 함께 사용하여 왜곡된 파면의 보상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장치는 광학적인 부분과 전자회로, 컴퓨터로 제어되

는 데이터의 수집과 기억장치, 그리고 시스템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일

반적으로 파면의 측정은 입사된 레이저빔에 대해 변형된 파면을 기준 파면과 비

교하여 구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적응광학계에서는 파면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위상을 재구성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1) 층 리기 간섭계 (Shearing interferometer)

    기준이 되는 파면과 구하고자 하는 파면의 간섭으로 약간 이동된 두 개의 

간섭된 파면으로부터 파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 개의 이동된 파면

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주로 격자를 사용하여 파장에 무

관한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입사된 파면이 둘로 나뉘

어져 서로 일정한 변위를 가진 후 다시 결합되어 간섭무늬를 만들게 된다. 만약 

두 빔의 광경로(Optical Path Length, OPL)가 같으면 간섭성이 거의 없는 광원

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섭이 가능하다. 층 리기 간섭계에서의 간섭무늬는 파면

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고, 일반 간섭계와 마찬가지로 위상이동 방법 등을 사용

하여 전체 파면의 위상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2)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

    Hartmann 센서의 특수한 형태인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는 적응광

학 장치의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면측정 장치이며, 층 리기 간섭계와 

마찬가지로 파면의 기울기를 측정한다. 작은 렌즈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렌즈를 

사용하여 파면을 여러 개의 부분 역(Subaperture)으로 나누고, 각각의 역으로

부터 독립된 상점을 얻는다. 기준 파면의 상과 측정하고자하는 파면의 상

에 대한 상점의 위치 변화가 각 역에 해당하는 파면의 기울기 정보를 가지

고 있으며 이들 전체를 합하여 파면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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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률 센서 (Curvature sensor)

    곡률 센서는 초점평면의 앞뒤에서 단면에 대한 빔의 세기를 측정하여 비교

함으로써 파면을 측정한다. 즉, 외부 초점평면에서의 파면의 형태를 비교하여 측

정하는 것이다. 곡률 센서의 신호는 파면의 안쪽에서는 파면의 라플라시안에 비

례하고, 파면의 끝 부분에서는 방사상의 기울기에 비례한다. 초점평면 주위의 콘 

형태의 빔과, 초점평면 앞과 뒤의 외부 초점평면으로부터 초점평면과의 거리를 

외부 초점거리라고 하며, 이 값의 측정은 곡률 센서의 성능과 접한 관계가 있

다.

다. 파면보정 장치 

    레이저빔의 파면을 측정하여 왜곡된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파면보정 장

치(Wavefront correction device)가 필요하다. 파면보정 장치는 크게 나누어 투과

형과 반사형이 있다. 투과형은 광의 경로에서 굴절률을 바꾸어주는 방식인데, 굴

절률 변조의 범위가 작아서 파면보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레이저빔이 매질에 

투과하면 매질의 상태와 파장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파면보정의 

범위와 공간분해능이 낮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나 소형으로의 제작

이 가능하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많은 발전이 예상된다. 반사형은 반사면

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보정하는 방식이다. 반사형의 대표적인 장치는 변형거울이

다.

    최근의 적응광학계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변형거울의 장점은 거울

면과 변형을 제어하는 작동기의 선택성이 넓다는 것이다. 변형거울의 작동기는 

PZT(Lead Zirconium Titanate)를 많이 사용하 는데, 열에 약하고, 시간이 지나

면서 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서 정 도와 내구성이 좋은 PMN(Lead 

Magnesium Niobate)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변형거울은 거울면의 변형을 제어하

는 방식에 따라서 Segmented, Monolithic, Bimorph/Membrane등의 형태로 제작

된다.

라. 제어 장치

    제어장치는 파면측정 장치로부터 측정된 왜곡된 파면의 정보로부터 파면을 

재구성하고, 파면정보로부터 최적의 보정신호를 계산하여 변형거울과 같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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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장치를 제어해야한다. 일반적으로 파면정보를 재구성하고 보정신호를 계산

하는 과정은 행렬계산법을 이용하는데, 많은 계산 량이 요구되므로 고도의 계산 

능력을 갖춘 연산 장치가 필요하다. 적응광학계의 제어방법은 크게 지역제어

(Zonal control)와 모드제어(Modal control)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제어는 변형거울

의 서로 독립적인 작동기 위치에 대응하는 부분 역에서 측정된 파면정보로부터 

보정신호를 계산하여 제어하는 방법이고, 모드제어는 파면수차를 표현해주는 

Zernike 다항식과 같은 일정한 기저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하고, 각 모드에 

해당하는 구동신호를 계산하여 변형거울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모드제어는 대부

분 저차수의 파면보정에 사용되며 작동기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지역제어나 모

드제어에서 보정효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 

제 3 절 적응광학 기술의 응용

    적응광학 기술을 이용한 레이저빔의 원격전송, 고출력 레이저 응용 분야, 국

방 분야, 천문관측 분야 그리고 의료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가. 자유전자레이저(FEL)의 레이저빔 인공위성 전송
[6]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BNL)는 

정지궤도의 통신위성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유전자레이저의 향상된 출력의 레이저빔을 전송하

여 통신위성의 용량을 5 KW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LBNL은 IFRA(Ignition Feedback Regenerative 

Amplifier)라고 하는 새로운 자유전자레이저 시스템을 고안했는데, 이 방법으로 

200 KW의 출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레이저빔을 전송하는 일은 12 

m 구경의 변형거울을 사용한 적응광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성공한다면 레이저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한 대의 40 KW

급 인공위성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는 기존의 인공위성 6∼8대를 대체할 것이

며, 이로써 5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이와 같은 프로젝트

는 그 타당성 검사에 머무르고 있지만 연구비와 각기 다른 연구 분야의 전문가

들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고출력의 자유전자레이저를 개발

하고 에너지를 전송하는 일들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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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출력레이저의 왜곡보정 기술
[7]

    고출력 레이저 개발이나 응용을 위해서는 순간 출력을 높이는 기술과 고

도로 집속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출력 레이저에서는 레이저 매질이 열 

때문에 불균일한 분포를 갖게 되고, 레이저빔을 이론 한계까지 집속하기가 곤란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응광학 기술이 도입되어 컴퓨터와 

연동되는 변형거울을 이용해서 레이저광의 일그러짐을 보정하는 장치가 개발되

었다. 현재는 적응광학장치에 위상공액파를 발생시키는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여 

레이저빔의 일그러짐을 보정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위상공액파가 발생하는 과정은 매질 자신의 비선형 광학 효과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없어 소형화가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위상공액파의 발생에 필요한 광경로를 외부에서 

형성하는 링 루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고출력 레이저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보정 정 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 다.

