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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리포트에서는 투사렌즈의 초점(Focus)이 일정 시간 동안 

변하여 화면이 흐려지는 포커스열화(경시변화) 문제를 DFSS 방법론을 

통해 투사렌즈 비열화 설계 및 분석한 연구 과제를 다룬다. 

비열화는 온도 변화로 인해 광학적인 성능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복합 비열화 설계방법을 적용하였다. 

초점 변화(△BFL)의 이동 방향과 변화량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광학 

구성시스템을 기능적으로 크게 투사계와 영상계로 구분하여 투사계는 

"(-)방향 목표값”을 영상계는 “(+)방향 목표값”을 갖도록 설계하여 

온도변화시 이 둘의 합이 상쇄되어 최종 변화량이 “0”이 되도록 하는 

보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투사렌즈는 그 자체로 온도 보상자로 

활용 되어 마치 공차 민감도가 둔감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 분석 방법은 렌즈를 균일 온도로 가정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각 렌즈에 걸쳐 있는 온도 구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광학(광량분포), 광기구(구조, 열팽창), 냉각(열유동)의 다중 물리(Multi 

physics)분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전 최적화 결과 보다 

초점변화(△BFL)량이 0.005mm 더 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허용치(초점심도)의 약 20%에 해당되는 크기로 유의한 수준이며, 최종 

실험 결과 해석 적합도가 기존 70% 수준 대배 93% 수준으로 향상되어 

더 정확한 초점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제안한 설계 방법은 실무적으로 제품 성능 개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온도 구배를 고려한 분석 방법은 

광학 시뮬레이션의 적합도 향상으로 플라스틱 렌즈 적용 비중이 많은 

광학계 적용 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 비열화, 광기구, 광학, 렌즈 온도 구배 영향, DFSS 

학  번 : 2016-22211 



 

 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 1 절 온도 영향  ...................................................................... 4 

제 2 절 비열화 원리  .................................................................. 7 

제 3 절 비열화 설계 방법  ........................................................ 13 

제 4 절 비열화 설계 프로세스  ................................................. 18 

제 5 절 모델링 .......................................................................... 19 

 

 

제 3 장 본    론  ................................................................... 22 

 

제 1 절 DFSS 방법론(DIDOV 프로세스)  ................................ 22 

제 2 절 Define 단계 (프로젝트 정의) ...................................... 25 

제 3 절 Identify 단계 (CTQ 확정) .......................................... 45 

제 4 절 Design 단계 (모델링 설계) ......................................... 50 

제 5 절 Optimize 단계 (최적화 검토) ...................................... 67 

제 6 절 Verify 단계 (검증) ...................................................... 77 

제 7 절 요약  ............................................................................ 79 

 

 

제 4 장 결    론  ................................................................... 81 

 

참고문헌 .................................................................................. 83 

 

Abstract ................................................................................. 85 

 

 

 

 



 

 iii 

표 목차 
 

표 2.2.1 온도에 따른 변수 변화 .......................................................... 8 

표 2.3.1 전동 Motor(AF Acutuator) 특성 비교 ............................... 16 

표 2.3.2 Trade off Matrix ................................................................. 17 

표 3.1.1 DIDOV Process & Tools .................................................... 24 

표 3.2.2 Gage R&R 주요 검토 결과 요약 ......................................... 29 

표 3.2.3 평형상태(포화시간) 및 선폭변화율 ...................................... 32 

표 3.2.4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량(P-value 요약) ........................... 36 

표 3.2.5 모델별 초점심도(DOF) ........................................................ 38 

표 3.2.6 화질 평가 요약 .................................................................... 39 

표 3.2.7 선폭 변화 150% 의 △BFL (@40”) ................................. 40 

표 3.4.1 재질별, 인자별 상대기여도 .................................................. 56 

표 3.4.2 두께 변화(1,5 배, 2 배)에 따른 상대기여도 ......................... 56 

표 3.4.3 상대 기여도 참조 (α , dN/dT, γ , G).......................................... 57 

표 3.4.4 온도 구배에 따른 △EFL 및 인자 기여도 ........................... 62 

표 3.4.5 재질에 따른 영향도 분석(BFL, 온도 변화) ......................... 65 

표 3.5.1 투사 렌즈 광량 검토 ............................................................ 70 

표 3.5.2 재질에 따른 영향도 분석(BFL, 온도 변화) ......................... 73 

표 3.5.3 해석 적합도 ......................................................................... 76 

 

 

 

그림 목차 
 

그림 2.1.1 렌즈 및 간격링의 간격 변화 .............................................. 5 

그림 2.1.2 2 매 접합 렌즈의 곡률 변화 ............................................... 6 

그림 2.3.1 기구적 수동 시스템(캠방식) ............................................ 13 

그림 2.3.2 기구적 또는 전자적인 능동 시스템 .................................. 15 

그림 2.4.1 Design of Environmentally Compensated Systems ....... 18 

그림 3.2.1 프로젝트 연구 과제 요약.................................................. 25 

그림 3.2.2 포커스 열화 문제 현상 및 원인 ....................................... 27 

그림 3.2.3 선폭, △BFL, DOF의 관계 ............................................... 28 

그림 3.2.4 선폭 측정 방법 ................................................................. 28 

그림 3.2.5 Gage R&R 요약 Report ................................................... 30 

그림 3.2.6 시간에 따른 선폭 변화 ..................................................... 31 



 

 iv 

그림 3.2.7 모델 A 선폭변화량 ........................................................... 32 

그림 3.2.8 정규성 분석 결과 ............................................................. 34 

그림 3.2.9 등분산성 검정 .................................................................. 35 

그림 3.2.10 선폭 예측 구간(CI) 및 평형 상태 도달 시간 ................. 36 

그림 3.2.11 투사거리와 BFL(f ) ....................................................... 40 

그림 3.2.12 비교 모델 공정능력 분석 ............................................... 43 

그림 3.2.13 Project Y 목표 ............................................................... 44 

그림 3.2.14 프로젝트 추진 계획 ........................................................ 44 

그림 3.3.1 시스템 단계(System Level)의 CTQ ............................... 45 

그림 3.3.2 IOC Chart ......................................................................... 47 

그림 3.3.3 FAST Diagram ................................................................ 48 

그림 3.4.1 New Concept Design (New Approach) .......................... 51 

그림 3.4.2 비열화 엔진 설계 모델링 및 검토 방향 ........................... 52 

그림 3.4.3 초점거리 계산 (EFL, BFL 주요점 관계) ......................... 54 

그림 3.4.4 렌즈 온도구배 분석 모델링 .............................................. 55 

그림 3.4.5 균일분포 vs 온도구배 기여도 .......................................... 59 

그림 3.4.6 렌즈 온도구배 (Case B) .................................................. 60 

그림 3.4.7 렌즈 광량(mW) 분포(발열량분석) ................................... 61 

그림 3.4.8 렌즈 열해석 개념도 .......................................................... 62 

그림 3.4.9 연산 영역(Computational domain) .................................. 65 

그림 3.410 렌즈 온도분포 ................................................................. 66 

그림 3.5.1 렌즈 온도 해석 프로세스.................................................. 69 

그림 3.5.2 A 모델 광량 검토(예시) .................................................... 70 

그림 3.5.3 A 모델 온도구배 검토 결과 ............................................... 71 

그림 3.5.4 A 모델 초점변화 차이 비교(균일분포 vs 온도구배) ......... 72 

그림 3.5.5 온도 측정 주요 위치 ........................................................ 74 

그림 3.5.6 주효과 및 교호작용 분석(Factorial Plot) ........................ 74 

그림 3.6.1 최종 모델링 반영 결과(Design Result) ........................... 77 

그림 3.6.2 Project Y (선폭변화율)에 대한 공정능력 ......................... 78 

 



 

 1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프로젝터 제품에서 밝기와 화질은 제품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해 소형화, 경량화, 가격 경쟁력 

등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결과 중 주목할 점은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비구면 렌즈는 렌즈 매수를 줄일 수 있고 구면 

렌즈에서 나타나는 구면 수차, 왜곡 수차 등의 성능 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소형화 경량화에 유리하다.  

더욱이 휴대폰 카메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플라스틱 금형 

기술의 발전으로 금형 정밀도 향상과 성형 기술의 발전은 플라스틱 

렌즈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복굴절 개선 및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렌즈 조립 기술과 자동화 등의 제조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 

되면서 플라스틱 렌즈의 적용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프로젝터 제품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광학 렌즈들이 유리 소재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상당수 대체되었고, 

광기구 부품들도 기존 마그네슘(Mg)이나 알루미늄(Al)의 소재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적용하여 원가 절감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플라스틱 소재는 사용 온도 구간이 낮고 온도에 따른 굴절률 

변화가 크기 때문에 유리나 금속 소재 대비 열에 의한 특성 변화가 

심하다. 더욱이 광학계를 구성하는 렌즈 및 광기구 부품들이 점점 더 

소형화 되는 반면, 프로젝터 제품의 밝기 향상을 위해 광원(램프, LED, 

레이저 등)이 필요로 하는 광도(Luminous Intensity)는 증가하여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량의 최대 세기(Peak Intensity)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로 인해 렌즈 부품의 코팅 파손이나 부품 열화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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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문제나 제품 내부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발열 문제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품 동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이 점점 흐려지는 포커스열화(thermal defocus) 문제가 발생되는데 

초점을 재조정하면 다시 좋아진다. 이는 투사렌즈의 외부는 상온 상태에 

있지만 내부 온도는 일정시간 동안 변화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 변화 

특성에 따라 초점이 시간 경과에 따라 천천히 변화는 특징을 갖고 있어 

관련 업체에서는 이를 경시변화(Thermal drift)라고도 한다.  

이런 포커스 열화(경시변화) 문제는 한번 발생되면 개선이 쉽지 않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부품 단위의 선별 작업이나 오조정 방법 등을 통한 

별도 공정이 추가로 발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본개선을 위해서 

광학계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시간적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설계 단계에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포커스 열화(경시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 단계인 제품 개념 설계 단계에서 완성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성능 예측 및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용 환경 및 시장 요구 조건을 반영한 제품 경쟁력이 확보된 비열화 

(athermalization)설계 및 검토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터 제품의 포커스 열화(경시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투사렌즈 비열화 설계를 6 시그마 혁신 활동의 DFSS (Design for 

Six Sigma)방법 중 DIDOV (Define – Identify – Design - Optimize-

Verify)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화 하고자 한다.  

포커스 열화에 대한 문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투사렌즈 해상력(Resolution)을 평가하는 화면(Cross patter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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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선과 수평선의 선폭(linewidth)을 측정하여 온도 변화 전후에 대한 

선폭 변화율을 150% 이하로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프로젝트 과제 목표(Project Y)는 “선폭변화율 < 150%”이며 관련 

내용은 3 장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포커스 열화(경시변화)의 특징은 초점 변화가 시간 경과에 따라 

천천히 흐려지는데 원인은 내부 온도 상승으로 광학 엔진(Optical 

engine) 구성 부품들이 열팽창 되어 위치 변화(Deformation)나 렌즈의 

형상 및 굴절률 변화에 의해 후초점거리(BFL, Back Focal length)가 

변화되어 발생된다. 이 연구리포트에서는 후초점거리 변화를 간단히 

초점변화(△BFL)로 표기하였고 그 변화량를 최대 ±0.05m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비열화 설계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광학 엔진(Optical Engine)을 기능적으로 투사렌즈를 

포함한 투사 광학계, 광원과 패널을 포함한 영상 광학계 그리고 온도 

영역에 대한 냉각계의 3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온도 변화에 의한 초점변화를 투사계와 영상계의 독립된 

영역에서 분석하여 각각의 변화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설계 개념(Design Concept)은 초점변화의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투사 광학계에서는 길이 변화가 짧아지는 

"-목표값”을 갖고, 영상 광학계에서는 반대로 길이 변화가 길어지는 

“+목표값”을 갖도록 설계에 반영함으로 최종 온도 변화 시 이 둘의 

합이“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연구 방향이다. 

이를 위해 2 장에서는 비열화 설계와 관련 이론적 배경 및 모델링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3 장에서는 본론으로 새로운 개념 설계를 통한 

비열화 설계를 제품 개발 구상 단계부터 DIDOV 프로세스를 통해 

전개하고 성능 요구 조건 및 사용 환경을 고려한 단계별 수행 내용과 

최적화 결과 및 검증 단계를 요약 하였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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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온도 영향  
 

 

광학계에 적용된 모든 부품들은 온도 변화에 따른 열변형이 발생되며 

이러한 변화가 광학 부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다[13-18]. 또한 이러한 온도 변화에 대한 광학계의 수차 

분석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19,20].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광학계에 대한 온도 영향을 보정하고 보상하는 

방법 및 렌즈들이 배럴(Barrel)과 하우징(Housing)에 고정(Mounting) 

될 경우에 대한 렌즈들의 비열화 설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및 방법이 

참고 문헌에 언급되어 있다[9,10]. 

 

2-1. 열팽창 

 

광학계에서 온도 변화는 시간, 공간 또는 둘 모두와 관련될 수 있으며 

시간은 광학계에 걸쳐 균일한 열 흡수를 의미하며 공간은 렌즈 및 엔진 

케이스가 다른 온도가 되거나 방사상의 온도 변화를 발생하는 광학계의 

온도 기울기를 나타낸다. 

