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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산업은 기술의 고도화로 인하여 자동화된 제조공정을 

기반으로 제품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의 정보

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 요구되는 체제에서, 최소화된 원근법 오차(perspective error)

라는 주요한 이점을 지닌[3], 텔레센트릭 렌즈는 반도체 리소

그래피(semiconductor lithography)와 머신비전(machine vision)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 융화되어 제품정보를 획득해 줌으로

써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역시 기술발전에 따라 이미지, 조도, 블

루투스센서 등 각종 센서들의 집약체가 되었고[4], 카메라 또

한 밝은 조리개 값을 지원하는 등 성능이 극히 상향되어 일

상생활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이에 따라, DSLR 

교환렌즈 형식처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전단에 부착하는 

렌즈들 또한 광각부터 망원, 내시경, 3D 입체렌즈 등 다양한 

연출과 활용이 가능한 렌즈들이 시장을 형성하였다. 뿐만 아

니라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던 2010년만 보더라도 애플의 앱

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노키아의 오비스토어 등에

서 약 20만 개의 앱(app)이 활용 및 등록된 통계조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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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예시가 될 것이다[6].

본 논문에서는 현대기술의 집합체 중 하나인 스마트폰에 

연동될 수 있는 텔레센트릭 렌즈의 전반적인 탐구를 진행한

다. 우선 광학렌즈 설계에 있어 선제적 사항인 구조설계를 진

행하기 위해서 복잡한 형태의 상호연결성을 가지는 항들로 

구성된 대수적인 광선추적방정식을 얻고, 이를 일반화하여 

텔레센트릭 렌즈의 구조설계 방정식인   공식을 찾아낸다. 

여기서 구경조리개의 직경을 의미하는   공식은 초점

거리와 수치구경으로 이뤄진 것이며, 흔히 알려져 있는 초점

거리와 주사각으로 이뤄진   렌즈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도출한   공식을 광학설계 전문 프로그램인 

CODE V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렌즈에 적용해 

수치적인 정확성과 설계적인 효율성을 검증하고, 작동거리

(working distance)에 대한 낙착을 짓는다. 더불어 조리개가 

첫 번째 면에 위치한 f/2.0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설계하

여   공식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뒤, 상업용 렌즈의 오픈데

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조립설계한 물체

공간 텔레센트릭 렌즈(object space telecentric lens)와 이중 

텔레센트릭 렌즈(double telecentric lens or bi-telecentric lens)

를 설계한다.

현재 텔레센트릭 렌즈는 국부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

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스마트폰용 텔레센트릭 렌

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3D 프린트의 보급화

로 인하여 1인 제조공장 시대라고 불리는 현 시점에서 3D 

프린트의 요소 출력부품들의 정밀도에 기여하여 제품의 품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DIY에 접목되어 기계, 

전자, 목재, 공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공, 재단, 제작 

등에 스마트한 측정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게다가 교육

용 키트로서 광학실험, 프로그래밍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

이며, 스마트폰용 외장카메라와 결합하면 성능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이 기존에 구상

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용 텔레센트릭 렌즈를 제안함으로써, 

광범위한 분야를 내재하고 있는 머신비전에서 가치가 발휘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텔레센트릭 렌즈의 구조설계를 위한 

  공식의 일반화

스마트폰용 텔레센트릭 렌즈를 설계하기에 앞서 텔레센트

릭 렌즈의 구조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상호 복잡한 형태의 상

관관계를 지닌 대수적인 광선추적방정식을 얻고[7], 이를 구

조적인 해석과 대수계산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직관적인 설계가 가능한 일반화된 구조설계 방정식인   공

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은 근축광선 추적을 수행하기 위한 텔레센트릭 렌즈

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물체높이(

)만큼 떨어진 비축지점

에서 발산하는 두 개의 상방(

), 하방(


) 주변광선이 

진행하는 광경로와 광축과 평행을 이뤄 진행하는 주광선을 

볼 수 있다. 텔레센트릭 렌즈는 주광선이 렌즈 면을 통과한 

뒤, 초점면에 위치한 구경조리개의 중심을 통과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때 상방, 하방 주변광선의 근축광선추적을 

이행하는데, 여기서 물체공간의 수치구경인 초기 사인각도는 



와 


로 설정하였고 각각 부호는 


, 




이다. 그리고 물체, 렌즈, 이미지 면 간의 거리인 는 부호가 



, 


, 


이고, 


는 렌즈 면의 마지막 정점에서 

초점면까지의 거리이므로 후방초점거리인 것을 유념하자.