다. 미사일 격추용 레이저
[8]

    미 국방부가 연구 중인 항공레이저(ABL)는 200 ~ 300 km 거리에 있는 스커

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빔을 장착한 비행기이다. 

ABL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적응광학 기술을 이용하여 레이저빔이 공기 중에서 산

란에 의하여 멀리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부터이다. 낮은 출력의 레이저

를 목표물에 발사하고 반사된 레이저 신호로부터 공기 중의 산란 정도를 계산하

여 수초 이내에 변형거울을 조절하여 강력한 레이저빔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ABL은 고효율의 산소-요오드 화학레이저(COIL)를 사용하여 

낮은 전력으로 고출력의 레이저를 발생시킨다.

라. 빛을 이용한 거울의 냉각
[9]
 

    중력파 측정 장비인 LIGO(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wave 

Observatory)와 VIRGO 간섭계에서 원자단위보다 작은 시공간의 휘어짐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극히 안정된 거울이 요구된다. 간섭계를 이용한 측정에서 거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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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있는 매질의 난류에 의한 상의 일그러짐뿐만 아니라 거울자체의 열잡음에 

의한 상의 일그러짐도 보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울의 미세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Heidmann 등은 레이저빔의 압력을 이용하여 거울의 열적 요동을 측정하고 

1/20 줄이는데 성공하 다. 제어하고자 하는 거울과 평행하게 다른 거울을 놓아 

공진기가 형성되도록 하고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거울의 미세한 움직임을 간섭계 

방법으로 측정한다. 측정된 신호는 다른 레이저의 세기를 조절하는데 이용되고, 

세기가 조절된 레이저빔이 거울에 입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마. 하늘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적응광학 보정
[10]

    적응광학계를 이용하면 대기의 난류에 의한 별빛의 왜곡을 실시간으로 보정

함으로써, 원리적으로는 망원경의 이론적인 성능의 한계치인 회절한계에 이를 수 

있게 한다. 현재는 8 m급의 망원경에 설치된 적응광학계를 사용하여 공간분해능

과 측정감도가 기존의 결상계에 비하여 100배 이상 향상되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의 밝은 기준별에 의한 수 아크초(arcsecond) 이내의 매우 좁은 하늘 역에 

대해서만 적응광학계에 의한 보정이 이루어졌었는데, 다수의 기준 별들을 사용하

여 대기 난류의 내부 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전 하늘 역에서 적응

광학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인 제안이 있었다. 

    Ragazzoni등은 중심별에서 15 아크초 떨어진 비축상의 3개의 기준별을 이용

하여 대기난류의 상태를 예측하여 파면의 보정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다. 비축상

의 별들을 이용하여 중심별의 파면왜곡을 계산하 고, 이 결과를 중심별에서 직

접 측정한 파면의 왜곡 결과와 비교하 다. 비교에 따르면 대기 난류 상태 예측

을 통하여서도 파면의 왜곡을 92 %나 보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제까지 전 하늘을 회절한계의 분해능으로 관측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벽으로 

여겨지던 적응광학계의 문제점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바. 시력의 정 검사
[11]

    적응광학 기술을 활용하여 시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 연구는 출력이 낮은 레이저빔을 눈에 입사시키고 밖으로 반사되는 

정보를 측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반사광은 217개의 레이저빔으로 나누어져서 파면

측정 장치로 측정한다. 파면측정 장치는 각 레이저빔의 편차를 분석해서 눈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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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과 수정체에 있는 미세한 결함이나 변이(수차)를 찾아내어 보정하게 되는 것이

다. 현재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2가지의 난시만 측정이 가능한데,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하면 65가지의 난시를 찾아낼 수 있다. 가까운 시기에 콘택트렌즈나 

외과수술의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의 내부구조 관찰: 미국 로체스터 대학 적응광학 연구팀은 레이저 시스템

으로 눈의 안쪽을 세 하게 그려내는 과정에서 망막에 명확한 상이 맺히는 것은 

원추세포들의 규칙적인 정렬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원추세포에는 짧은 

파장의 파란빛을 볼 수 있게 하는 S세포와 중간 파장의 녹색 빛에 반응하는 M

세포, 긴 파장인 붉은 빛에 반응하는 L세포 세 가지가 있다. 뚜렷한 상을 맺는 

망막의 부분들은 파란빛을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원추세포들은 M세포와 L세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원추세포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

로 없었는데, 적응광학 기술로부터 이를 실현하 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원추세

포를 비교한 결과 M세포와 L세포의 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색을 인식하는데 차

이가 별로 없었다. 이 결과로부터, 인간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상 장치

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산 장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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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레이저빔 파면왜곡 측정 및 보정장치

제 1 절 개  요

    파면측정 장치는 파면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변형거울과 함께 사용하여 

왜곡된 파면의 보정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적응광학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장치의 구성은 광학장치들과 전자회로, 컴퓨터로 제어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기억

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제어용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어용 

컴퓨터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위상을 재구성하여 파면의 정보를 저장하

고, 그래픽의 형태로 결과를 화면에 나타내어준다. 현재, 파면측정 장치는 여러 

종류의 장치들이 개발되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의 기원인 Hartmann 시험은 본래 광학계의 

수차를 기하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Hartmann에 의해서 

제안되어졌다. 이 시험은 방사형으로 작은 구멍들이 뚫려져있는 Hartmann 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잘 정렬된 빔이 Hartmann 판을 통과하여 작은 빔들로 나누

어지게 되고, 이 빔들이 측정하고자하는 시험렌즈를 지나면서 렌즈의 정 도에 

따라 광경로가 바뀌게 되어 초점면에서 렌즈의 수차를 계산할 수 있다. 현대적인 

형태는 Shack과 Platt가 렌즈들의 배열을 사용하여 소개하 으며, 다양한 방법으

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는 파면을 빠른 속도로 측정할 수 있고 비교

적 설치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성 요소들의 정렬과 높은 품질의 렌즈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간섭계를 구성하지 않고도 빠르고 민감하게 파면을 측