 

온도 상승 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1). 표면 반경 증가 

2). 곡률 반경의 변형 

3). 렌즈간 거리 증가. 

4). 굴절률의 증가 또는 감소. 

5). 공기 굴절률 감소. 

6). 광학 부품의 변형 등. 



 

 5 

온도가 상승하면 발생되는 물리적 특성으로 소재가 갖고 있는 선팽창 

계수에 의해 렌즈와 배럴(Barrel)및 간격링(Spacer)등의 부품들이 

팽창하게 되며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L, 면적 A, 부피 V 에 대한 

각각의 변화량(△)은 아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ΔL =  L(1 + αΔT) 

ΔA =  A(1 + αΔT)2 − A ≅  A(2α)ΔT 

ΔV =  V(1 + αΔT)3 − V ≅  V(3α)ΔT 

 

여기서 α는 선팽창 계수(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ΔT 는 온도 변화를 나타내며, 온도 변화에 따라 변화량은 αΔT  의 

비율로 선형 근사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으로 온도 상승 시 일정한 비율로 열팽창 되며 

이로 인해 렌즈의 두께나 렌즈간 거리 변화인 간격의 변화와 곡률 변화 

및 굴절률 변화가 발생된다. 

  

2-2. 간격 변화 

 

그림 2.1.1 과 같이 렌즈가 간격링(Spacer)에 조립된 구조에서 온도 

변화가 발생되면 열팽창에 따라 렌즈 사이의 간격 변화가 발생되며 

이러한 간격 변화는 소재의 선팽창 계수가 클수록 크게 발생된다. 

 

그림 2.1.1 렌즈 및 간격링의 간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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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격이 넓어지면 렌즈의 틸트(Tilt), 디센터(Decenter), 회전 

(rotation)등의 위치 변화로 광학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된다. 반대로 

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기구 부품의 열팽창이 렌즈 보다 크면 

렌즈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되어 부품이 변형되거나 렌즈가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된다.  

이와 같이 광학 및 광기구 부품의 소재의 팽창 및 수축 발생으로 

광학적인 주요 특성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 초점 이동, 수차 발생, 화질 

저하 등의 성능 열화가 발생된다. 따라서 온도 영향에 대한 열팽창을 

고려한 최소한의 간격만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2-3. 곡률 변화 

 

온도에 의한 곡률 변화량은 렌즈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각의 

면은 독립적으로 팽창한다, 2 매접합(Cemented Doublet) 렌즈의 경우 

실제로는 두 개의 접촉면이 존재하며 이 접촉면은 각 렌즈에 하나씩 

위치하며 각각에 대해 선팽창 계수로부터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하나의 면이 하나의 곡률 값을 갖기에 평균 곡률 값을 찾고 발생된 

곡률 차이 값은 유효초점거리(EFL, Effective focal lengt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정을 위해 외부 렌즈 면을 굽혀(Bending)서 보정 할 

수 있다. 

 

그림 2.1.2  2 매 접합 렌즈의 곡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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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접합 렌즈의 곡률 변화식은 다음과 같고. C2′는 2 개의 열팽창에 

따른 평균 곡률 변화이며, C3′은 EFL 보정을 위한 굽힘량이 된다. 

 

C1′ =
𝐶1

(1 + α
1

∆T)
+

𝐶2′ − 𝐶2

(1 + α
1
ΔT)

  

C2′ =

[ 
𝐶2

(1 + α
1

∆T)
+

𝐶2

(1 + α
2

∆T)
 ]

2
 

C3′ =
𝐶3

(1 + α
2

∆T)
+

𝐶2′ − 𝐶2

(1 + α
2

∆T)
  

 

여기서, α =
1

𝑟
 

𝑑𝑟

𝑑𝑇
 로 선팽창 계수이고, C 는 곡률, Cn’는 온도변화 

후의 곡률, α
1
, α

2
 는 각 렌즈의 선팽창 계수, ∆T  는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2 매접합렌즈와 유사하게 3 매접합렌즈의 경우도 중심 렌즈에 대해 

선팽창 계수에 따른 곡률과 두께 조절을 통해 적절하게 설정하고, 외부 

면도 선팽창 계수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지만 접합면은 중심 곡률 값을 

선택한다. 곡률 차이만큼 외부 요소의 EFL 을 유지하기 위해 렌즈의 

외부면을 굽히거나 펴서 비열화 설계를 할 수 있다. 

그 외 압력, 고도, 습도 등의 환경적 영향에 의해 변경 가능한 공기의 

굴절률 변화로 인한 성능 저하도 발생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제 2 절 비열화 원리 (Athermalization Principle) 
 

온도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은 광학계 내부 및 외부에서 균일한 

온도 변화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재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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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곡률 반경[R], 렌즈 중심 두께[t], 

렌즈와 렌즈 사이 간격[L], 굴절률[N, Nair]의 변화를 가져온다.  

 

표 2.2.1 온도에 따른 변수 변화 

Radius ΔR = R(1 +  α𝑙𝑒𝑛𝑠ΔT)  

Thickness Δt = t(1 +  α𝑙𝑒𝑛𝑠ΔT)  

Spaces ΔL =  L(1 + αℎ𝑜𝑢𝑠𝑖𝑛𝑔ΔT) 

Index ΔN = N +  (𝑑𝑁/𝑑𝑇)ΔT 

Air Index ΔN𝑎𝑖𝑟 = N +  (𝑑N𝑎𝑖𝑟/𝑑𝑇)ΔT 

  

여기서 α는 선팽창 계수이며,α
𝑙𝑒𝑛𝑠

는 렌즈의 반경과 두께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α
ℎ𝑜𝑠𝑢𝑖𝑛𝑔

은 하우징(Housing) 또는 경통(Barrel)과 같은 

광기구 부품의 선팽창 계수로 렌즈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킨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라 굴절률이 변화며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공기중의 굴절률도 변한다. 이러한 온도 영향은 비구면 계수의 변화도 

가져온다.  

 

ΔA = A/(1 + αΔT)3 ,  ΔB = B/(1 + αΔT)5 

ΔC = C/(1 + αΔT)7 ,  ΔD = D/(1 + αΔT)9 

 

이 계수는 비구면 방정식 Z(s)으로부터 주어진다 

 

Z(s)  =  
𝑐𝑟2

1 + √1 − (1 + 𝑘)𝑐2𝑟2
+ 𝐴𝑟4 + 𝐵𝑟6 + 𝐶𝑟8 + 𝐷𝑟10 + 

 (여기서, 𝑟2 = 𝑥2+𝑦2, k 는 원추 상수) 

 

이러한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초점 거리 및 광학적 특성이 

변화되므로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비열화 설계의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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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점 거리 변화 (단일 렌즈) 

 

얇은 렌즈에 대한 초점거리 𝑓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9] 

 

𝑓 =
𝑟

𝑛 − 1
 

 

온도 변화에 의한 초점거리 변화량은 

 

𝑑𝑓

𝑑𝑇
=

1

𝑛 − 1

𝑑𝑟

𝑑𝑇
−

𝑟

(𝑛−1)2

𝑑𝑛

𝑑𝑇
 

             =
𝑟

𝑛 − 1
 (

1

𝑟

𝑑𝑟

𝑑𝑇
−

1

𝑛 − 1

𝑑𝑛

𝑑𝑇
) 

= 𝑓 (α −
1

𝑛 − 1

𝑑𝑛

𝑑𝑇
) 

 

 𝑓는 초점거리, α 는 선팽창 계수, T 는 온도,  𝑑𝑛/𝑑𝑇는 온도 1℃ 

변화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또한, 온도 T 를 갖는 광학 

부품의 파워( 𝛷 , 초점 거리 𝑓 의 역수)의 변화율은 얇은 렌즈 파워 

방정식 𝛷 = 𝑐(𝑛 − 1)을 미분함으로써 계산 할 수 있다[11]. 

 

여기서, 

𝑓 =
1

Φ
 ,      

d𝑓

 𝑑𝑇
= −

d𝑓

 Φ2

dΦ

𝑑𝑇
 

𝑑𝛷

𝑑𝑇
= +𝛷( 

𝑑𝑛/𝑑𝑇

𝑛 − 1
− 𝛼) 

 

따라서, 

𝑑𝑓

𝑑𝑇
= −𝑓( 

𝑑𝑛/𝑑𝑇

𝑛 − 1
− α) = −𝑓γ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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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
1

𝑛 − 1

𝛿𝑛

𝛿𝑇
− α 

 

γ 는 온도 변화에 의한 초점거리 변화이며 광학 파워를 일반화 

(normalized thermal change of optical power)한 상수로 Thermal 

power( γ ) 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고 온도 

변화에 따른 초점거리가 일정하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γ값은 𝑑𝑛/𝑑𝑇 

및 α의 변화로 인해 파장 및 온도 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2-2. 포커스 열화(Thermal Defocus) – 복합 광학계 

 

서로 분리된 2 개의 얇은 렌즈 그룹을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의 

Thermal power( γ )는 균일 온도 변화를 고려하면 각 렌즈 그룹에서 

동일하다(Rogers 1991). 복합 광학 구성 품에서의 포커스 열화 

(Thermal Defocus)는 광학 파워 변화뿐만 아니라 하우징(Housing), 

경통(Barrel)과 같은 광기구 부품의 선팽창 계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초점 변화량은 하기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경통과 얇은 단일 렌즈:  

∆𝑓 = −𝑓(γ + α
ℎ

) ∆𝑇 

 

경통에 안착된 다수의 얇은 렌즈: 

∆𝑓 = −𝑓 [∑(γ
𝑖
Φ

𝑖
) +α

ℎ

𝑗

𝑖=1

] ∆𝑇 

 

위 식으로부터 포커스 열화(thermal defocus)의 1/4 파장을 초래하는 

온도 변화( ∆𝑇 )의 허용 기준을 확인 하거나 회절 한계의 간단한 

광학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평균 파장 λ 에서의 

직경 D 및 초점 비 FN 이 주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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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심도(회절 한계): 

∆𝑓 = ±2𝜆(𝐹𝑁)2 

 

허용 가능한 온도 변화(회절 한계 ): 

∆𝑇 = ± 
2𝜆(𝐹𝑁)

𝐷[∑ (γ
𝑖
Φ

𝑖
) + α

ℎ

𝑗
𝑖=1 ] 

 

 

회절이 없는 제한된 광학계에서 대략적인 초점심도 및 공간 

주파수(ν)와 관련된 온도 변화 추정치는 하기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Laikin 1991). 

 

대략적인 초점 심도(비회절 한계): 

∆𝑓 = ±
(𝐹𝑁)

ν
 

 

허용 가능한 온도 변화(비회절 한계 ): 

∆𝑇 = ± {𝐷ν [𝑓 ∑(γ
𝑖
Φ

𝑖
) + α

ℎ

𝑗

𝑖=1

]}

−1

 

 

경통을 포함한 멀티 렌즈의 구성일 경우 포커스 열화(thermal 

defocus)로 인한 초점거리 변화량은 각각의 렌즈들과 경통의 열팽창에 

따른 초점거리 변화의 전체 합의 형태로 표현되며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허용 가능한 온도 변화와 초점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2-3. 온도 구배 영향 

 

앞서 소개한 이론은 기본적으로 광학계 모든 부분에서 균일한 온도 

변화를 가정하고 있다. 정상상태 또는 과도상태의 온도 구배가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Perry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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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세로방향 구배(longitudinal gradient)의 영향에 의한 

허용치는 각 렌즈 그룹에는 서로 다른 온도(T)값을 적용하고 인접한 두 

렌즈 그룹을 분리하는 각각의 경통 영역에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평균 

온도를 적용하여 알 수 있다. 더 어려운 문제는 과도상태 세로방향 

구배로, 심각한 경우 각 렌즈를 포함한 경통 내에서 개별적인 비열화가 

필요 할 수 있다. 

정상 상태 또는 과도상태 방사형 온도 구배로 인해 적어도 수차 

보정의 변화가 발생 될 수 있는 초점 위치가 변한다. 두께 t 의 평행 

평판에 ∆𝑇  의 방사형 온도 구배 차이는 광선 편차의 원인이 된다 

(Slyusarev 1959). 이는 광경로차(optical path difference, OPD)로 

정량화 할 수 있다. 

 

𝑂𝑃𝐷 = 𝑡 [𝛼(𝑛 − 1) +
𝑑𝑛

𝑑𝑇
] ∆𝑇 

 

여기서, t 는 평행 평판 두께, 온도차 ∆𝑇 

 

사각 괄호 안의 수식은 열광학상수(thermo-optical constant) G 라고 

하며 방사형 온도 구배에 대한 대략적인 광학 재료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OPD 의 정규화된 온도 변화를 의미한다.  

방사형 온도 구배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 열적 

유동 응력(thermally induced stress)과 굴절률의 이방성 (anisotropic) 

변화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이것은 화질 저하 현상의 

치명 인자(significant factor)가 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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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열화 설계 방법  
 

일반적인 비열화 설계 방법은 사용 환경을 고려한 온도 변화에 따른 

광학 성능 변화량을 예측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보상자를 설계 시 

고려해서 이를 수동 및 자동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비열화 설계 방법은 크게 기구적인 수동 시스템, 광학적인 

수동 시스템, 기구적 또는 전자적인 능동 시스템의 3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8]. 여기에 2 가지 이상의 비열화 방법이 적용된 복합 

비열화 방식과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한 방법도 있다[11]. 