Fig. 1. Schematic diagram of telecentric lens for paraxial ray 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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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상방 주변광선의 입사

고인 
, 

와 하방 주변광선의 입사고 
, 

를 순차적으

로 구할 수 있다[1-2]. 다음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와 

를 

대수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근사조건 없이, 식 (1)과 (2)와 같

이 전개할 수 있다. 이 구조방정식은 소거를 통해 식 (3)과 

(4)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렌즈

의 총 굴절능으로서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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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1을 보면 텔레센트릭 렌즈의 초점면에 위치한 구경조

리개의 직경은 상방, 하방 주변광선의 입사고인 
와 



를 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총 굴절능

은 유효초점거리

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경조리개의 직경

은 식 (5)와 같이 렌즈의 초점거리와 광자에서 발산하는 

수용 가능한 한계광량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구경

조리개의 직경은 물체거리

와 관계없이 에 의해서

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공식은 본 논문의 핵심

인 일반화된 구조방정식으로서   공식으로 명명한다.

그림 2를 보면 텔레센트릭 렌즈의 구조를 광경로와 특이점 

간의 상관관계로 표현해서 볼 수 있으며, 집광렌즈(condenser 

lens) 역할을 해주는 물체 측 렌즈와 결상렌즈(imaging lens)

역할을 하는 상 측 렌즈는 동일한 구경조리개의 직경을 

지닌 것 또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율관계식과   공식

을 연계해서 본다면 식 (6)과 같이 초점거리의 비율로 나

타낼 수 있다.




′
≈




 












(6)

III. 일반화된   공식의 검증 및 확인

텔레센트릭 렌즈의 구조에서 일반화된   공식이 간단명

료하게 해석되어 유용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으나, 검증

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정확한지 확인해보자. 우선 다양

한 렌즈 데이터에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광학설계 전

문 프로그램인 CODE V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일렌즈, 이

중렌즈, 삼중렌즈, 쿠크 삼중렌즈 그리고 이중 가우스렌즈를 

활용해 예로 들겠다. 참고로 적법한 사례를 위해서 각 렌즈

의 데이터는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elecentric lens system showing mutual relation of singularity and optica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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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텔레센트릭 렌즈의 광선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매개변수를  , 

, 


로 설정하여, 각각의 매개변수 

값이 변할 때,   공식을 통한 구경조리개의 직경값과 

CODE V에서 실광선 추적을 했을 때 



값의 오

차율을 확인해보자.

그림 4는 텔레센트릭 렌즈의 구조를 지닌 각 렌즈에   공

식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각 렌즈에 필요한 특성과 매개변수의 설정조건을 알아보자. 

CODE V에서 제공하는 각 렌즈의 초점거리는 단일렌즈, 

이중렌즈, 삼중렌즈 그리고 이중 가우스렌즈가 100 mm이며 

Fig. 3. Schematic diagram of telecentric lens for geometrical ray structure.

 

 

Fig. 4. Telecentric lens with general ray tracing by object height 

; object distance 


; 2 × numerical aperture . (A) Singlet lens, (B) 

Doublet lens, (C) Triplet lens, (D) Cooke triplet lens, (E) Double Gauss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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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 삼중렌즈는 50 mm로 되어있다. 그리고 매개변수의 기

본 설정조건은   1°, 

 1 mm, 


로 설정하였다.