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장치는 작은 렌즈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배열렌즈와 2

차원 광 검출 센서인 CCD 카메라 그리고 파면분석 알고리즘을 포함한 제어용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파면측정 장치로부터의 상신호를 상수집 장치가 내

장된 제어용 컴퓨터로 저장하여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파면의 정보를 분석할 수

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에 대한 기본 원리

와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레이저 파면에 대한 상정보인 

Hartmann 상점으로부터 중심점 추출과 기울기계산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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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의 개발

가. 파면측정의 원리

    파면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위상이 같은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면을 뜻

하는데, 파면 위의 모든 점에서 진폭이 고정된 값을 가지면 파동함수 또한 파면 

위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잘 정렬된 레이저빔이 Shack-Hartmann 파면

측정 장치로 입사되어 작은 렌즈들로 구성된 배열렌즈를 통과하면 각각 국소적

인 역으로 나눠지게 되고, 작은 렌즈의 초점면에서 파면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계산할 수가 있다. 

    레이저빔이 입사하여 배열렌즈를 통과한 후 파면수차에 의해 Hartmann 

상점이 초점면에서 이동되는 국소적인 변위를 하나의 작은 렌즈를 예를 들어 생

각해 보자. 그림 3-1은 작은 렌즈를 통과한 빔이 파면수차에 의해 초점이 이동되

는 원리를 도식화하 다. 파면수차는 상점의 중심점과 작은 렌즈의 중심으로부

터 나타나는 탄젠트 성분을 참조파면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파면수차를 측

정하기 위해서 측정해야하는 대상을 정리하면, 수차에 의한 파면과 기준파면 사

이의 경로차 측정 또는 출사동에서 근접한 이웃의 점들 사이에서 위상차 측정 

그리고 작은 렌즈의 초점면에서 중심점의 이동을 측정하여 파면의 수차를 계산

할 수가 있다.

Wavefront Slope

Spot 
deviationFocal length

Wavefront

Single
Subaperture y,x ∆∆

s

z

y

x

f

W

d

Wavefront Slope

Spot 
deviationFocal length

Wavefront

Single
Subaperture y,x ∆∆

s

z

y

x

f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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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rinciple of wavefront measurement in small lens ape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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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에 의해 파면이 기울어져(Tilt) 있다고 가정하면, x축 방향으로의 초점

의 이동정도는 Δx= f (W /d)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레이저의 빔의 기울어진 

파면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원형개구를 통과한다면 스크린에서의 최대강도는 

Airy 원판의 중심에 위치할 것이다.

I ∝ 
J
2
1 (R)

R
2

 (3-1)

여기에서 R= W d (x 2+y 2) 1/2 / f이다. 결국 기울어진 파면에 대한 기울기 s
x와 

초점에서의 상점의 이동변위 Δx는 식 3-2를 만족하게 된다. 

s
x
=
xa- xr
f

=
Δx
f
=
W
d

 (3-2)

여기에서 xr과 xa는 기준파면과 왜곡파면의 상점의 위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y축 방향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측정값이 1차원일 경우에 선형으로 배열된 각각의 렌즈에 대한 국소변위를 

그림 3-2 a)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위상차를 측정하 다면 그림 3-2 b)에 나타

난다. 파면은 연속적이므로 그림 3-2 c)에서와 같이 각각의 국소변위를 연결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1차원 파면의 재구성이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원 파면W (x,y)의 재구성도 가능하게 된다.

x

x

x

W

dW

Local T ilt

a)

b)

c) 
x

x

x

W

dW

Local T ilt

a)

b)

c) 

Fig. 3-2 Wavefront reconstruction from local til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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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

    그림 3-3은 실험실에서 제작한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의 실제모습

이다. 제작된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는 빔 축소 광학계와 작은 렌즈들

의 배열로 이루어진 배열렌즈 그리고 CCD 카메라로 구성되어있는데, 광학장치들

의 배치에 대해 그림 3-4에 나타내었고, 이들의 사항을 표 3.1에 보 다.

CCD Camera

빔 축소 광학계

영상중계렌즈
CCD Camera

빔 축소 광학계

영상중계렌즈

Fig. 3-3 Shack-Hartmann wavefront sensor

L1
L2 AL M1

M2

L3

Camera

Translator

L1 L2 AL M1

M2

L3

Camera

Translator

Fig. 3-4 Optical system for Shack-Hartmann wavefron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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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3-1 Specification of Shack-Hartmann wavefront sensor

광 학 장 치 특             성

Lenslet Array (LA)
Monolithic Lenslet module, 16x16 lenslet, f 45 mm, 
pitch : 500 μm material : BK7

CCD Camera
PULNIX TM7-CN, RS-170, IT type, 768×494 pixel, 
cell size 8.4×9.8 μm

Lens1 (L1) Doublet φ60 mm, f 300 mm, BK7SF5

Lens2 (L2) PCV φ25.4 mm, f -65 mm, BK7

Lens3 (L3) Telecentric f 55 mm, F/2.8

Mirror (M1, M2) BBAR 400∼700 nm, φ25.4 mm

Translator Newport, distance : 50 mm

    레이저에 대한 파면의 왜곡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hack-Hartmann 방식의 

파면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상신호의 분석 및 처리 장치를 구성하여 처리된 신

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적응광학계의 파면보정 실험에 적용하 다. 본 실험에

서는 레이저빔의 파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He-Ne 레이저를 사용하 다. 적응광학

계에 입사되는 레이저의 빔을 공간필터(Spatial filter)를 사용하여 확대시키고 시

준렌즈(Collimation lens)를 사용하여 잘 정렬시킨 후 파면측정 장치에 입사시킨

다. 레이저빔은 변형거울을 거치면서 구경이 2 인치인 잘 정렬된 상태의 파면을 

가지고 파면측정 장치에 입사하게 된다. 레이저의 파면은 빔 축소 광학계를 거치

면서 구경이 7 mm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배열렌즈를 거치면서 작은 역들로 

나눠진다. 나누어진 빔들은 상중계렌즈를 거치면서 2차원 상 검출기인 CCD 

카메라에 작은 렌즈들에 의한 상점들을 만들게 된다. 상점들을 상처리 보

드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저장하고 분석하 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그림 

3-5에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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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Wavefront measurement using array lenses

다.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의 구성요소

(1) 배열렌즈(Lenslet array)

Fig. 3-6 Photo of array lens in Hartman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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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렌즈 또는 MLM(Monolithic Lenslet Module)은 그림 3-6에 보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미국 AOA사의 제품으로 초점거리가 45 mm이고, 500

μm의 간격으로 에폭시(Epoxy)로 만들어진 작은 렌즈들이 지름이 25 mm이고 

두께가 6 mm인 BK7 재질의 윈도우 위에 정방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윈도우의 

평평한 면은 AR(Anti-Reflection) 코팅 처리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파장

의 역에서 최적화 되게 하 다. 