 

(1). 기구적인 수동 시스템 (Mechanically passive systems) 

 

온도에 의한 변화를 렌즈 소자들을 직접 이동시켜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고 팽창성 또는 저 팽창성 

고체 소재, 고 팽창성 왁스나 액체 소재, 형상기업합금 등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그 외 렌즈를 움직일 수 있는 캠, 레버, 나사 등을 

통한 간접적 이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그림 2.3.1 은 포커스 조정을 

위한 보상자를 이동하기 위해 캠 형태가 적용된 방식으로 제품 

외부에 이를 조절하기 위한 Gear 형태의 다이얼이나 레버 

(Knob)등이 장착된 형태이다. 

 

그림 2.3.1 기구적 수동 시스템(캠방식) 

 

 



 

 14 

(2). 광학적인 수동 시스템 (Optically passive systems) 

 

이 시스템에서는 광학 소재의 온도에 대한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보상한다. 광학계에서 온도변화에 의한 포커스 변화를 보상할 수 

있는 광학 소재들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합하여 제거할 수 있다.  

 

파워(Power) : 

∑(Φ
𝑖
)  =  Φ

𝑗

𝑖=1

 

 

비색수차(Achromatism): 

∑(Φ
𝑖
/V𝑖) = 0

𝑗

𝑖=1

 

 

비열화(Athermalism) : 

∑(γ
𝑖
Φ

𝑖
) + Φα

h

𝑗

𝑖=1

 = 0 

 

2 매렌즈(doublet)의 경우 렌즈 a, b 에 대한 색수차 보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V =
𝑛𝐷 − 1

𝑛𝐹 −  𝑛𝐶 
 

 

𝑓𝑎 =
𝑓(𝑉𝑎 − 𝑉𝑏)

𝑉𝑎
 ,      𝑓𝑏 =

𝑓(𝑉𝑏 − 𝑉𝑎)

𝑉𝑏
 

 

여기서, V 분산상수(Abbe number)로 𝑉𝑎와 𝑉𝑏는 각각 렌즈 a, b 의 

분산 상수이며, 𝑓𝑎 와 𝑓𝑏 는 각 렌즈의 초점 거리를 나타낸다.   

 



 

 15 

따라서 2 매렌즈의 비열화 보정 조건식은 하기와 같다 

 

V𝑎γ𝑎 = V𝑏γ𝑏 

 

결국 볼록 및 오목 렌즈의 조합을 갖는 2 매렌즈의 경우 Vγ가 

같거나 유사한 값을 갖는 한 쌍의 렌즈 조합을 찾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색수차와 비열화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렌즈 매수가 3 매나 

그 이상 조합된 복잡한 렌즈 조합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적절한 소재 선정을 통해 온도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이 광학적인 

수동 시스템이라고 하며 굴절 물질의 선택에 의한 광학 시스템의 

초점 위치의 열화는 문헌에서 폭넓게 기술되어 있다[11].  

 

(3). 기구적 또는 전자적인 능동 시스템 

(Mechanically or electronically active systems) 

 

 선팽창계수가 서로 다른 소재를 이용하여 보상되는 방법의 

기구적인 방법과 온도 센서, 포커스 센서, 전동 모터 및 회로를 

이용하여 온도보정 하는 전자적인 방법이 해당하며 줌렌즈와 같은 

복합 광학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아래 그림은 표 2.3.1 에 

오토포커스용 전동 모터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이다.  

 

그림 2.3.2 기구적 또는 전자적인 능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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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전동 Motor(AF Acutuator) 특성 비교 

 Voice Coil 
Motor 

Step 
Motor 

Piezo 
Motor 

DC 
Motor 

Cost Lowest Low Medium Medium 

Size Small Largest Small Medium 

Position 
Feedback 

Need None Need Need 

Speed(ms) 10 100 3 20 

Noise Low High Low 
Low(DC Drive) 

High(PWM) 

Gears None None None YES 

 

 

(4). 복합 시스템(Active & passive Athermalization) 

 

이 중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하여 보정 할 수 있다. 카메라용 렌즈와 같이 자동화 보정 방법과 

수동 시스템이 포함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렌즈 

구성 요소가 포함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다. 이 기술은 이미지 스케일 

및 수차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최상의 초점(Best focus) 결정에 

주관적인 성격이 있다. 

 

(5). 이미지 프로세싱(Athermalization by Image Processing) 

 

일부 응용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 자동 초점 기술의 범위는 

존재하지만, 이 접근법은 온도 센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미지 정보의 잘 못된 처리에 대한 잠재적 단점이 있다. 

 

표 2.3.2 은 (1)~(3)에 소개된 비열화 방법에 따른 항목별 

장단점(Trade off Matrix)이 정리된 내용으로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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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 소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광학적인 

수동 시스템(Optically passive systems) 이라고 할 수 있다.  

광학적인 수동시스템의 경우 렌즈 및 기구 부품의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파워가 큰 

렌즈를 선팽창 계수가 낮은 유리 렌즈로 변경하거나 유리 렌즈와 

플라스틱 렌즈의 조합 형태로 구성하거나, 경통(Barrel)이나 간격링 

(Spacer)과 같은 광기구 부품을 통해 렌즈 간격을 보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비열화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렌즈 소재가 다양하고 소재별 선팽창 계수등 온도 특성 

상수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압력, 습도 등의 외부 환경이나 

실 사용 조건을 고려 해야 하기에 복잡한 분석 과정이 요구된다. 

 

표 2.3.2 Trade off Matrix 

  
Mechanically  

passive 

Mechanically & 
electronically 

active 

Optically  
passive 

Single FOV 
   

Dual FOV 
 

  

Zoom 
 

  

Performance Good 
Depends on 
technique 

Very good 

Reliability Fair to good 
Depends on 
components 

Very good 

Weight 
Can be heavy 

and bulky 
Heavy Very light 

Power  
requirements 

None 
 

None 

Environmental 
stability 

Good 
Concerns under 

vibration 
Very good 

Ease of  
maintenance 

Good Fair to good Excellent 

Cost Fairly cheap Expensive Cheap 

 



 

 18 

제 4 절 비열화 설계 프로세스  
 

일반적인 비열화 설계 프로세는 그림 2.4.1 과 같다. 초기 광학계 

설계가 완료 되면 온도 변화에 따른 초점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 시 앞에서 언급한 비열화 설계 방법을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하는 제품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여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온도 보정이 가능한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을 시작으로 적절한 위치에 보상자를 설계에 반영해서 

이를 자동 또는 수동 보정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찾는 과정을 목표 

성능이 확보 되기까지 수 차례 반복한다. 

 

그림 2.4.1 Design of Environmentally Compensat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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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위해 광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ode V 와 

조명 광학계 설계 프로그램인 LightTools, 광기구 설계 및 기초 해석을 

위해 Creo 4.0 과 simulate (Pro Mechanica)가 사용되었고 열해석 및 

구조 해석을 위해 ANSYS (Workbench, ICE-Pack)를 활용하였다. 

 

광학 모델링 

 

우선 물리적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치수 변화가 선팽창 계수 α와 

온도 변화 ∆𝑇 에 의해 α∆𝑇로 그 변화량이 일정한 비율로 변화 하기에 

이런 관계로부터 (1 +α∆𝑇) 로 근사하여 이를 변수들에 선형치수에 

스케일링 할 수 있다. 

 

Scale factor(S)  = (1 + α∆𝑇)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적용 재질은 EF3_Hoya 이며, 상온 25 ℃ 에서 

상온 50 ℃로 변경되는 조건에서 S 의 변화량은 물성 데이터로부터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α = 7.7x10−6/℃  ,      ∆𝑇 = 35℃  

S = 1 + 7.7x10−6/℃  x 35℃ = 1.0002695 

 

만약 곡률 -12.75 일 경우 

계산식(열 변화 후): -12.75 x 1.0002695 = -12.753436 

해석값(Simulation): -12.7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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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케일 요소(S)를 선형 치수를 갖는 매개변수(parameter)에 

일정한 비율로 조정하여 각각에 값에 적용함으로 초점 변화량을 계산 할 

수 있다. 즉, 광학계 전체 구성품에 이러한 스케일 요소가 적용되면 

최적화 하는 동안 상호 관계(relation)를 통해 치수 변화를 일정한 비율 

값이 유지되어 변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초점 거리는 광학 렌즈의 주요면에서 이미지면까지 거리인 유효 

초점거리 EFL(Effective focal length)와 BFL 이 존재하며 얇은 렌즈 

(t=0)의 경우 EFL과 BFL이 같고 EFL은 굴절능의 역수의 관계로부터 

온도 보정 설계를 계산 할 수 있다.  

 

∆𝑓 = ∆𝐵𝐹𝐿 = −𝑓 [∑(γ
𝑖
Φ

𝑖
) + α

ℎ

𝑗

𝑖=1

] ∆𝑇 

여기서,  

Thermal power(γ) =
1

𝑛 − 1

𝛿𝑛

𝛿𝑇
− α ,    렌즈파워 (Φ ) =  c(n −  1)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은 고전적 줌 광학계 설계 개념을 이용하여 

설정된 온도 조건에 따라 각 렌즈에 줌을 위치시켜 이를 하나씩 

이동시켜 다른 배율을 갖도록 하면서 모든 위치에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12].  

이런 개념을 확장하여 기존의 Coupling 및 Ruler 설계 개념을 폰 

카메라용 광학계의 온도 보정 설계에 확장하여 광학 설계 S/W 인 Code 

V 를 활용한 컴퓨터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 연구 결과도 있다[21]. 

 

온도 해석  

 

포커스열화(thermal defocus)는 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 변화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온도 변화에 대한 광학계 



 

 21 

전체의 특성 변화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높은 해석 

적합도가 요구 된다.  

앞서 언급한 공식들은 모두 렌즈 온도 분포를 균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렌즈는 온도 구배를 갖고 있고, 해석시 사용하는 물성 

데이터 또한 공칭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된다. 

이런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광학 시뮬레이션 분석 전 SET 조건을 

반영한 열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렌즈 온도 구배에 의한 영향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렌즈 온도 해석과 관련 기본적은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열전도 

𝑞�̇� = 𝜌𝑐
𝜕𝑇

𝜕𝑡
− 𝛁(𝑘𝛁𝑇)   

 여기서, 𝛁 =
𝜕

𝜕𝑥
𝒊 +

𝜕

𝜕𝑦
𝒋 +

𝜕

𝜕𝑧
𝒌 

 

내부 공기로 이동되는 열의 대류 열전달(𝑞�̇�)  

𝑞�̇� = ℎ(𝑇 − 𝑇∞)  

 

표면에서의 열복사. . 

  𝑞�̇� = 휀𝜎𝑇4 

 

열팽창. . 

  𝑠 = (1 + α∆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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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본 론 
 

제 1 절 6시그마 DFSS 방법론 

 

DFSS 방법론은 신규 프로세스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정량화한 CTQ(Critical To Quality) 및 

혁신적인 달성 목표 설정, 이를 위한 구상 설계(Design Concept) 및   

설계된 개념(Concept)에 따른 기능별 최적화, 이를 검증 하고 달성된 

목표의 성능을 유지 및 점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고객의 요구 사항인 CTQ 의 6 시그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6 시그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에서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시그마(σ)가 6 개를 포함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품질적으로 어떤 제품이 백만개 중 3.4개의 

불량률(3.4 DPMO) 수준을 만족한다는 의미이지만 기업 관점에서는 

불량이 없는 무결점의 완벽한 제품성능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회사 경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6 시그마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DMAIC(Define–Measure–Analysis–Improve-

Control) 로드맵과 프로세스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위한 방법으로 

DFSS(Design for Six Sigma) 로드맵으로 나눠져 있다. 

DMAIC 는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기존 CTQ 나 평가 

기준으로 설정된 허용 공차의 산포를 개선하거나 결함을 제거하는 

활동이며, DFSS 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산포를 고려하여 품질수준 예측 및 허용 공차를 확대시켜 

공정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주로 DMAIC 는 제조 분야, DFSS 는 R&D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해결 과제의 성과 및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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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그마는 기업 고유의 혁신 방법으로 도입된 이후 기업의 환경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러한 로드맵을 간소화하여 활용하거나, 프로세스 

내의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Lean Six Sigma 나 SCM Six Sigma 와 같은 

다양한 경영혁신 툴(Tool)과 융합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여기에 

트리즈(TRIZ), 가치공학(VE), 빅데이터, 딥러닝 등의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개발 초기나 프로세스 구상 및 제품 설계 단계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 및 적용되고 

있다. 최근 2000년 초반에는 3세대 6시그마 추진 전략으로 제조업이나 

R&D 영역을 넘어 전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고객과 공급자 모두의 

가치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아이크라(ICRA- Innovation, Configuration, 

Realization, Attenuation) 방법론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6 시그마 방법론은 정량적 기법과 통계학적 기법을 통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며 프로세스 개선, 원가절감, 

제품공정 개발, 신사업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성 있게 로드맵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DFSS 방법론은 기업의 특성,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보다 다양한 

설계 도구(QFD, FMEA, DOE, Robust Design, 공차분석, 신뢰성분석, 

SPC등)을 적절하게 적용 할 수 있어 DMAIC보다 더 유연성 있게 활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DFSS 에는 DMADV (Define – Measure – Analysis – 

Design- Verify), DIDOV (Define – Identify – Design - Optimize-

Verify), DCOV (Define – Characterize – Optimize - Verify)등의 

변형된 방법론이 있다.  