그림 5의 그래프는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라   공식을 통

한 이론값과 CODE V에서 광선추적을 통한 시뮬레이션 값

의 오차율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그래프의 수평축은 매

개변수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범위는 0.1° ≤≤ 10°, 

0.1 mm ≤

≤ 10 mm, 0.1 ≤


≤ 10로 지정해 주었다. 

매개변수들을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는 렌즈의 유한성이 존

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범위를 책정하였다. 그리고 수

직축은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식 (7)을 통해 값이 

결정되었다(

: CODE V의 구경조리개 직경 값, 


:   공

식의 구경조리개 직경 값).

 








× (7)

오차율을 확인해 보면 ①단일렌즈  ≤6.1°, 

≤4.9 mm, 



≤4.3, ②이중렌즈  ≤9.4°, 


≤10 mm, 


≤10, 

③삼중렌즈  ≤10°, 

≤6.7 mm, 


≤5.2, ④쿠크 삼중

렌즈  ≤10°, 

≤4.6 mm, 


≤10, ⑤이중 가우스렌즈 

 ≤10°, 

≤10 mm, 


≤8.2에서 1% 이하의 미소한 오

차율을 보였다. 이는   공식이 매우 높은 정확성을 지닌 것

으로 판단되며, 매개변수의 값이 더 증가하더라도 오차율이 

근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림 5의 (D)그래프를 보

면 오차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는 렌즈의 유효구경을 벗어나 가장자리 구경 혹은 그 이상으

로 광선이 지나가며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6은 각기 다른 구조인자를 지닌 렌즈들을 결합한 복

합렌즈로서 (A)쿠크 삼중렌즈와 역 이중 가우스렌즈, (B)이

중 가우스렌즈와 역 이중 가우스렌즈, (C)이중렌즈와 삼중렌

즈로 구성되어있다. 이 복합렌즈들은 물체 측 렌즈군의 후방

초점거리와 상 측 렌즈군의 전방초점거리에 구경조리개가 

위치해 있는 이중 텔레센트릭 렌즈이다. 각 복합렌즈에 물체

높이와 물체 측 수치구경을 설정하여, 초점거리  비율에 

따른, 상 높이와 상 측 수치구경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또한 

구경조리개 직경의 시뮬레이션 값과 이론값을 비교해   

공식을 검증하였다(표 1참조). 표 1에서 보다시피 텔레센트

릭 렌즈는   공식을 통해 명확하게 구조를 이해하고 직관

적으로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그림 6을 보면 물체거리가 물체 측 렌즈에 대해서 

(A) 

 


, (B) 





, (C) 





로 조건이 각

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 측 렌즈의 마지막 정

점과 초점면까지의 거리가 (A) 




, (B) 





, 

(C) 




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값을 기준으로 ±만큼의 변위가 발생하면 

값을 

기준으로 ∓′만큼 보상해서 초점면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이다(그림 2참조). 설계는 설계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장에서 언급할 스마트폰에 장착이 가

능한 텔레센트릭 렌즈의 설계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의 이미지 센서가 렌즈의 초점면에 위치해 있으므로 물체거

리 또한 물체 측 렌즈의 전방 초점거리에 위치하게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5. Telecentric lens with error rate by difference between simulation value and 

 formula. (A) Singlet lens, (B) Doublet lens, (C) Triplet 

lens, (D) Cooke triplet lens, (E) Double Gauss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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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스마트폰에 장착 가능한 텔레센트릭 렌즈의 설계

이번 장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스마트폰용 텔레센트

릭 렌즈를 실제로 제작하기에 앞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7은 이중 텔레센트릭 렌즈의 상 측 구조를 보여주고 있

으며,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위치할 자리이다. 먼저, 이중 

텔레센트릭 렌즈로 설계 시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구경
을 확보하고,   공식의 유효성

을 재확인해보자. 우선 f/2.0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그림 8

과 같이 설계하였고, 그 주요사양과 성능은 표 2와 그림 9를 

참조하길 바란다[5,8].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는 짧은 전장길이 안에 원하는 시야

각을 담기 위해서 4~6매의 비구면을 사용해 광선을 심하게 

꺾어 준다. 이로 인해, 이미지 센서에 주광선이 입사하는 각

도는 비축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정해진 

상측 수치구경도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의 이미지 센서가 위치하는 초점면을 물체면 자리로 위

치하게 역으로 정렬한 뒤 최대 활용 가능한 유효영역을 확보

하였다.