(2) CCD 카메라

    작은 렌즈에 의해서 초점면에 형성된 점들의 상은 상중계렌즈를 통해서 

CCD 카메라의 센서에 입사된다. 화상은 1/2인치이고 IT(Interline Transfer)방식

이며, 화소(Pixel)는 768(H)×494(V) 이고 셀의 크기는 8.4×9.8 μm이다. 실제 사용

하는 화소는 640×480이므로 센서의 크기는 5.376×4.704 mm이다. 

(3) 빔 축소 광학계

    구성된 적응광학계에서 센서로 들어오는 레이저빔의 구경은 2 인치이다. 배

열렌즈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렌즈 배열의 크기에 맞게 빔의 구경을 7 mm 이하

로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빔 축소 광학계를 구성하 는데, 입사동은 지

름이 60 mm이고 초점거리가 300 mm인 색지움(Achromatic)렌즈를, 출사동은 지

름이 1 인치이고, 초점거리가 -65 mm인 평면오목렌즈(PCV)를 사용하 다. 광학

계는 광 정렬 시험기(Collimation tester)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정렬시켰다.

(4) 상중계렌즈

    빔 축소 광학계를 통과한 빔이 배열렌즈를 지난 후 CCD 센서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셀의 크기가 5.376×4.704 mm이므로 센서의 측정 감도

를 조절할 수 있도록 상중계렌즈를 사용하여 구경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 다. 

사용한 상중계렌즈는 telecentric 비디오 렌즈로 배율은 ×0.5까지 축소가 가능

하다. 

라.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의 파면 계산

    Shack-Hartmann 파면 측정 장치는 배열렌즈와 CCD 카메라 그리고 상처

리 장치로 구분되어지는데, 완전히 정렬된 레이저빔이 배열렌즈에 입사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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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렌즈들에 의해 각각의 역으로 나누어지고, 파면의 형태에 비례하여 배열

렌즈의 초점면에서 Hartmann 상점들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림 3-7). 

각각의 역으로부터 독립된 상점, 즉 sub-image의 상 배열을 얻는다. 이 

상점들을 상중계렌즈를 사용하여 배율을 조정하고, CCD 카메라와 상처리장

치로 상을 저장한다.

x∆

Spot
Deviation

2-Dimensional
Detector Array

Subaperture
Focal Spots

Ray
Direction

Incoming
Wave

Lenslet
Array f

Focal length

Wavefront

Fig. 3-7 Wavefront measurement using Shack-Hartmann sensor

    기준이 되는 파면과 왜곡된 파면의 두 상을 비교하여 파면의 왜곡에 따른 

상점의 중심점 이동으로부터 기울기(Gradient 또는 Slope)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열렌즈의 초점면에 나타나는 상점들의 중심의 위치를 중심점 

추출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하 다. 이러한 과정으로 계산된 왜곡된 파면의 정보

를 나타내는 중심점의 이동 정보로부터 각각의 상점에 대한 파면의 국소적인 

경사를 결정한 후, x축과 y축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전체 파면에 대한 위상

의 정보를 최소제곱법 방식을 사용하여 재구성한다. Shack-Hartmann 파면 측정 

장치의 Hartmann 상점의 측정 원리를 그림 3-7에 보 고, 각각의 렌즈로부터 

형성되는 Hartmann 상점의 모양과 상점들에 대한 빔의 세기를 그림 3-8에 

나타내었다.



- 19 -

Lenslet array Image

Intensity(vertical)

Intensity(horizontal)

Fig. 3-8 Hartmann image spots recorded by CCD camera

    배열렌즈의 초점면에서 각각의 작은 렌즈에 대한 상점의 위치는 파면의 

국소적인 기울기의 양에 비례하여 이동된다. 위상이 φ인 파면이 초점거리가 f

인 배열렌즈에 입사될 때, 초점면에서 각각의 상점에 대한 x축 방향의 중심점

의 이동변위 Δx를 측정한다면, 국소 파면의 기울기 θ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tanθ≃θ=
Δx
f

 (3-3)

빔 축소 광학계와 상중계렌즈의 배율에 따라 빔의 구경이 바뀌게 되는 관계를 

고려하면, 식 3-2와 3-3으로부터 실제 계산되어지는 x 축 방향에서의 파면 기

울기 s
x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
x
=
meΔx

mi f
 (3-4)

여기에서, me는 빔 축소 광학계의 배율이고, mi는 상중계렌즈의 배율이다. 

파면측정 장치에 입사되는 레이저 빔의 기준파면과 왜곡파면에 대한 상점에 

변위를 측정하여 식 3-4로부터 전체 파면에 대한 기울기 정보를 계산하여 전체

파면을 재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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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레이저빔 파면보정 장치

    적응광학계에서 파면보정 장치는 왜곡된 파면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로 파면

측정 장치로 측정된 파면의 왜곡 정보에 대응되는 광경로 또는 속도에 변화를 

주어 파면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파면보정 장치는 적응광학계의 보정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장치로써 적응광학이 활발하게 연구되던 1970년대 초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적용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장치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반사형 파면보정 장치인 변형거울(deformable mirror)은 1974년 

350개의 PZT 작동기를 가진 반사형 거울이 개발되면서부터 실제로 파면보정에 

적용되었다. 일반적인 변형거울의 구성은 왜곡이 없는 거울면과 거울면을 변형 

시킬 수 있는 작동기 그리고 전원공급 및 제어장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거울면

은 적용대상에 따라 두께와 코팅의 종류를 결정해야한다. 