본 연구리포트에서는 DIDOV 방법론을 수행함으로써 투사렌즈 비열화 

개발을 위한 구상 설계 및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하며 표 3.1.1 에 

DIDOV 프로세스와 관련 Tool 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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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DIDOV Process & Tools 

Process Step Procedure Tool 

Define 

1. 테마등록서  

작성 

1.Introduce QFD 

1-2. Biz Issue 및 

 문제점 파악 
 

1-3.테마등록서 작성  

2. 제품개발 

Concept확정 

2-1. Multi Product  
Generation Plan 

MGPP 

2-2. Target Costing Target Costing 
2-3.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Identify 

3.System Level 
 CTQ선정 

3-1. VOC수집 Survey 

3-2. 고객의 Needs분석 Interview 

3-3. System Level의 

 CTQ선정 

QFD 

XY Matrix 

4. Sub System 
CTQ 선정 

4-1. Transfer Function Transfer Function 

4-2. Score Card작성 
IOC&FAST 
Scorecard 

Design 

5. CTQ선정 5-1. 중요특성 명확화 
QFD 
FMEA 
IOC&FAST 

6 .Sub System 
Modeling 

6-1. Modeling Loop Diagram 

6-2. 예비 CTQ선정 실험계획법 

6-3. Score Card작성 Scorecard 

Optimize 

7. 공정능력 

 측정 

7-1.측정 System구축 Gage R&R 

7-2. 유사공정 분석 Rational Sub Group 

7-3. 공정능력 측정 공정능력 분석 

8. Spec 
  최적화 

8-1. 개선방향 도출 공차분석 

8-2. Spec 최적화 

ANOVA 

실험계획법 

회귀분석 

반응 표면실험 

다구찌 

9. CTQ 확정 

9-1. 개선 결과 확인 공차분석 

9-2. Scorecard Update 
공정능력 분석 

Scorecard 

Verify 

10. 개발단계 

CTQ 관리 

10-1. 개발 Event별 

 CTQ관리 
Process Mapping 

10-2. CTQ관리기준 설정  

11. 양산단계 

CTQ 관리 
11-1. CTQ Monitoring 관리도 

12. 성과공유 12-1. 성과공유/전파 Project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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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efine 단계 (프로젝트 정의) 

 

정의((Define) 단계는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단계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현수준 파악을 통해 혁신적인 과제목표(Project Y)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주로 경영 성과에 영향도가 큰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무엇보다 이 단계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결론보다 더 

중요한 단계이며 명확한 목표 설정, 상세 활동 계획 및 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에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단계는 추후 진행되는 분석 및 최적화 단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 되기도 한다. 

프로젝트 주제는 제품 경쟁력이 확보된 투사렌즈 개발을 위한 비열화 

설계 및 분석 방법 연구이며 과제 내용을 그림 3.2.1 에 요약하였다. 

 

그림 3.2.1. 프로젝트 연구 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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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향은 포커스 열화(경시변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 개선안을 찾고, 소형화, 경량화 및 원가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을 6 시그마 방법론을 통해 최적화 

설계하는 것으로 비열화에 대한 선행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3-2-1. 문제 정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상을 상세 설명하면 사용자는 

제품 전원을 켠(ON) 후 투사렌즈를 통해 투사된 화면(스크린)을 

보면서 포커스 조정 장치를 이용해 화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위치 

(Best focus)를 찾아 고정 하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초점이 점점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초점을 재조정 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은 

다시 선명해 지지만 사용자 (고객)은 선명도 저하나 화면 흐려짐 등의 

화질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객 불만(Field Claim) 건으로 재발 방지 

및 근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현상은 투사렌즈 외부는 상온 상태에 있지만 내부 온도는 일정 

시간 동안 변화기 때문에 온도 변에 따라 초점 변화가 시간 경과에 따라 

천천히 변화는 특징을 갖고 있어 경시 변화(Thermal drift)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포커스 열화는 α∆T 에 비례하여 변화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보다는 최종 온도 변화량인 ∆T 가 중요하며 ∆T 만큼 투사렌즈를 

포함한 결상계와 영상계 전체가 열팽창 되어 위치의 변형 및 렌즈의 

굴절률이 변화로 초점변화(△BFL)가 발생된다. 

기술적으로 초점변화량이 초점심도(DOF, Depth of focus)를 벗어나게 

되면 초점 흐림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초점심도는 초점이 가장 좋은 

상점(Image Plan)에서 광축 방향으로 앞뒤 일정 구간 이내에서 초점 

흐림(Fog or Blur)을 육안으로 구별 할 수 없는 범위를 의미하며 

초점변화에 대한 허용 공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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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포커스 열화 원인은 온도 변화(△T)에 따른 초점변화(△BFL)가 

초점심도(DOF)를 벗어나 발생된 것으로 포커스 열화에 대한 문제 현상 

및 원인을 그림 3.2.2 에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그림 3.2.2. 포커스 열화 문제 현상 및 원인 

 

 

3-2-2. 과제목표(Project Y) 정의 

 

6 시그마에서 과제목표(Project Y)는 핵심품질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CTQ(Critical to Quality) Y 라고도 하며 프로젝트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선정한다. 

그림 3.2.2 문제 현상 및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포커스 열화는 

초점변화(△BFL)를 측정해야 하지만 제품 상태(SET)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기에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측정방법으로 투사렌즈 성능 평가를 위한 해상력 검사 차트의 선폭 

(Linewidth)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그림 3.2.4 의 Cross pattern 의 

선폭을 통해 굵기 변화를 육안으로 인지할 수 있고 선의 굵기는 선폭 

측정자를 통해 측정 할 수 있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과제목표(Project Y)는 선폭변화율로 선정하였고 그림 3.2.3. 선폭, 

△BFL, DOF 의 관계 및 정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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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Project Y) = 선폭변화율(%) =  
𝐿′ (최종선폭)

𝐿 (초기선폭)
 x100  

 

그림 3.2.3. 선폭, △BFL, DOF 의 관계 

 

 

그림 3.2.4 선폭 측정 방법 

 

1. 측정 화면 : 해상력 검사 Cross Hatch Pattern @ 40inch 

2. 측정 지점 : 5 포인트 

3. 측정 시간 : 초기(5 분이내) 및 30 분 경과후  측정 

4. 측정 방법 : 선폭 측정자를 이용하여 가로/세로 선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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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은 그림 3.2.4 에 상세히 표기했으며 선폭 측정자로 해상력 

검사 Cross Hatch Pattern의 중앙부위1점과 모서리 4점의 전체 5점에 

해당하는 가로와 세로 선폭에 대해 초기 5 분이내의 선폭과 30 분 경과 

후 최종 선폭을 측정한다. 

 

 

3-2-3. 측정 시스템 평가 (Gage R&R)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 6 시그마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 Tool 인 미니탭 (Minitab)을 활용했으며, 95% 신뢰수준으로 

유의수준 α는 0.05 를 기본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분석 결과는 

미니탭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사용하였고 내용이 많은 부분은 결과값만 

요약 정리하였다.  

표 3.2.2 는 선폭 측정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한 측정시스템 평가를 

위해 Gage R&R 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사용 적합하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3.2.2 Gage R&R 주요 검토 결과 요약 

평가항목 Spec 분석결과 결론 

분해능 평가 
(Distinct Category) 

≥5 8 적합 

공정관리용 적합성 
(%Study Var) 

≤20% 17.13% 적합 

합부판정용 적합성 
(% Tolerance) 

≤20% 19.88% 적합 

 

여기서 Gage R&R 은 측정 시스템의 측정 오차 중 측정 장치로 인한 

변동의 비중을 평가하는 재현성(Repeatability)과 측정 시스템 간의 

차이로 인한 변동의 비중을 평가하는 반복성(Reproducibility)에 대한 

측정 시스템의 사용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험 데이터의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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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계측기의 분해능은 Distinct Category 값이 8(≥5)로 

적합 하며, %Study Var 이 17.13%(≤20%)로 측정 시스템은 공정 

관리용으로 적합하고 % Tolerance 는 19.88%(≤20%) 로 합부 

판정용으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5 Gage R&R 요약 Report 

 

 

그림 3.2.5 는 Gage R&R 그래프 분석 결과이다. 측정시료(part)는 

P 값이 0 으로 유의하여 시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잘 선정되었고 

작업자(Operator)의 P 값은 0.943 으로 유의차가 없어 작업자간 편차는 

없는 것으로 확이 되었다, 하지만 작업자와 시료 사이 즉 Part*operator 

P 값은 0.002 로 교호 작용이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선폭 측정시 플레어(Flare)를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업자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눈높이 맞춤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폭자를 통한 선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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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측정시스템 평가 기준은 재현성과 반복성 모두 만족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3-2-3. 현 수준 파악 

 

그림 3.2.6 은 LED 프로젝터 대표 제품 3 모델의 2 시간동안 선폭 

(가로/세로)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최종 50 분 이후부터는 모두 

평행상태(Saturation)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상태가 세트 내부 온도가 포화되는 시간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그림 3.2.6 시간에 따른 선폭변화 

 

 

그리고 표 3.2.3 평형상태 도달 시간 및 최대 선폭변화율을 정리한 

것으로 평형상태 도달 시간은 A 와 B 모델 50 분, C 모델 25 분으로 

모델별로 차이가 있고, 선폭 변화율의 경우 A 모델 최대 170%, B 모델 

144%, C 모델 최대 133% 변화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측정 

시간의 경우 제품 편차를 고려하여 최대 60 분 경과 이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간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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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평형상태(포화시간) 및 선폭변화율 

Model 선폭 포화시간 선폭변화율 

A 모델 
가로 50 분 170% 

세로 50 분 165% 

B 모델 
가로 50 분 144% 

세로 40 분 139% 

C 모델 
가로 25 분 119% 

세로 25 분 133% 

 

 

3-2-4. 측정 시간 결정 

 

선폭 변화는 30 분 이후부터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그 변화량도 10% 

이내로 미비한 수준이어서 30 분 전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평균값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측정 시간을 결정코자 

하였다. 측정 모델은 선폭 변화율이 가장 크고 평형상태 도달 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된 A 모델이며, 시료 5 대 가로 세로 선폭 변화를 측정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2.7.에 표기했다 

 

그림 3.2.7. 모델 A 선폭변화량(시료 5 대, 가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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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변량분석)은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군내 변동(분산)과 전체 

평균과 개별 집단의 평균의 차이인 군간 변동(분산)의 비에 의한 

F 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이다. 

 

ANOVA(F 값) =  
군간변동(𝛿)의 평균

군내변동((𝛿)의 평균
=  

𝑀𝑆𝑏𝑒𝑡𝑤𝑒𝑒𝑛

𝑀𝑆𝑤𝑖𝑡ℎ𝑖𝑛
 

=  
𝑆𝑆𝑏𝑒𝑡𝑤𝑒𝑒𝑛/𝑑𝑓𝑏𝑒𝑡𝑤𝑒𝑒𝑛

𝑆𝑆𝑤𝑖𝑡ℎ𝑖𝑛/𝑑𝑓𝑤𝑖𝑡ℎ𝑖𝑛
 

여기서  

𝑆𝑆𝑏𝑒𝑡𝑤𝑒𝑒𝑛 = ∑ 𝑛𝑖(Y̅𝑖 − Y̅)2

𝑘

𝑖=1

 

𝑆𝑆𝑤𝑖𝑡ℎ𝑖𝑛  = ∑ ∑(𝑌𝑖𝑗 − Y̅𝑖)2 

𝑛

𝑗=1

𝑘

𝑖=1

 

𝑆𝑆𝑡𝑜𝑡𝑎𝑙  = ∑ ∑(𝑌𝑖𝑗 − Y̅)2  

𝑛

𝑗=1

𝑘

𝑖=1

 

 

𝑑𝑓  는 자유도(degree of freedom) 이며 SS(Sum of Squares)는 

변동의 정도를 의미하는 통계량이며 총 변동은 군간 변동과 군내 변동의 

합을 의미한다.  

분산분석은 Ho 귀무가설하에서 인자의 평균제곱과 오차 평균제곱의 

비가 F-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통계적인 의사 결정 기준을 제공한다. 

주어진 분산분석 표에서 임계값에 의한 의사 결정은 유의수준 0.05 를 

기준으로 할 때 F-분포표의 값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러한 방법은 측정된 데이터의 표본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1)정규성 검정, 각 표본의 분산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2)분산의 

동질성 검정, 3)가설 검정의 순서로 진행 되며 마지막으로 잔차 

(Residual) 분석을 통해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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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성 검정 

 

그림 3.2.8는 정규성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초기 5분까지는 P-

value 가 유의수준 0.05 이하로 확인되어 정규성 위배되지만 그 외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8. 정규성 분석 결과

 

정규분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초기 5 분동안은 투사렌즈 내부 온도 변화로 인한 초점 

변화(△BFL)량이 DOF 구간내에 있기 때문에 선폭 변화량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이유는 측정시 사용된 선폭자의 

분해능이 0.1mm 이하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폭의 미세 

변화를 감지할 수 없어 정규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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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폭 측정에 0.01mm 단위의 미세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에 초기 5 분에 해당하는 측정값은 분석 시 제외하였다.  