Fig. 6. Diagram showing bi-telecentric lens system composed of compound lenses and various conditions. (A) Cooke triplet lens & reversed 

double Gauss lens, (B) Double Gauss lens & reversed double Gauss lens, (C) Doublet lens & triplet lens.

Table 1. Comparison value for verification of   formula

A B C

Focal length of object side lenses group 50 mm 100 mm 100 mm

Focal length of image side lenses group 100 mm 100 mm 100 mm

PMAG ×2 ×1 ×1

Object height  2.5 mm 5 mm 10 mm

Image height ′ 4.99514 mm 4.99999 mm 9.98824 mm

2 × NAO 20° 20° 10°

2 × NA 10.30389° 20.90858° 9.40443°



 (simulation value of CODE V) 17.67 mm 35.35 mm 17.45 mm



 (theoretical value of   formula) 17.36 mm 34.20 mm 17.36 mm

 (error rate) 1.75% 3.25%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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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image side structure of bi-telecentric lens.

Table 2. Typical specifications of smartphone camera lens

Parameter Value

Wavelength 656~486 nm (visible range)

Focal length 4.23 mm

F-number 2.0

Sensor (diagonal) 5.71 mm

Field of view (diagonal) 68°

Number of elements 5

Distortion <3%

Relative Illumination (RI) >40%

Chief Ray Angle (CRA) <35°

Fig. 8. Diagram of designing f/2.0 smartphone camera lens. Total track <5.5 mm

Fig. 9. Performance for smartphone camera lens of Fig. 8. (A) Diffraction MTF chart, (B) Distortion, (C) Relative illumina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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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그림 10과 같이 이미지 센서의 약 30%정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요즈음의 이미지 센서 화

소 수가 삼성사의 ISOCELL타입의 S5K2P2모델(Galaxy S5, 

Galaxy S6, Galaxy Note5 등에 사용)이 16 MP인 점을 감안

하면 약 5 MP의 해상도 성능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9]. 이 

정도의 해상도는 전면카메라의 화소 수 정도에 해당하지만 

메인카메라의 5 MP이므로 화질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 그리

고 시야각 측면에서 본다면 설계한 68°의 30%인, 약 20°정

도의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11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와 앞 장에서 활용한 단일

렌즈와 이중렌즈를 사용해서 이중 텔레센트릭 렌즈를 설계

한 것이다. (A)는 ×0.5 축소배율, (B)는 ×0.1 축소배율이고 

이에 따라 각 초점거리의 비율, 물체 측 높이와 상 측 높이

의 비율관계를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장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용 텔레센트릭 렌즈에서도   공식이 여전히 유효

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상황에 따라 이미지 센서의 면적을 100% 활용

이 가능한 물체공간 텔레센트릭 렌즈와 보다 측정 면에서 우

수한 이중 텔레센트릭 렌즈를 설계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그

림에서 물체공간 텔레센트릭 렌즈는 설계한 스마트폰 카메

라 렌즈의 시야각과 센서의 면적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중 텔레센트릭 렌즈는 센서의 일부를 사

용하지만 센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광선과 광축이 이루는 

평행도(telecentricity)가 최소화되어 정확한 위치에 정보를 전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렌즈

데이터를 활용해 물체공간 텔레센트릭 렌즈와 이중 텔레센

트릭 렌즈의 설계를 진행해보자.

Fig. 10. Diagram that shows the available area of image sensor when using a smartphone camera lens as bi-telecentric lens.