    작동기는 PZT(Lead Zirconium Titanate)와 PMN(Lead Manganese Niobate)

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개발되기 시작한 PMN은 PZT

에 비해 온도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좋고 시간에 따른 특성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작동기의 최대변위는 보정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위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 PZT 또는 PMN을 적층으로 쌓아올리거나 겹겹이 붙여서 제작하

는 방법이 이용되는데 고전압이 요구되므로 효율적인 전원공급 및 제어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37개의 PMN 작동기로 이루어진 다중 PMN 변형거울을 사용

하여 레이저빔 파면보정을 위한 적응광학계를 구성하 다. 본 장에서는 다중 

PMN 변형거울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Fizeau 간섭계를 사용하여 각 작동기

의 특성을 나타내는 향함수(Influence function)를 측정하 고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여 각 작동기의 다른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울면의 변형과 이웃하는 

작동기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논의하 다.

    또한, 적응광학계에 구성된 다중 PMN 변형거울과 Shack-Hartmann 파면측

정 장치를 폐회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파면을 보정하기 위해서 변형거울의 특

성을 나타내는 기울기 향함수를 파면측정 장치로 측정하여 두 장치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출하 다. 그리고 다중 PMN 변형거울의 작동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고

속통신이 가능하도록 차분통신 드라이브를 개발하여 전원공급 및 제어장치를 자

동화하 다.



- 21 -

가. 다중 PMN 변형거울

    실험실에서 구성한 폐회로 적응광학계에 사용된 파면보정 장치는 Xinetics 

Inc.의 다중 PMN 변형거울로 그림 3-9에 보인 것과 같이 monolithic 방식으로 

37개의 PMN 작동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측정 가능한 거울면의 지름은 42.1 

mm이고 두께는 2 mm이며 알루미늄으로 코팅되어 있다. Zygo 간섭계를 사용하

여 측정한 거울 표면의 초기 편평도는 P-V값이 0.25 파장이었다.

     PMN 작동기는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여 거울면에 수직한 변형을 일으키

는데 37개의 PMN 작동기에 다양한 전압 값을 인가함으로써 임의 형태의 변형된 

거울면의 형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인가전압 100 V에서 4 μm  정도 수직 

변형되며 이웃한 작동기 사이에 허용되는 이동 변위의 차는 2 μm이다. 각각의 

작동기는 1 % 미만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4 kHz의 고속 주파수

응답특성을 갖는다. 표 3-2에 실험에 사용한 다중 PMN 변형거울에 대한 사양을 

정리하 다. 

Fig. 3-9 Deformable mirror using PMN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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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3-2 Specifications of PMN deformable mirror

구   분 사       양

Face sheet

 Aperture : 42.1 mm Dia.
 Thickness : 2 mm
 Coating : Al (R > 95 %)
 Optical quality : 0.25 wave (P-V value)
                0.04 wave (RMS value)

Actuator

 Number : 37 channel
 Material : PMN(Lead Magnesium Niobate)
 Hysteresis < 1 %
 Active voltage : 100 V (70±30 V)
 Influence Function : 10 % at nearest neighbor
 Capacitance : 1.85 μF

Stroke
 Mechanical stroke : 5.6 μm
 Maximum inter-actuator stroke : 2 μm
 Operating stroke : 4 μm

Frequency  4 kHz

나. 다중 PMN 변형거울의 광학적 특성

(1) 변형거울의 향함수 측정

    변형거울의 특성을 나타내는 향함수(Influence function)는 거울면에 수직

하게 변위를 일으키는 작동기의 향으로 거울면 전체에 나타나는 변형을 의미

한다. 이 함수는 변형거울의 작동기가 가지는 고유의 전압특성과 거울면에 구성

되는 배열로 인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작동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측정해야 한다. 변형거울의 향함수는 압력에 의한 변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거울면의 두께와 소재 그리고 작동기의 탄성률 그리고 푸아송의 비 등에 대한 

함수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법(Finite Element Method, FEM)등의 전산시늉으

로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 적응광학계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위하여 향 함

수의 해석적인 형태를 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며 거울면과 작동기의 

압력과 변형에 의한 복잡한 모델에서부터 가우시안 분포 형태로 단순화시킨 모

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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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광학계의 분석과 설계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선형적인 향함수 모델

을 고려한다. 각 작동기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향함수 Z (x,y )의 선형 합이 

변형거울 표면 형태 S (x,y )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 (x,y )= ∑
N

i=1
Ai Z i (x,y )  (3-5)

여기에서 Ai는 작동기의 변위를 의미한다. 식 3-5로 표현되는 선형 합 모델은 

대부분의 경우 잘 적용이 되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모

든 작동기에 동일한 변형을 일으키면, 실제로는 거울면 전체가 이동하는 피스톤 

운동을 하지만 선형 합 모델에 의하면 작은 굴곡들이 있는 평평하지 않은 표면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형거울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각 작동기에 전압을 인가한 뒤 변형정

도를 Fizeau 간섭계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이웃하는 채널간의 커플링 효과를 

분석하 다. 다중 PMN 변형거울은 초기에 70 V의 바이어스 전압을 걸고 이 전

압에서 ±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파면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다. 따라서 

초기화 단계에서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면 거울면의 편평도가 작동기의 특성 

때문에 크게 나빠진다. 측정 결과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의 거울면

에 대한 편평도는 P-V값이 0.25 파장이며 RMS값은 0.04 파장이었는데, 70 V의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고 측정할 결과 P-V값이 1.04 파장, RMS값이 0.17 파장

으로 나빠졌다. 따라서 변형거울의 향함수 측정은 특정 채널에 전압을 인가하

고 초기파면의 형태 즉 바이어스 전압이 걸린 상태를 빼주는 방법을 사용하 다.

Fig. 3-10 Distortion of deformable mirror due to bias voltage

a) without bias voltage  b) with bias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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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작동기에 일정한 디지털 전압 10,000(5.6 V)을 인가하여 향함수를 측정

하 다. 상대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앙에 위치한 채널 19와 외곽에 위치

한 채널 06의 결과를 그림 3-11에 보 다. 