 

2) 등분산성 검정 

 

그림 3.2.9 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결과이며 P-value =0.985 로 각 

시간 조건 별 선폭의 변화에 따른 분산은 모두 동일하여 등분산성을 

만족한다. 

 

그림 3.2.9 등분산성 검정 

 

 

3) 가설 검정 

 

분산분석에 사용된 기본적인 가설은 집단 간 평균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과 집단 중 어느 하나라도 평균이 다르다는 대립가설을 

사용하며 여기서 설정한 가설은 하기와 같다 

 

귀무가설(H0) : 집단 간 평균 변화는 같다(변화 없다). 

대립가설(H1) : 어느 하나라도 평균 변화는 다르다(변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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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변화량 차이에 대한 P-value 결과를 

정리했다. 통계적으로는 P-value 가 0.05 이상일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며 이는 평균값 차이가 없는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 

 

표 3.2.4.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량 P-value 요약 

경과 시간 20 분 25 분 30 분 40 분 

P-value 0.001 0.413 0.954 0.994 

 

분석 결과 25 분 이후부터 변화가 없는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최종 측정시간은 P-value가 0.954인 30분을 선정 하였고 처음 

3-2-3 현수준 파악 시 확인된 선폭 측정시간 60 분 대비 30 분으로 

시간 단축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림 3.2.10 선폭 예측 구간(CI) 및 평형 상태 도달 시간 

 

 

그림 3.2.10 은 선폭 변화의 평균값과 95% 신뢰수준의 CI 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나타내며 과제목표(Project Y)에 대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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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5 분 이내 초기선폭 (𝐿)과 30 분 이후 최종선폭(L′)을 측정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3-2-5. 목표 설정 및 타당성 검토 

 

Define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제목표(Project Y)에 대한 

현수준 파악 및 도전적인 목표(Streach Goal)를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전적인 목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온도 변화에 따라 

선폭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이는 선폭변화율이 100%인 경우가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초점변화 

(△BFL)가 초점심도(DOF)내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하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Streach Goal ∶   Project Y(선폭변화율) =  
𝐿′

𝐿 
x100  =  100%  

 

초점심도는 밝기를 나타내는 F number 와 DMD 의 픽셀 크기(Pixel 

size)와 배율(M)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 배율은 1 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 3 가지 조건은 설계사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초점심도는 

이 때 결정되며 다음과 같다 

 

DOF (초점심도) = (1 + M) ∗ (F/#) ∗ Pixel Size  

여기서,  

F/#(F Number) =
𝑓

D
 ≈

1

2NA
 

𝑁𝐴(𝑁𝑢𝑚𝑒𝑟𝑖𝑐𝑎𝑙 𝐴𝑝𝑒𝑟𝑡𝑢𝑟𝑒) = 𝑛0𝑠𝑖𝑛 (
∅𝑚𝑎𝑥

2
) 

따라서,  

 

∆BFL = DOF =  ±{(1 + M) ∗ (F/#) ∗ Pixe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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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모델의 초점심도(DOF)를 표 3.2.5 에 정리하였고, 이중 모델 

E 는 최근 개발된 모델로 F 값도 낮고 Pixel size 도 작아서 초점심도가 

±0.018 로 매우 작아 공차에 의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표 3.2.5 모델별 초점심도(DOF) 

Model F/# (f/D) Pixel Size DOF(± mm) 

A 2.4 0.0137 0.0658 

B 1.5 0.0076 0.0228 

C 1.8 0.0076 0.0274 

D 1.7 0.0076 0.0258 

E 1.7 0.0054 0.0184 

 

이렇게 민감도가 높아지면 그 만큼 높은 수준의 공차를 갖는 광학계 

구성이 필요하게 되어 개발 품질을 나타내는 QCD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다. 하지만,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밝기 향상을 

위해 F 값은 더 작아지고, 높은 해상력 및 제품 소형화에 따른 화소 

크기(Pixel Size)도 작아지고 있어 초점심도에 의한 민감도는 더 높아 

지기 때문에 선폭변화에 대한 공차 민감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점변화(△BFL)가 초점심도 구간을 벗어날 경우 

허용 가능한 최대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정량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초점 흐려짐에 의한 화질 열화 문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과 실무적 관점을 고려하여 그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성 화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화질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자 및 

환경적인 영향 등에 따라 주관적 판정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사용 

조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과 이를 정량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여기서는 화질 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이나 기법들은 다루지 않는다. 

이중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 조건인 동영상(자막포함), 

사진, 인터넷(네이버) 검색 조건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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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흐려짐을 인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3 단계 수준으로 평가한 

결과의 일부를 표 3.2.6 에 요약하였다.  

 

표 3.2.6 화질 평가 요약 

선폭변화율 150% 수준 

화면크기(inch) 40" 50" 55" 65" 80" 

동영상 O O O O O 

사진 O O O O O 

인터넷(네이버) O O O △ △ 

      

선폭변화율 170% 수준 

화면크기(inch) 40" 50" 55" 65" 80" 

동영상 O O △ X X 

사진 O △ X X X 

인터넷(네이버) O X X X X 

O : 인지 안됨,  △: 인지되지만 문제 안됨,   X : 인지됨 

 

평가 결과 60”이하 조건일 경우 선폭변화율 150% 수준에서는 일반 

동영상 및 사진을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고 60”이상 대화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최외각 부분에서 초점 흐림 증상이 인지되었지만 

이 또한 문제는 안 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170%이상 

수준일 경우 40”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건에서 인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 할 수 있지만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했고 평가 기준상 변화율이 150%이상에서는 

경계조건이 명확히 구분이 되었다. 따라서, 실사용 조건에서 선폭변화율 

150%까지를 최대 허용 범위로 사용할 경우 선폭변화에 의한 초점 

흐림은 거의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선폭변화율 150%일 경우 초점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초점변화(△BFL)를 검토한 결과를 표 3.2.7 에 정리했다.  검토 

모델은 표 3.2.5 에 표기한 D 모델이며, 평가는 Code-V 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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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cus 해석 결과와 투사거리 (Projection Distance) 측정을 통한 

계산식을 활용한 결과이다.  

 

그림 3.2.11 투사거리와 BFL(f ) 

  

𝑓 =
S(Screeen Size)

D(𝐷𝑀𝐷 𝑆𝑖𝑧𝑒))
𝑓′   

 

여기서 S 는 40”스크린 기준 세로 방향 길이, D 는 DMD 의 세로 

방향의 길이로 DMD Pixel 의 세로 방향 총 합계이다. 

 

표 3.2.7 선폭 변화 150% 의 △BFL (@40”) 

` ∆𝐵𝐹𝐿 ∆𝐿 선폭변화율 

위치 -0.05 0 +0.05 -0.05 +0.05 -0.05 +0.05 

중앙_가로 3.36 2.16 2.47 1.20 0.31 156% 114% 

중앙_세로 2.90 2.04 2.79 0.86 0.75 142% 137% 

외각_가로 2.72 2.16 3.14 0.55 0.98 126% 145% 

외각_세로 2.57 2.11 3.22 0.45 1.11 121% 152% 

 

해석시 선폭은 pixel size 와 배율 M(=S/D), 보정계수를 δ 를 통해 

보정했고 40”기준에서 선폭은 초기 2.0mm 에서 최대 3.1mm 로 최대 

1.2mm (156%) 변화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여기서 보정계수 δ는 spot size (일반적으로 1.5 Pixel 이하)와 실제 

해상력 차트상에서 측정된 선폭 측정값에 대한 차이로 수차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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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편차라고 할 수 있다.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보정계수 δ = 2.0 이다. 

 

Spot size ≅ 1.5 ∗ Pixel Size  

L  (Linewidth)  ≅ Spot size ∗ M ∗ δ 

 ∆L (Max acceptable Linewidth)  = L ∗  1.5 

 

최종 검토 결과 선폭변화율 150%일 경우 최대 ∆BFL이 ±0.05 까지 

허용 가능하며 이는 기존 DOF ±0.0323 대비 약 1.5 배 수준이며,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허용 공차 범위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선폭 

변화와 BFL 변화에는 다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cceptale) ∆BFL′ ≅ ±( DOF ∗ 1.5 ) =  ±0.05 

∆𝐿

𝐿
 =  

∆BFL′

DOF
≅  1.5 

 

실측 측정결과 선폭변화량이 최대 1.6 까지 변할 수 있지만 1.5 배 

수준까지를 최대 허용구간으로 임의 설정하였다.  

최종 과제목표(Project Y )를 다시 정의(Define)하면 다음과 같다 

 

선폭변화율 = ( 
∆𝐿 (최종선폭@30𝑚𝑖𝑛)

𝐿 (초기선폭@5𝑚𝑖𝑛)
=  

∆BFL′

DOF
 ) x100 ≤ 150%   

 

또한, 이러한 선폭 변화로 인한 렌즈의 해상력을 측정하는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의 성능 변화를 고려해 보면, 초기 

설계치의 절반 수준까지 성능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MTF(𝑓) =  
𝐶𝑜𝑛𝑡𝑟𝑎𝑠𝑡𝑜𝑢𝑡𝑝𝑢𝑡(𝑓)

𝐶𝑜𝑛𝑡𝑟𝑎𝑠𝑡𝑖𝑛𝑝𝑢𝑡(𝑓)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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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ion(Contrast) =  
𝐼𝑚𝑎𝑥  −  𝐼𝑚𝑎𝑥

𝐼𝑚𝑎𝑥  +  𝐼𝑚𝑎𝑥
 

. 

일반적으로 LED 프로젝터 제품의 경우 MTF 50%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설계 난이도가 높은 UST 제품은 MTF 30%까지 적용 

하기도 한다. 하지만 MTF50%와 MTF30% 수준에서의 포커스 성능은 

경험적으로 눈으로 그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제품에 

적용된 화소, 밝기, 선명도, 색감등에 따라 화질 평가는 감성적인 차이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MTF 성능차이 만으로는 어느 것이 

우위라는 것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참조로 현미경의 초점심도의 경우 개구수 NA, 배율 M, 눈의 

조절력에 의한 배율 m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𝐷𝑂𝐹 (초점심도) = =
𝜔

𝑁𝐴 
 
250

𝑀
+ (

250

𝑚
)2

1

𝑥
  

 

여기서, n 은 시료쪽의 굴절률, ω는 눈의 분해능, x 는 눈의 근점이다. 

따라서, 포커스 성능 차이를 인지하는 눈에 대해서도 초점심도가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선폭변화의 허용 가능 최대값 검토는 보수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 포커스 성능에 대한 고객불만사항(Field Claim Data) 

분석과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한 화질과 관련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기에 감성 

평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포커스 변화는 최상의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초점심도 이내에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제품 사용 조건을 고려 시 MTF25% 

수준까지의 화질 저하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 경우 화면상 해상력 

차트의 선폭 변화는 최대 1.5 배까지 허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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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공정능력 목표 설정 

 

그림 3.2.12 는 목표 설정을 위해 비교 모델 선정 후 선폭변화에 대한 

공정능력을 분석한 결과이며 평균 107%, 최대 157%로 확인 되었다.  

공정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목적은 설정된 목표와 기준에서 공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제품 출하 후 발생되는 불량에 대한 품질 비용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서로 다른 프로세스의 공정능력을 직접 비교 

평가하기 위해 개량된 형태의 공정 능력 지수로서 시그마 수준(Sigma 

level)을 사용하는데 그 형태가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역누적확률 함수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 Z 값이라고도 한다.  

 

그림 3.2.12 비교 모델 공정능력 분석 

  

선정된 비교 모델은 포커스 성능이 안정화된 모델임에도 LOT 별 

이상점이 존재하여 정규성 및 등분산성 위배로 공정능력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목표는 장기 공정능력 Z값 4.5 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Project Y(선폭변화율)의 최종 

목표는 최대 150%, 평균 125%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그림 3.2.13 에 표기하였다.  무엇보다 공정능력을 안정화하여 LOT 성 

불량의 개선이 필요며 이는 제품 특성상 프로세스의 복잡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연변동을 찾아 개선하는 등 누적수율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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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Project Y 목표 

 

 

Define(정의) 단계를 통해 과제 선정 배경, 과제 목표인 Project 

Y 도출, 선폭변화율에 대한 정의,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측정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개선 목표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및 비교모델의 

현수준 파악하였다. 이 단계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정확한 목표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그림 3.2.14 DIDOV 방법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단계별 상세 활동 계획 및 결과물과 일정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프로젝트는 QCD(Quality, Cost, Delivery) 

관점에서 정량적인 목표에 의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정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림 3.2.14 프로젝트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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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dentify 단계 (CTQ 선정)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프로세스 대안들을 분석, 개념 

설계안 확정 및 주요 인자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특별히 시스템 단계의 

CTQ (critical to quality)항목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3-1. 시스템 단계(System Level)의 CTQ 

 

그림 3.3.1 은 시스템 단계(System Level)의 CTQ 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VOC(voice of customer)나 인터뷰를 통해 고객의 니즈 

(Needs)파악 및 불만사항을 도출하고 고객이 생각하는 일상적 용어로 

된 요구사항을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활용하여 시스템 

단계의 기술적 주요인자(CTQ)로 치환하거나, 시스템의 FMEA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를 통하여 기술적 중요인자를 도출하여 혁신 

필요 부분에 대한 우선 순위를 나열하는 단계이다 

 

그림 3.3.1 시스템 단계(System Level)의 C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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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구 사항은 일반 환경 즉 명실조건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밝기에 대한 요구와 Full HD 급 이상의 고해상도의 선명한 화질에 대한 

요구가 가장 우선 순위로 높았고 그 외 사운드, 휴대성, 설치 편의성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 편의성 등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었다.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규 광학계의 투사렌즈 비열화 

설계에 필요한 제품 개발 세부 설계 기준서를 확정한다. 이 기준서는 

제품 개발 사양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 되어있다 

 

3-2. 하위 시스템(Sub System) 의 CTQ 선정 

 

다음 단계는 하위 시스템(Sub System)의 CTQ 를 선정하고 개선 

목표를 찾는 과정으로 상위 시스템에서 선정한 Project Y(Big Y)에 

영향을 주는 하위 단계의 y1, y2 ~ yn 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y 들은 

모두 성능을 대표하는 CTQ 로 그 수는 1~5 개 정도가 적당하다. 