Fig. 11. Bi-telecentric lens utilizing smartphone camera lens. (A) Bi-telecentric lens is composed of singlet lens of CODE V database, (B) 

Bi-telecentric lens is composed of doublet lens of CODE V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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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에드몬드 옵틱스의 하이브리드 렌즈를 활용해

서 물체공간 텔레센트릭 렌즈와 이중 텔레센트릭 렌즈를 설

계한 것을 보여주며, 참고로 하이브리드 렌즈는 오픈데이터 

본연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이브리드 렌즈는 플라스틱 재질

인 ZEONEX E48R로 이뤄져 있으며, 초점거리가 9 mm, 

후방초점거리는 5.57 mm이다. 그리고 렌즈의 첫 번째 면은 

비구면으로 곡률반경이 5.379 mm이고, 두 번째 면은 48.3 

mm, 중심두께 5.60 mm, 직경 12 mm로 구성되어 있다[10]. 

(A)와 (B)텔레센트릭 렌즈는 구경조리개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입사동과의 거리차이로 구현한 것이다.

다음은 에드몬드 옵틱스의 색지움 이중렌즈를 활용해서 이

중 텔레센트릭 렌즈의 다양한 배율을 구현하였다. 우선, 색

지움 이중렌즈는 재질이 SCHOTT사의 N-BaF10과 N-SF57

이고, 초점거리가 100 mm, 후방초점거리가 78.32 mm이

다. 그리고 곡률반경은 64.67 mm, -64.67 mm, -343.59 mm 

순으로 되어있으며, 직경은 75 mm, 면 간 거리는 26 mm, 

12.70 mm로 되어있다[10].

여기서 색지움 이중렌즈의 초점거리만 가변해서, 그림 

14와 같이, ×0.5부터 ×0.03배율까지 설계를 진행하였다. 배

율이 점점 축소됨에 따라 볼 수 있는 물체의 크기는 증가되

Fig. 12.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structure of object space telecentric lens and bi-telecentric lens system.

Fig. 13. Telecentric lens composed of hybrid aspheric surface 

lens and smartphone camera lens. (A) Object space telecentric lens, 

(B) Bi-telecentric lens.

Fig. 14. Diagram showing bi-telecentric lens composed of achro-

matic doublet lens and smartphone camera lens pursuant to the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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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텔레센트릭 렌즈의 시야각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물체 측에 위치한 광학렌즈의 구경이 증가하고 밝

기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11]. 이런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제작에 있어서는 ×0.1배율 이상(×0.1~×0.5)으로 제작해

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13에서 보이는 이

중 텔레센트릭 렌즈의 사양과 성능을 수월성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상용중인 콤팩트 텔레센트릭 렌즈의 통상적인 서식

으로, 표 3과 그림 15로 나타내고 마치겠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요소렌즈들로 구성된 광학렌즈 시스

템을 일반화할 수 있는 저자들만의 독창적인 설계 기법으로 

텔레센트릭 렌즈에 적용하여 구조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복잡한 형태의 상관관계를 지닌 대수적인 광선추적방

정식을 구하고, 구조화 방정식인   공식을 도출하였다. 그

리고 정의된   공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렌즈에 적용하여 

구조화 설계의 유효성을 입증하였고, 또한 모듈화된 텔레센

트릭 렌즈 군들을 통찰적인 안목으로 조립설계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

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스마트폰용 텔레센트릭 렌즈의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통용되는 렌즈의 오픈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비전에서 효용가치가 충분한 스마트폰용 텔레센

트릭 렌즈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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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ical specifications for bi-telecentric lens of Fig. 13

Primary magnification ×0.47

Smartphone camera sensor format 1/3.2′′

Working distance 9 mm

F-number 8.0

Maximum diameter 12 mm

Number of total elements 6

Typical distortion @ 588 nm <1.5%

Relative Illumination (RI) >99%

Total track 22.06 mm

Fig. 15. Performance for bi-telecentric lens of Fig. 13. (A) 

Diffraction MTF chart, (B) Distortion grid, (C) Distortion, (D) 

Relative illumination ch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