Fig. 3-11 Influence function of actuator 19 (5.6 V)

a) deformation of mirror surface b) cross section

(2) PMN 작동기의 커플링 효과와 선형성

    변형거울의 작동기들은 이웃하는 위치에 연속으로 배열되어있기 때문에 서

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커플링 효과가 있다. 이 효과는 작동기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웃하는 작동기들이 함께 반응하는 현상인데, 작동기들의 배열

에서 간격을 정의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변형거울의 설계에서 고려해

야할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커플링 효과를 정의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c.e.=
A c±1

A c
×100%  (3-6)

여기에서 Ac는 측정하는 작동기 위치에서의 거울면의 최대변위를 나타내고, 

A c±1
는 주변의 작동기 위치에서의 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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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Coupling effect of deformable mirror

    다중 PMN 변형거울의 커플링 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거울면의 중심에 위

치한 채널 19를 기준으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작동기에 대한 각각의 위치와 

인가전압에 의한 거울면의 변위를 측정하 다. 그림 3-12는 채널 19와 가로방향

으로 이웃하는 작동기의 위치를 나타낸다. 

    다중 PMN 변형거울의 특성 중 하나인 선형성은 인가전압에 대한 거울면의 

변위로부터 계산한다. 파면보정을 위한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선형이론을 기반으

로 하고 있으므로 변형거울의 선형성을 계산하는 것은 적응광학계의 제어 오차

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변형거울의 선형성 계산은 각 채널에 

전압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거울면의 최대변위를 간섭계로 

측정하 다. 변형거울을 구성하고 있는 37개의 PMN 작동기는 각각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르므로 전체에 대하여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측정하 다.

    모든 작동기에 디지털 전압 -10,000(-5.6 V) ~ 10,000(5.6 V)을 1,000(0.56 V)

씩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측정된 결과로부터 선형회기분석으로 PMN 작동기의 

선형특성을 계산하 다. 그림 3-13은 채널 07의 선형성 실험결과이다. 작동기들

의 배열과 전압특성에 의해서 선형회기곡선의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측정

값들의 표준편차는 0.005 ~ 0.009내에 있었고 상관계수가 1에 근접한 값을 가진

다. 다중 PMN 변형거울의 작동기에 대한 선형성 측정 결과 실제 실험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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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70±30 V 범위에서 선형성이 아주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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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Linearity of deformation of deformable mirror (channel 7)

라. 변형거울 구동 및 제어장치 구성

    다중 PMN 변형거울의 구동 및 제어를 위하여 관련 장치들을 개발하고 자동

화하 다. 일반적으로 변형거울은 제어용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노이즈

가 많은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거리 통신에서 발생

하는 에러를 줄이기 위하여 차분형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안정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하 다. 또한 변형거울의 채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제어 데이

터의 전송시간 역시 증가하므로 유입 노이즈에 대한 향을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기준 전위를 사용한 신호로는 고속 

통신이 어려워 각각의 신호가 고유의 기준 전위를 가지도록 구성하여 30 kHz ~ 

20 MHz의 고속통신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의 윈도즈 OS환경은 시분할(Time sharing)에 

의한 다중작업을 수행하므로, 통신 중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 통신상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컴퓨터의 직렬통신 포트 상에 장착된 마우스에 대하여 통신 중

에는 마우스 기능을 중지시키도록 디지털 스위치 회로를 고안하 고 이를 디지

털 출력 포트를 사용하여 제어함으로써 통신상의 에러를 방지하 으며, 윈도즈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주변 환경 정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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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보호모드를 제거하여 통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제거하 다. 

    고속 제어 신호 전송 과정에서 이웃 신호간의 전자파 간섭이나 외부 노이즈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신상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절연 드라이브를 개

발하 고, 고속 디지털 출력 보드의 변형거울 제어 신호를 입력하여 장거리 통신

이 가능한 안정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차분형 신호 드라이브를 개발하 다. 

   또한 변형거울의 작동기의 수가 증가할 경우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시간 소

요가 커지게 되므로 펄스신호발생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신호를 변형거울 드라이

브와 컴퓨터의 디지털 입력 포트에 동시에 입력하여 비동기식 고속 데이터 전송 

방식을 취하여 데이터 전송상의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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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파면왜곡에 따른 진동측정 실험

제 1 절 폐회로 적응광학계 제어장치 개발

가. 레이저빔 경로 보정을 위한 고속 제어 알고리즘 개발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와 2축 적응형 거울을 사용하여 레이저빔의 

경로 유동을 측정 진동 주파수 이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 다. 그 

내용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어 컴퓨터

     . 컴퓨터 환경 : IBM PC(CPU Intel 1.8GHz), WINDOWS NT/2000 OS

   - 상신호처리전용보드

     . 모델 : Meteor-Digital Board(PCI bus, memory 4MByte)

     . 카메라 인터페이스 방식 : RS422

     . 내부메모리 : 4MByte SGRAM

     . 4개의 8비트 LUTs

     . 32비트 버스제어 VM 채널 인터세이스

  - 데이터 수집 제어 보드

     . 모델 : PCI-9118(32비트 PCI bus, memory 4MByte)

     . 아날로그제어 : 12비트 D/A변환기(DAC2813 chip, 2의 보수 이진 포맷)

     . 아날로그 출력전압/전류: -10[V] - +10[V] / 최소 ±5 [mA]

     . 제어모드 : 이중버퍼 제어

     . Settling 시간 : 4.5[μsec]

     . 선형성 : 최대 ±0.5비트, 평균 ±0.25비트

   - 고속 CCD 카메라 

     . 방식 : High speed area scan 카메라(Dalsa Inc. 모델 CAD1)

     . 센싱 면적 : 128x128 pixels

     . 케이블길이 : 4m

     . 인터페이싱 : 고속 RS-422 interface

     . Vertical timing : non-interlaced 방식

     . Video singal : digital 8bits, monochrome, frame scan, 1 tab방식, 

                    non-standard 신호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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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gger type : 연속반복

     . Pixel clock : 15MHz

     . Vertical scan time : 818.87 Hz(Bporch 1 clock, active 128 clock)

     . Horizental scan time : 105.63 Hz(Bporch 3 clock,

                             Fporch 11 clock, active 128 clock)

     . Grab mode : continuous/trigger

     . Exposure time : active 555 clock(5.3msec), inactive 555 clock

나. 유동 현상에 따른 레이저빔 고속 파면 측정 알고리즘 개발

    고속 유동의 파면왜곡 측정을 위한 400 hz 급의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  고속 파면 측정 프로그램 개발

     . 파면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VISUAL C++ 6.0 COMPILER,

                                       MIL image processing library,

                                       PCI-DASK control library

     . 컴퓨터 환경 : IBM PC(CPU Intel 1.8GHz), WINDOWS NT/2000

     . 고속 상획득 및 신호처리전용보드 : Meteor2-Digital(Matrox Inc.)