이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IOC 차트(Input / Output/ 

Constraint)나 FAST Diagram (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을 활용한다. 

 

1). IOC 차트 분석 

 

IOC 차트는 주요 성능 구현을 위한 입력(Input) 요소와 그 결과 

구현되는 출력(Output)을 정의하고 특정 성능 구현에 장애가 되는 제한 

요인(Constraints)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달 함수(Transfer Function)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3.2 는 비열화 설계에 대한 IOC 차트를 전개한 내용 이며, 

Input 및 Output 에 표기된 항목들은 모두 측정 및 조절 가능한 설계 

값을 갖도록 수치적으로 나열한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main 

function)은 비열화이며, 목표는 △BFL ±0.05mm 이하를 만족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모든 입력 요소들을 좌측에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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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최종 결과는 우측에 나열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포커스열화의 

개선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2 IOC Chart 

 

 

2). FAST Diagram 분석 

 

FAST Diagram 은 IOC 차트에서 도출된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 

단계의 출력(Output)에 영향을 주는 입력 요소 즉 가인자(후보 CTQ) 

들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찾기 위한 전개 과정이다 

 프로젝터는 크게 투사렌즈를 포함하는 투사 광학계와 프리즘과 패널 

(DMD, LCD, LCoS) 등을 포함하는 영상 광학계, 광원(LED, Lamp, 

LD)을 포함한 조명 광학계로 구분할 수 있고 초점거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위는 투사 광학계와 영상 광학계이다 

후초점거리(BFL)는 투사계에 포함되어 있는 투사렌즈 마지막 렌즈 

끝단에서 영상계에 포함되어 있는 DMD 의 상면 (Active area)까지의 

전체 거리(mm)이므로 초점변화(△BFL)는 투사 광학계의 BFL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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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광학계에서의 BFL 변화의 전체 합의 형태로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𝐵𝐹𝐿 = ∑(∆BFL𝑃𝑟𝑜𝑗𝑒𝑐𝑡𝑖𝑜𝑛 𝑠𝑦𝑠𝑡𝑒𝑚 )  + ∑(∆BFL𝐼𝑚𝑎𝑔𝑒 𝑠𝑦𝑠𝑡𝑒𝑚) 

 

또한, 하위 시스템(Sub system) 즉 개별 부품의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 할 경우 투사 광학계의 초점변화(∆𝐵𝐹𝐿)는 광학 부품인 투사렌즈의 

디포커스(Thermal Defocus)에 의한 변화와 영상 광학계는 광기구 

부품인 엔진 케이스(Engine case)의 열변형에 따른 DMD와 프리즘간의 

위치 변화 (Thermal Deformation)에 의해 변화게 된다. 따라서 

초점변화는 기능적으로 이 둘의 합의 형태로 재정의 할 수 있다. 

 

∆𝐵𝐹𝐿 = 𝐷𝑒𝑓𝑜𝑐𝑢𝑠(𝑃𝑟𝑜𝑗𝑒𝑐𝑡𝑖𝑜𝑛 𝐿𝑒𝑛𝑠) +  𝐷𝑒𝑓𝑜𝑟𝑚𝑎𝑡𝑖𝑜𝑛 (𝐸𝑛𝑔𝑖𝑛𝑒 𝑐𝑎𝑠𝑒) 

 

그림 3.3.3 는 FAST Diagram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BFL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인자들을 제품의 기능 및 이를 구성하는 부품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y1, y2, y3 의 하위 단위의 CTQ 항목들에 대해 

Y = 𝑓(𝑦1, 𝑦2 , … , 𝑦n) 의 전달 함수의 관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𝑦1 (Defocus ) =  𝑓{온도(균일조건,그룹간조건,렌즈각각조건) 

,재질 (굴절률,선팽창계수,열전도 𝑏𝑦 𝐺𝑙𝑎𝑠𝑠 𝑜𝑟 𝑝𝑙𝑎𝑠𝑡𝑖𝑐) 

,형상(곡률,두께,렌즈간 거리,공기간격,비구면계수. . )} 

𝑦2 (Deformation) =  𝑓{투사렌즈 고정부(𝐵𝑜𝑛𝑑𝑖𝑛𝑔, 𝑅𝑒𝑡𝑎𝑖𝑛𝑒𝑟) 

,엔진 케이스(투사렌즈부,프리즘부, 𝐷𝑀𝐷 고정부)  

,재질 (선팽창계수,열전도율,강도 𝑏𝑦 𝐴𝑙 , 𝑀𝑔 & 𝑝𝑙𝑎𝑠𝑡𝑖𝑐)} 

𝑦3 (∆T ) =  𝑓{ 𝐹𝑎𝑛(𝑇𝑦𝑝𝑒,위치,갯수, 𝑅𝑃𝑀. ), 𝑉𝑒𝑛𝑡 𝐻𝑜𝑙𝑒(개구율,형상),  

, 𝐷𝑢𝑐𝑡(형상,유무), 𝐻𝑒𝑎𝑡𝑠𝑖𝑛𝑘(𝑓𝑖𝑛, 𝑏𝑎𝑠𝑒, 𝑝𝑖𝑡𝑐ℎ),  

,차광막(형상,재질,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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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FAST Diagram 

 

 

도출된 가인자(예비 CTQ)는 CAE 해석 및 공차 분석(Tolerance 

Analysis), 다구찌, 실험계획법(DOE) 등을 통한 실험을 통해 기여도 

(Contribution) 분석 후 치명인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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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Design 단계 (모델링 설계) 

 

4-1. 새로운 모델링 방법 (New Concept Design) 

 

IOC 와 FAST 분석을 통해 전체를 하나의 모델링 관점에서 기능적인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여 전달 함수의 관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𝐵𝐹𝐿)  = 𝑓{(𝑦1  +  𝑦2 ) ∗ 𝑦3} 

 

여기서,  

𝑦1 (Defocus )           = 투사계 변화 =  ∑(∆BFL𝑃𝑟𝑜𝑗𝑒𝑐𝑡𝑖𝑜𝑛 𝑠𝑦𝑠𝑡𝑒𝑚 ) 

𝑦2 (Deformation )  = 영상계 변화 =  ∑(∆BFL𝐼𝑚𝑎𝑔𝑒 𝑠𝑦𝑠𝑡𝑒𝑚) 

𝑦3 (∆T )                     = 온도차  

 

 

따라서, 온도 변화에 독립적인 관계가 되면서 Y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은 𝑦1  +  𝑦2  = 0이 되어야 하며 이를 만족하려면 𝑦1 과 𝑦2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일 될 때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BFL𝑃𝑟𝑜𝑗𝑒𝑐𝑡𝑖𝑜𝑛  )  =  (+) ∑(∆BFL𝐼𝑚𝑎𝑔𝑒 )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𝑦1 (투사계 변화)는 BFL 이 

짧아지는“-“방향으로 이동하고, 𝑦2(영상계 변화)는 BFL 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갖도록 설계 한 후 𝑦1 , 𝑦2가 

온도 변화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변화 되도록 모델링 하면 이 둘의 최종 

합은 항상”0”이 되어 비열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4.1은 이런 

모델링 설계의 개념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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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New Concept Design (New Approach) 

 

 

가장 큰 차이점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누적 공차 

관점에서 설계의 자유도를 높여주어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 할 수 

있게 한다. 즉, 기존에는 누적 공차에 대한 우려로 𝑦1,  𝑦2, 𝑦3  모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최종 변화량이 

초점심도 구간내에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공차 관리가 필요 

하였고 이는 결국 비용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𝑦3 에 대해 𝑦1,  𝑦2 를 독립된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좀더 상위 개념에서 공차 설정 및 분배가 가능하다. 이는 

변화량을 억제하기 보다는 𝑦3 에 대한 변화를 허용하고 최종 변화 후 

발생된 차이값을 관리함으로 그 크기만 조절된다면 공차 민감도 

측면에서 렌즈 설계는 기존보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  

 



 

 52 

4-2. 비열화 엔진 설계 모델링 및 검토 방향 

 

그림 3.4.2 는 비열화 모델링 및 검토방향에 대한 개념도 이며, 이를 

위해 광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ode V 및 Light Tool, 광기구 

설계를 위한 Creo 4.0(Pro Engineer), 열해석과 구조해석을 위해 

ANSYS 를 설계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4.2. 비열화 엔진 설계 모델링 및 검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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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순서는 광학 구성 설계(Layout)를 통해 렌즈의 초기 성능 확보 

후 경통 및 엔진 케이스등의 광기구 설계를 통한 양산성을 검증 및 냉각 

검토 및 방열 설계를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2-4 절 비열화 검토 프로세스에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석 검토가 바탕이 되며 광학, 광기구, 냉각 영역 모두에서 

성능 확보할 때까지 상호 보완 검증이 필요하며, 목표를 만족할 때까지 

수차례 반복과정이 수반된다. 

 

 

4-3. 가인자 기여도(Contribution)  

 

𝑦1 (Defocus ) 와 𝑦2 (Deformation) 에 의한 초점 변화는 온도에 따라 

선팽창 계수α와 굴절률 변화(dN/dT)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𝑦3 (∆T )는 

열전도율(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𝑓 = ∆𝐵𝐹𝐿 = −𝑓 [∑(γ
𝑖
Φ

𝑖
) + α

ℎ

𝑗

𝑖=1

] ∆𝑇 

 

일반적으로 글라스(Glass)대비 플라스틱의 선팽창 계수는 7~12 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굴절률은 글라스 및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20~40 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글라스는 온도 상승하면 

굴절률이 높아지며, 플라스틱은 온도가 상승하면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초점거리의 변화는 재질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재질 별 특성 비교나 물성 정보는 다루지 않는다. 

Y(∆𝐵𝐹𝐿) 에 대한 영향 중 𝑦1 (Defocus )의 경우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곡률 반경[R], 렌즈 중심두께[D], 렌즈와 렌즈 사이 

간격[L], 굴절률[N, Nair]의 변화를 가져온다. 단일 렌즈(Single lens)일 

경우 초점거리변화는 곡률반경, 렌즈 두께, 굴절률이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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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는 EFL(유효초점거리), BFL (후초점거리), 주요점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초점거리는 근축 광선 추적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일반화된 굴절능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3. 초점거리 계산 (EFL, BFL 주요점 관계) 

 

𝑛𝑘
′𝑢𝑘

′ − 𝑛1𝑢1  =  ∑ 𝑘𝑖ℎ𝑖 

𝐸𝐹𝐿 =
ℎ1

∑ 𝑘𝑖ℎ𝑖
    , 𝐾 = ∑ 𝑘𝑖(

ℎ𝑖

ℎ1
) 

𝐿 = 𝑑 − 𝐴1𝐻−𝐻′𝐴2 =  
𝑑

𝑛𝐾
(𝑛 − 1)2(𝑐1 − 𝑐2 + 𝑐1𝑐2𝑑) 

 

여기서, 𝑛𝑖+1 = ℎ𝑖 − 𝑑𝑖𝑢𝑖
′이며, ℎ𝑖 = ℎ𝑖−1 − 𝑑𝑖−1𝑢𝑖−1

′이며 공기 중에서의 

총 굴절능은 다음과 같다. 