     . 기울기거울 아날로그 제어보드 : PCI-9118(AdLink Inc.)

     . 하트만 어래이 센서 : 12x12 배열렌즈,  CAD1 CCD고속 카메라

  - 유체의 굴절률 변화 기울기정보 추출

     . He-Ne 레이저 빔을 이용한 하트만 센싱 상으로 부터 굴절률 분포 계산

     . 하트만 센싱 상점들의 기준 중심점들로부터 이동된 상점들의 각각의

       중심점들을 추출하여 X, Y축 기울기 정보 추출

     . 각 상점들의 중심점 정보 추출 방법 

      : center of mass 방법(가장 널리 사용, 노이즈에 대한 신호 비율이 우수)

     . 각 상점들의 중심점 정보 추출시 높은 분해능 option

      : 픽셀 간격으로의 linear interpolation(추출속도가 떨어짐, 측정분해능과

        측정속도는 사용자에 의한  trade off)

     . 하나의 하트만 센싱 상으로부터 120개 X, Y축 기울기 정보 추출 후

       각각의 평균값으로 부터 각각 1개의 X, Y축 평균 기울기 정보 추출/보정  

     . 굴절률 기울기 정보 추출 기본 분해능 : 1/10 pixel-pixel

       (평균 200Hz속도로 굴절률 보정시)



- 30 -

     . 굴절률 기울기 정보 추출 속도 / 보정 속도 : 평균 400 Hz / 최대 210 Hz

     . 굴절률 분포 형상 정보 재구성 : Hudgin 복원 매트릭스를 로딩하여 복원

     . 유체의 굴절률 분포에 대한 하트만 센싱 상 HDD로 저장/ memory로딩

       사용자 제어(포맷 : *.tif)

     . 유체의 굴절률 분포에 대한 X, Y축 각각에 대한 기울기 정보 상 HDD

       로 저장 사용자 제어(포맷 :*.txt) - 상용의 분석 소프트웨어 응용 가능

     . 유체의 굴절률 분포에 대한 3차원 형상 정보의 HDD로 저장 사용자 제어

       (포맷 : *.txt) - 상용의 분석 전용 소프트웨어 응용 가능

     . 현재 시스템 켈리브레이션 정보의 HDD로 파일 저장/ memory 로딩 사용

      자 제어 (*.txt)

     . 시스템 켈리브레이션 정보의 파일 HDD로 저장/ memory 로딩 사용자

       제어(*.txt)

     . 재사용을 원하는 기준 상 중심점 정보의 파일 HDD로 저장/ memory

       로딩 사용자 제어(*.txt)

Fig. 4-1 Main control program of adaptive op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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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omputer interface of tip/tilt control system

Fig. 4-3 Flow chart of closed-loop tip/til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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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속 2축 적응거울을 적용한 LDV 성능개선

    개발된 고속 2축 거울을 사용하여 레이저 도플러 진동측정 장치의 빔 위치

에 따른 진동측정 성능을 실험하고 진동 주파수와 빔위치 유동 주파수와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 다. 진동측정장치의 레이저빔 위치이동 주파수, 이동 각, 측정하

고자 하는 진동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진동측정 성능을 

측정하 다.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진동측정장치의 레이저 빔 위치 이동 주파수 : 1 Hz - 2 kHz

    - 진동측정장치의 레이저 빔 위치 이동 각도 : 1 mrad, 2 mrad

    - 측정하고자 하는 진동의 주파수 : 10 Hz - 30 Hz

그림 4-4는 실험 장치의 구성도로 고속 이송 거울을 레이저 간섭계와 레이저 도

플러 진동측정 장치의 빔 경로에 설치하고 주파수 특성을 실험하 다. 또 파면은 

고속 카메라 (framing rate 400 Hz)를 사용한 Shack-Hartmann 센서를 설치하여 

파면왜곡을 동시에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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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Schematic of vibration measuremen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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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는 측정 물체의 진동 주파수가 10 Hz 이고, 빔 이동각이 2 mrad 일 

때, 빔 이동 주파수에 따른 진동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fluctuation frequency: 1 Hz        (b) fluctuation frequency: 5 Hz

  

(c) fluctuation frequency: 10 Hz      (d) fluctuation frequency: 50 Hz

  

(e) fluctuation frequency: 100 Hz     (f) fluctuation frequency: 500 Hz

Fig. 4-5 Vibration signals with beam fluctuation(10 Hz, 2 m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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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은 측정 물체의 진동 주파수가 10 Hz 이고, 빔 이동각이 1 mrad 일 

때, 빔 이동 주파수에 따른 진동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fluctuation frequency: 5 Hz        (b) fluctuation frequency: 10 Hz

  

(c) fluctuation frequency: 50 Hz        (d) fluctuation frequency: 100 Hz

  

(e) fluctuation frequency: 500 Hz       (f) fluctuation frequency: 1 kHz

Fig. 4-6 Vibration signals with beam fluctuation(10 Hz, 1 m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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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은 측정 물체의 진동 주파수가 30 Hz 이고, 빔 이동각이 1 mrad 일 

때, 빔 이동 주파수에 따른 진동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fluctuation frequency: 5 Hz        (b) fluctuation frequency: 10 Hz

  

(c) fluctuation frequency: 50 Hz        (d) fluctuation frequency: 100 Hz

  

(e) fluctuation frequency: 500 Hz      (f) fluctuation frequency: 1 kHz

Fig. 4-7 Vibration signals with beam fluctuation(30 Hz, 1 m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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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은 측정 물체의 진동 주파수가 30 Hz 이고, 빔 이동각이 0.5 mrad 

일 때, 빔 이동 주파수에 따른 진동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fluctuation frequency: 10 Hz        (b) fluctuation frequency: 50 Hz

  

(c) fluctuation frequency: 100 Hz        (d) fluctuation frequency: 500 Hz

Fig. 4-8 Vibration signals with beam fluctuation(30 Hz, 0.5 mrad)

    그림 4-5에서 4-8 까지의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진동측정장치의 레이

저 빔 유동 주파수가 측정 하고자하는 물체의 진동의 주파수 이하이거나 근처 

일 때 진동측정 성능이 떨어지나, 클 때는 진동 측정 성능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다. 즉 다음과 같이 진동물체의 진동수보다 요동

의 진동수가 작을 대는 빔 요동 보상이 필요하다.

    - 측정 진동의 주파수 10 Hz : 빔 이동이 50Hz 이상이면 향 없음

    - 측정 진동의 주파수 30 Hz : 빔 이동이 50Hz/100Hz 이상이면 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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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레이저빔 파면왜곡에 따른 LDV 성능실험

    LDV 진동측정에서 파면왜곡에 따른 레이저빔 퍼짐과 간섭무늬 가시도 저하

를 고속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정  분석하 다. 고속 파

면측정 장치는 400Hz 급의 고속 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실제 진동측정 레이저

빔의 파면왜곡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진동측정 결과자료와 비교하 다.

   

(a) Flat bias(기준 전압)를 인가하고 측정한 결과 : 파면왜곡 0.3 파장

   

(b) 전압 3000을 인가한 경우 : 파면왜곡 1.2 파장

   

(c) 전압 5000을 인가한 경우 : 파면왜곡 1.7 파장(주로 astigmatism)

Fig. 4-9 Laser spot pattern and vibration signal(with 4 channel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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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측정장치 광학계분석 및 퍼짐현상과 감쇄 실험 결과 LDV 빔의 집속점 

형태의 퍼짐 현상과 진동측정 성능저하의 조건 도출되었다. 1파장 이상이면 

Strehl 비가 1/2 이하로 떨어지며, 2파장 이상이면 측정 성능이 크게 제약을 받는

다. 그림 4-10은 다른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변형거울 채널 1개에 전압을 

인가하여 파면을 왜곡시킨 경우의 레이저빔 집속패턴과 진동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전압 1000을 인가한 경우

      

(c) 전압 3000을 인가한 경우

      

(c) 전압 10000을 인가한 경우

Fig. 4-10 Laser spot pattern and vibration signal(with 1 channel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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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은 다른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변형거울 채널 2개에 전압을 

인가하여 파면을 왜곡시킨 경우의 레이저빔 집속패턴과 진동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 전압 1000을 인가한 경우

    

(c) 전압 8000을 인가한 경우

    

(c) 전압 10000을 인가한 경우

Fig. 4-11 Laser spot pattern and vibration signal(with 2 channel bias)

    전년도에 홀로그래피 간섭계로 정성적으로 측정하 던 LDV 장치의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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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파면왜곡을 Shack-Hartmann 센서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 다. 또한 

파면왜곡을 Zernike 다항식으로 분석하여 같은 파면왜곡에서도 차수에 따른 진동

측정 성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12는 고속 Hartmann 파면측정 장

치로 측정/분석한 파면왜곡과 간섭계로 기록한 파면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4-13

은 파면왜곡을 Zernike 다항식으로 나누어 분석함 결과이다.

        

(a) 전압 : Flat vias 전압 (파면왜곡 0.3 파장)

        

(b) 전압 : 5000 (파면왜곡 1.7 파장)

Fig. 4-12 Wavefront distortion measured by Shack-Hartman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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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동층을 지나는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 저하를 적응

광학 장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빔 이동효과와 파면왜곡에 따른 레이저 진동측정 장치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측

정하고 분석하 다.

    200 Hz 급의 고속 2축 거울을 사용하여 레이저 도플러 진동측정 장치의 빔 

위치에 따른 진동측정 성능을 실험하고 진동 주파수와 빔위치 유동 주파수와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 다. 진동측정장치의 레이저빔 위치이동 주파수, 이동 각, 측

정하고자 하는 진동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진동측정 성

능을 실험하 다. 그 결과, 진동측정장치의 레이저 빔 유동 주파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진동의 주파수 이하이거나 근처 일 때 진동측정 성능이 떨어지나, 

클 때는 진동 측정 성능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다. 

    또한 LDV 진동측정에서 파면왜곡에 따른 레이저빔 퍼짐과 간섭무늬 가시도 

저하를 고속 Shack-Hartmann 파면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정  분석하 다. 고속 

파면측정 장치는 400Hz 급의 고속 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실제 진동측정 레이

저빔의 파면왜곡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진동측정 결과자료와 비교함. 파면왜곡

에 따른 LDV 레이저빔 퍼짐 현상을 실험적으로 측정하 다. 실험 결과 LDV 빔

의 집속점 형태의 퍼짐 현상과 진동측정 성능저하의 조건 도출. 1파장 이상이면 

Strehl 비가 1/2 이하로 떨어지며, 2파장 이상이면 측정 성능이 크게 제약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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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체 기술이 없다시피 한 유동체 속에 있는 

물체의 원격/비접촉 진동측정의 가능성을 적응광학 유동 보상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 분야에 신기술을 제시하 다.또한 적응광학의 응용 

분야가 2000년대까지는 국방 및 천문 분야로 국한되었으나 최근 들어 의료, 계측 

분야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적응광학 기술의 새로운 응용 

역을 개발하는 연구를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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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2파장의 왜곡이 있으면 진동측정 성능 크게 저하(1파장 이내에서는 측정)

되었고, 전체 역에서 불규칙 왜곡의 경우 2파장에서 측정 불능을 보 다. 본 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에 원자력중장기에서 축적된 적응광학기술을 이용하여 타 분

야 응용기술을 배양하고,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다. 향후 LDV 뿐 아니라 레이저 간섭계 계측 장치의 성능 분석 및 보정 연구
에도 본 연구로 축적된 고속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방분야 등의 타 
연구개발 사업의 기반을 확보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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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DV due to wavefront distortion. The wavefront distortion due to the turbulence 
media induced low visibility and degraded the performance of the vibrometer. From the 
experiments, when the wavefront distortion is above 2 wavelengths in the cross section 
of the laser beam(dia. 20 mm), the vibration signal from laser vibrometer was severely 
degraded. When the wavefront distortion is smaller than one wave, the vibration signal 
was good. From the this research, high-speed closed-loop tip/tilt control technique of the 
laser beam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laser metrology area. In the future, the 
adaptive optics system for wavefront correction will be applied to other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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