 

1). 단일렌즈일 경우 

𝐾 = 𝑘1 + 𝑘2 − (
𝑑1

𝑛
) 𝑘1𝑘2                        𝑑1 = 렌즈두께 (두꺼운렌즈) 

𝐾 = 𝑘1 + 𝑘2 =  (𝑛′ − 𝑛)1 (
1

𝑅1
−

1

𝑅2
)   𝑑1 ≈ 0                 (얇은 렌즈)  

여기서, 𝑘1 = (𝑛′ − 𝑛 )/𝑅1, 𝑘2 = (𝑛 − 𝑛′ )/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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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매렌즈일 경우 

𝐾 = 𝑘1 + 𝑘2 − 𝑑1𝑘1𝑘2         𝑑1 = 렌즈간 거리 (주요면) 

 

2). 3 매렌즈일 경우 

𝐾 = 𝑘1 + 𝑘2+𝑘3 − 𝑑1(𝑘1𝑘2 + 𝑘1𝑘3) − 𝑑2(𝑘1𝑘3 + 𝑘2𝑘3) +  𝑑1𝑑2𝑘1𝑘2𝑘3  

 

그림 3.4.3 은 굴절률, 곡률반경, 중심두께의 상대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단일 렌즈의 단순 모델링이다. 형상은 두께 7mm, 곡률반경은 각각 

R1=100, R2=-100 을 갖는 단일 볼록 렌즈이며, 재질은 프로젝터 

제품에 많이 적용되는 플라스틱(E48R Zeonex)과 글라스(BACD16 

Hoya)를 적용하였고 온도는 상온 25 ℃ 에서 60 ℃ 의 등온 변화 

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림 3.4.3. 초점거리 변화 상대 기여도 분석(글라스 vs 플라스틱) 

 

 

표 3.4.1 은 두가지 대표 재질에 대한 가인자의 상대 기여도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초점거리(EFL)의 변화에 대한 이들 인자의 상대 

기여도는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굴절률> 곡률반경> 중심두께 순이며, 

글라스 재질은 곡률반경> 굴절률> 중심두께 순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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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질 모두 굴절률과 곡률 반경이 전체 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99% 

이상이며, 중심두께는 1%미만으로 기여도가 매우 작다.  

 

표 3.4.1. 재질별, 인자별 상대기여도 

재질 가인자 25℃ 60℃ △EFL  상대기여도 

글라스 
(BACD16) 

굴절률 81.6867 81.6745 -0.0122 38.5% 

곡률반경 81.6867 81.706 0.0193 60.9% 

중심두께 81.6867 81.6869 0.0002 0.6% 

Total 81.6867 81.6941 0.0074 100.0% 

플라스틱 
(E48R) 

굴절률 95.3012 96.0094 0.7082 75.5% 

곡률반경 95.3012 95.5272 0.226 24.1% 

중심두께 95.3012 95.3041 0.0029 0.3% 

Total 95.3012 96.2398 0.9386 100.0% 

 

표 3.4.2 는 플라스틱 렌즈의 중심두께의 영향은 0.3%로 매우 작아 

두께를 1.5 배와 2 배로 각각 늘렸을 경우 기여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경우도 중심두께 기여도만 1.5 배와 2 배의 배율로 

증가하고 굴절률과 곡률반경의 변화는 0.5%미만으로 거의 없다.  

 

표 3.4.2. 두께 변화(1,5 배, 2 배)에 따른 상대기여도 

구분 

(가인자) 

D=7.00mm D=10.5mm D=15.00mm 

EFL:95.30 EFL:95.89 변화율 EFL:96.66 변화율 

굴절률 75.5% 75.4% -0.1% 75.3% -0.2% 

곡률반경 24.1% 24.0% -0.3% 23.9% -0.8% 

중심두께 0.3% 0.5% 47.8% 0.7% 112.3% 

Total 100.0% 100.0% 0.0% 100.0% 0.0% 

 

하지만 중심두께를 2 배 증가시켜도 전체 변화의 기여도는 1%미만 

이며 프로젝터 제품에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굴절률 변화 (𝛿𝑛/𝛿𝑇) 와 곡률 반경이 치명인자라고 할 수 있고 중심 

두께는 인자에서 제외 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렌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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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곡률 반경 등의 형상이나 렌즈 파워, 온도 구배 조건등에 의해 이 

인자들은 또 다른 상대기여도를 갖게 된다. 

온도 변화에 의한 초점거리 변화량은 얇은 렌즈일 경우 초점거리 𝑓 , 

선팽창 계수 α, 온도 1℃ 변화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량  𝑑𝑛/𝑑𝑇에 의해 

계산 할 수 있다. 

 

𝑑𝑓

𝑑𝑇
= −𝑓 ( 

𝑑𝑛/𝑑𝑇

𝑛 − 1
− α) = −𝑓γ ,          γ =

1

𝑛 − 1

𝛿𝑛

𝛿𝑇
− α 

 

여기서, Thermal Power(γ)는 온도 변화에 의한 광학 파워를 일반화한 

상수로 재질에 의존적이며 온도변화에 따른 초점거리는 일정한 비율을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3 은 Thermal Data 이며 Thermal 

power를 비교하여 알 수 있듯이 E48R이 BACD16대비 126배 차이의 

초점 거리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해석 결과는 

126.8 배로 계산식과 비슷하며 차이의 원인은 재질별로 굴절률 변화 및 

선팽창 계수가 온도 구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3.4.3. 상대 기여도 참조 (α , dN/dT, γ , G)   

구분 
글라스 

(BACD16) 

플라스틱 

(E48R) 
x 배율 

참조 

(BK7) 

N 1.62041 1.5334 0.95 1.51872 

α (×10-6/℃) 6.0  60.0  10 7.1  

dN/dT(× 10-6/℃) 2.5 -100 -40 3 

 γ (×10-6) -2.0 -247 126 -1.3 

G (× 10-6) 6.2 -68 -11 6.7 

 

일반적으로 광선이 곡률반경의 중심 즉 렌즈중심을 지나는 경우, 

주광선의 광선 높이가 작은 곳에 있는 경우, 곡률반경이 작은 렌즈 

등에서는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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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초점 거리 변화는 굴절률 변화량( 𝛿𝑛/𝛿𝑇 )과 선팽창계수에 

비례하므로 비열화를 위해서는 굴절률 변화가 작은 재질을 선택해야 

하지만 제품 기준 플라스틱 렌즈 대비 글라스 렌즈가 일반적으로 3 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플라스틱 렌즈의 적용 

매수를 늘려가는 것이 최적화 검토 방향이 된다. 

  

 

4-4. 온도 구배 영향 

 

지금까지 투사 광학계에 적용되는 온도는 렌즈 내 온도를 균일 분포로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조건은 빛이 지나가는 중심에서 외각 방향으로 

일정한 온도구배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림 3.4.4 는 이러한 온도 

구배에 대한 초점거리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한 간단한 모델링으로, 앞서 

검토한 플라스틱(E48R Zeonex)렌즈 조건에서 렌즈의 중앙부는 60℃, 

외경은 25℃ 기준으로 12℃간격의 4 개의 영역에 대해 일정하게 온도 

변화를 주어 초점거리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3.4.4 렌즈 온도 구배 분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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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온도 구배에 따른 △EFL 및 인자 기여도  

조건 구분(가인자) 초기 변화후 △EFL  기여도 

Case A 

(균일분포) 

굴절률 95.3012 96.0094 0.7082 75.6% 

중심두께 95.3012 95.3041 0.0029 0.3% 

곡률반경 95.3012 95.5272 0.226 24.1% 

Total 95.3012 96.2398 0.9386 100.0% 

Case B 

(온도구배) 

굴절률 95.3012 96.0184 0.7172 69.4% 

중심두께 95.3012 95.3042 0.003 0.3% 

곡률반경 95.3012 94.9885 -0.3127 30.3% 

Total 95.3012 95.7033 0.4021 100.0% 

Case C 

(최대구배) 

굴절률 95.3012 96.9303 1.6291 69.4% 

중심두께 95.3012 95.3078 0.0066 0.3% 

곡률반경 95.3012 94.5888 -0.7124 30.3% 

Total 95.3012 96.2122 0.911 100.0% 

 

그림 3.4.5 균일분포 vs 온도구배 기여도 

 

 

3 가지 조건에서 온도 구배에 따른 기여도를 표 3.4.4 및 그림 3.4.5 에 

요약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균일분포보다 온도 구배 조건에서 전체 

초점거리의 변화는 초기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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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인자는 곡률반경으로 기여도는 99.3%이며, 굴절률과 중심두께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벤딩은 초점거리는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렌즈의 곡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얇은 렌즈일 경우 렌즈간 거리의 변화량( ∆𝐿 )이 0 일 경우 

굴절률이 일정하게 되어 곡률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𝐿 =  
𝑑

𝑛𝐾
(𝑛 − 1)2(∆𝑐1 − ∆𝑐2) 

 

여기서, 𝑑(렌즈 두께)  = 𝑑0 + (𝑐1ℎ2)/2 − (𝑐2ℎ2)/2 

 

여기서 곡률반경의 변화는 Case A 조건일때 𝑅1 = 100.34으로 0.34% 

증가했고 Case B 조건에서 𝑅1 = 99.665 로 0.33% 감소되었다. Case 

C(최대구배)는 렌즈 중심부위 온도를 110℃ 로 설정한 것으로 렌즈 

변형등의 문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최대 온도 구배 조건이며 곡률 

변화는 𝑅1 =99.243 으로 0.76% 감소하였다 

 

그림 3.4.6 렌즈 온도 구배 (Case B) 

 

 

렌즈 온도 구배와 관련 현재 검토 조건은 렌즈를 높이 방향으로 

4 등분하여 약 12℃간격으로 온도 조건을 설정하였지만 실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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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과 같이 렌즈 열해석 결과 온도 구배는 12℃간격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좀 더 조밀하게 5℃ 간격으로 8 등분하여 입력하면 초점거리 

변화는 Case A 조건 대비 30% 수준으로 변화량이 더 작아진다 

 

 

4-5. 렌즈 열해석  

 

온도 구배는 곡률반경의 변화에 영향을 주므로 렌즈 내 온도차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 조명광학계 설계 프로그램인 LightTools 를 활용하여 

각 렌즈를 통과하는 광량(mW)의 차이를 열원으로 한 렌즈 열해석을 

실시하였고 그림 3.4.7 은 P9 번 렌즈에 대한 예시이다.  

 

그림 3.4.7 렌즈 광량(mW) 분포(발열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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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은 렌즈의 열해석을 위한 단순 해석 모델링이다. 렌즈가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인 경통(Barrel) 안에 장착되어 있고, 레이저 

빔이 렌즈를 통과하는 구조이다.  

 

그림 3.4.8 렌즈 열해석 개념도 

 

 

렌즈의 직경은 23.46 mm 이지만 레이지 빔은 타원 형태로 렌즈를 

통과하며 이때 반경은 13.3 mm, 15.6 mm 이며, 이때 투사렌즈 내부의 

각 렌즈를 통과하는 광량(intensity)의 차이를 렌즈가 흡수한 에너지 

(W)로 가정하였고, 렌즈 내에 레이저가 통과하는 영역을 체적당 

발열원(volumetric heat source)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적당 

발열원은 𝑞�̇� 으로 표기 하였고, 이때의 단위는 W/mm3 이다. 

렌즈의 발열원은 렌즈를 통하여 열전도(thermal conduction), 열대류 

(heat convection) 및 열복사(thermal radiation) 형태의 열전달 

메커니즘으로 알루미늄 구조물 밖으로 열이 방출하게 된다. 

아래에 열거된 방정식을 이용하여 열전달 메커니즘을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렌즈의 열전도를 고려하기 위한 열 방정식(heat equation)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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𝑞�̇� = 𝜌𝑐
𝜕𝑇

𝜕𝑡
− 𝛁(𝑘𝛁𝑇)  

 

이때 𝛁 은 벡터 미분 연산자 𝛁 =
𝜕

𝜕𝑥
𝒊 +

𝜕

𝜕𝑦
𝒋 +

𝜕

𝜕𝑧
𝒌  이고, 본 모사 

해석에서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E48R)을 사용하였고 

열전도도 ( 𝑘 = 0.225W/mK) 가 온도( 𝑇) 에 종속하는 주요 인자이다. 

렌즈의 물성은 밀도(𝜌)와 비열(𝑐)은 각각 1020 kg/m3과 1386J/kgK 이다. 

렌즈 표면에서 광학 엔진케이스 내부 공기로 이동되는 열은 뉴톤의 

냉각법칙(Newton’s law of cooling)으로 대류 열전달( 𝑞�̇� )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𝑞�̇� = ℎ(𝑇 − 𝑇∞)  

 

이때 𝑇∞ 는 외기 공기 온도이고, ℎ은 대류 열전달계수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이다. Stefan-Boltzmann 법칙으로 렌즈 및 

알루미늄 표면에서의 열복사를 계산할 수 있다. . 

 

𝑞�̇� = 휀𝜎𝑇4 

 

이때 휀 은 방사율(emissivity)로 본 해석은 알루미늄 구조물이 

열복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흑체에 가까운 검정색으로 도색한 것으로 

보고, 이때 휀는 0.91 으로 가정하였다. 𝜎는 Stefan-Boltzmann 상수로 

5.670 373 × 10−8 W·m−2 K−4 이다. 

렌즈의 열해석은 전산 유체 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프로그램인 Mentor Graphics - Soildwork 의 Flow Simulation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그림 3.4.6. 는 전산 유체 해석을 위한 연산 영역 

(computational domain)으로 해석시의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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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고, 알루미늄 구조물 내부가 자연대류 형태로 냉각될 수 있는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을 설정 하였다.  

이때 광원 광학계를 포함하고 있는 엔진케이스(Engine case)의 공기 

온도는 제품의 고온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40˚C 조건으로 연산 영역 

온도를 설정하였고, 렌즈의 발열이 대류와 복사를 통하여 소산된다고 

가정하였다.  

전산 해석을 수행을 위하여 대류항(convection terms)과 주어진 해석 

지배 방정식의 압력보정은 upwind difference scheme 및 Semi-

Implicit Pressure Linked Equations (SIMPLE) algorithm 을 

적용하였다. 연산 영역 내의 열거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포함한 3 차원 해석 지배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 (Continuity equation): 

𝜕𝑢𝑖

𝜕𝑥𝑖
= 0  

 

운동량 방정식 (Momentum equation): 

𝜌𝑢𝑗

𝜕𝑢𝑖

𝜕𝑥𝑖
= −

𝜕𝑝

𝜕𝑥𝑖
+

𝜕

𝜕𝑥𝑗
[𝜇𝑙 (

𝜕𝑢𝑖

𝜕𝑥𝑗
+

𝜕𝑢𝑗

𝜕𝑥𝑖
) − 𝜌𝑢𝑖𝑢𝑗] 

 

유체를 위한 에너지 방정식 (Energy equation for fluid): 

𝜌𝑢𝑗

𝜕𝑇

𝜕𝑥𝑗
=

𝜕

𝜕𝑥𝑗
[(

𝜇𝑙

𝜎𝑖
+

𝜇𝑡

𝜎𝑡
)

𝜕𝑇

𝜕𝑥𝑗
] 

 

고체를 위한 에너지 방정식 (Energy equation for solid): 

𝜕

𝜕𝑥𝑖
(𝑘𝑠

𝜕𝑇

𝜕𝑥𝑖
) = 0  

 

전산 유체 해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standard turbulence k-ε 모델을 

이용하였고 이송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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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rbulent kinetic energy (𝑘): 

𝜌𝑢𝑗

𝜕𝑘

𝜕𝑥𝑖
=

𝜕

𝜕𝑥𝑗
[(𝜇𝑙 +

𝜇𝑡

𝜎𝑘
)

𝜕𝑘

𝜕𝑥𝑗
] + 𝜇𝑡 (

𝜕𝑢𝑖

𝜕𝑥𝑗
+

𝜕𝑢𝑗

𝜕𝑥𝑖
) 

𝜕𝑢𝑖

𝜕𝑥𝑗
− 𝜌휀 

 

The turbulent kinetic energy dissipation rate (ε): 

𝜌𝑢𝑗

𝜕휀

𝜕𝑥𝑖
=

𝜕

𝜕𝑥𝑗
[(𝜇𝑙 +

𝜇𝑡

𝜎𝜀
)

𝜕휀

𝜕𝑥𝑗
] + 𝐶1𝜇𝑡

휀

𝑘
(

𝜕𝑢𝑖

𝜕𝑥𝑗
+

𝜕𝑢𝑗

𝜕𝑥𝑖
) 

𝜕𝑢𝑖

𝜕𝑥𝑗
− 𝐶2𝜌

휀2

𝑘
 

 

이때  

    𝜇𝑡 = 𝐶𝜇𝜌
𝑘2

휀
 

 

위의 방정식에서 사용된 난류 모델을 위한 상수는 𝐶1=1.44, 𝐶2=1.92, 

𝐶𝜇=0.09, 𝜎𝑘=1.0, 𝜎𝜀=1.3 이다[25].  

 

그림 3.4.9 연산 영역(Computation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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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원 부분 및 렌즈의 끝단 부분에 mesh 를 집중적으로 넣어 

해석하므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총 메쉬 수는 14,140 으로 

구성되어 수렴할 때까지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렌즈 9 번의 발열원은 

58.9 mW 의 조건에서 해석하였다. 

 

그림 3.410 렌즈 온도 분포. 

 

 

해석 결과는 그림 3.4.10 의 등온선과 같으며, 최대 48.5℃로 

예상되었고, 렌즈끝단(Edge)부위 온도 측졍 결과 41.8℃로 해석결과 

42℃로 유사한 수준으로 모사하였으며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렌즈의 열전도율에 종속됨을 알 수 있고 최대 렌즈 발열원과 주변 

온도와 10℃ 차이의 온도 구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렌즈 전반에 걸쳐 있는 온도 분포를 렌즈 Field 영역에 

맞춰야 하며, 또한 균일 분포 조건보다 높은 온도 영역이 있는지도 확인 

해야 하기에 렌즈 열해석 결과를 반영한 광학 시뮬레이션 해석을 

진행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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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Optimize 단계 (최적화 검토) 

 

이 단계는 디자인(Design)을 최적화하고 상세 설계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최대경사법, 중심합성법, 반응표면법등의 실험을 

통해 Design 단계에서 확인된 치명인자들의 수준(Level) 조합을 통해 

최적의 목표값을 찾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2~3 개의 치명인자 및 수준 조합을 통한 

시험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확인하지만, 다양한 설계 구속 조건으로 

인해 설계 목표에서 제시한 이동량을 서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적용 가능하며, 이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광학 분야의 해석 적합도를 향상 시켜야 하기에 초점거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와 수준들에 대한 종합적인 최적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투사렌즈 비열화와 관련 새로운 

설계 개념 및 해석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 상호 얽혀 있는 다공학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DFSS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초점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Project Y 인 

선폭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했고, 기능적으로 𝑦1 (Defocus ) , 

𝑦2 (Deformation) , 𝑦3 (온도) 를 하나의 독립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위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 인자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제 하위 

그룹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𝑦1, 𝑦2,  𝑦3  각 인자들에 대한 지역적 

최적화(Local optimization)와 전체 시스템 단계에서의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및 추가 문제점(Side effect) 발생 유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광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ode-V 는 

투사렌즈 설계 및 광학적인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능적으로 양산성을 고려한 공차분석 및 각 필드별 2 시그마 (99.7%) 

수준에 해당하는 MTF 성능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균일 분포 외 

가우스 분포, 양끝점만 사용, 특정한 2 차 4 차의 모멘트만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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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확률적인 성능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최적화 단계에서는 6 시그마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적 분석 Tool 을 

활용한 방법은 다루지 않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또한 비열화 설계 프로세스에 맞춰 광학, 광기구, 냉각 분야에 적용된 

해석 프로그램의 결과값을 활용해서 각 영역에서의 지역적 최적화를 

확보하고 이 후 지속적인 보완 설계 및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델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새로운 모델링 설계는 기존과 

달리 광학 해석 적합도 향상을 위해 내부 온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 

결과가 필요하여, 렌즈 열해석 및 광기구 부품들의 열팽창 해석 결과에 

대한 실험적 검증 및 선정된 CTQ 항목에 대한 공차 분석 및 성능 

예측을 실시하였다.  

 

 

5-1. 투사렌즈 내부 온도 분석 

 

방사형 온도 구배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 열적 

유동 응력(thermally induced stress)과 굴절률의 이방성 (anisotropic) 

변화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이것은 화질 저하 현상의 

치명 인자(significant factor)가 될 수 있다[13].  

결국 𝑦3 온도 영향에 의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그 동안 확인이 

어려운 투사렌즈 내부 온도 및 렌즈의 정확한 온도 예측과 엔진 내부의 

온도에 의한 케이스등의 온도상승에 따른 열변형에 대해 중점적인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도 변화를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SET 조건에서의 내부 

온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렌즈 하나 하나에 대한 온도 구배를 반영한 

검토를 통해 그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렌즈 온도 해석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그림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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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즈에 입사되는 광량(illumination intensity)분석,  

2) 투사렌즈 내부 온도 및 개별 렌즈 온도 구배 검토 및 

온도 구배에 의한 두께, 곡률등의 형상 변형 검토 

3) 초점 변화 및 Field 별 성능 검토. 

 

그림 3.5.1 렌즈 온도 해석 프로세스 

 

 

1) Lens 광량검토(Watt) 

 

그림3.5.2는 9매의 렌즈가 적용된 투사렌즈 및 엔진에 포함된 렌즈의 

광량 분포를 분석한 예시이며 렌즈별 발열량 검토 결과를 표 3.5.1 에 

정리하였다. 특히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 장시간 사용에 따른 코팅의 

손상이나 렌즈의 열화 현상 발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장기 신뢰성과 

관련 검토가 병행 되어야 하므로 광량 검토 시 최대값(Peak)에 대한 

렌즈 영향 분석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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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A 모델 광량 검토 

 

 

표 3.5.1 투사 렌즈 광량 검토 

Lens 
Beam  

Profile 
H V 면적 mW mW/㎟ q(mW) 

PJLens_01 
 

20.0 16.7 335.0 1614.4 4.8   

PJLens_02 
 

17.2 14.7 253.4 1651.4 6.5 37 

PJLens_03 
 

11.1 10.6 117.9 1685.0 14.3 33.6 

PJLens_04 
 

13.6 12.2 165.8 1706.2 10.3 21.2 

PJLens_05 
 

15.2 13.2 201.7 1731.2 8.6 25 

PJLens_06 
 

9.5 10.7 101.4 1928.9 19.0 197.7 

PJLens_07 
 

10.2 11.4 115.8 1958.6 16.9 29.7 

PJLens_08 
 

12.4 14.4 179.3 1997.3 11.1 38.7 

PJLens_09 
 

13.3 15.6 207.7 2056.2 9.9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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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 구배 검토 

 

이렇게 확인된 광량 분포와 최대 Intensity(mW/㎟)를 렌즈 열해석에 

활용한다. SET 조건을 반영하여 투사렌즈 내부 렌즈 온도 검토 결과 

그림 3.5.3 과 같고 광학 시뮬레이션 조건과의 차이점을 확인했다. 

해석 조건은 외기 온도는 40℃ (set 내부 온도 측정)이며, 각 

투사렌즈 발열량 및 면적은 광학에서 제공한 광량 검토 결과를 렌즈에 

적용했다. 투사렌즈, 엔진 Case, Fan 만을 이용한 해석을 진행하였고, 

이 때 양 측면 개구율은 50%이상이고 나머지 면은 벽면 처리하였다.  

온도 상승이 10 도를 넘는 구간이 있었다. 예상대로 중앙부 온도가 

가장 높으며 유리 재질의 경우는 6 번 렌즈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플라스틱 재질은 8 번 렌즈로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3 A 모델 온도 구배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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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점 변화 확인 (기존 검토 vs 온도 구배)  

 

앞선 검토 결과를 토대로 A모델의 온도 구배를 고려한 분석결과 초점 

변화량이 0.023mm 에서 0.028mm 로 약 0.005mm 더 변하며, 이는 

허용치(초점심도=0.0274mm)의 약 20% 에 해당하는 크기 만큼 초점 

변화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비열화 설계가 

이미 최적화된 양산 모델을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이며 초점변화가 

인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3.5.4 A 모델 초점변화 차이비교(균일분포 vs 온도구배)

 

A 모델은 엔진 케이스 및 내부 발열 온도가 높지 않은 제품에서 

확인된 수치이며, 실제로 후군 렌즈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MTF 20%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플라스틱 렌즈 

적용을 위해 검토 시 기존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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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확인 실험  

 

프로젝터 제품의 경우 광학 부품에 적용되는 소재는 매우 다양한 반면, 

광기구 부품에 적용되는 재질은 가격 경쟁력, 성능, 신뢰성 측면을 

고려하면 알루미늄 (Al)과 마그네슘(Mg)의 금속성 재질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C+GF30%, PPS, PET)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 실험 시 투사렌즈 경통과 엔진 케이스의 재질을 각각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2 종에 대해 각각의 BFL 변화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온도 측정 위치는 전군 렌즈와 경통 그리고 후군 

렌즈와 경통을 주요 측정 위치로 선정하였고, 렌즈의 경우는 레이져 

빔이 직접 닿지 않는 렌즈 내부를 측정 위치로 선정하였다. 

최종 확인 실험을 위해 2 인자 2 수준의 실험계획(DOE)을 통해 

주효과(Main effect)와 기여도를 분석 하였고 표 3.5.2에 실험 결과값의 

일부를 요약하였다. 그림 3.5.5 는 주요 온도 측정 부위에 대한 위치를 

표기 하였고, 그림 3.5.6 은 주효과 및 교호작용에 대한 미니탭(Minitab 

1.7)분석 결과이다. 

 

표 3.5.2 재질에 따른 영향도 분석(BFL, 온도 변화) 

 구분 Case A Case B Case C Case D 

𝑦1 경통(barrel) Plastic Plastic Al Al 

𝑦2 엔진 Case Plastic Al Plastic Al 

𝑦3 

P1(전군렌즈) 26.7 27.8 31.6 40.8 

P2(전군경통) 28.2 29.0 29.8 31.9 

P3(후군렌즈) 57.9 54.7 37.8 41.0 

P4(후군경통) 45.7 50.5 34.7 34.0 

최소 26.7 27.8 29.8 31.9 

최대 57.9 54.7 37.8 41.0 

평균 39.6 40.5 33.5 36.9 

Y △BFL  +0.0982 +0.0879 +0.0301 +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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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온도 측정 주요 위치 

 

그림 3.5.6 주효과 및 교호작용 분석(Factoria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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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변화(△BFL)의 방향성은 모두 “+”방향으로 증가하며 경통은 

알루미늄, 엔진 케이스는 플라스틱인 경우인 조건 C가 BFL의 변화량도 

가장 적고 내부 온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통과 엔진 

케이스 모두 플라스틱 재질을 적용한 A 조건이 BFL 이 +0.0982 까지 

변화며, 이때 후군 렌즈의 온도도 5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B 조건이 높았지만 그 외 C 와 D 조건에서는 초점심도 ±0.027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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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수준이지만 포커스 선폭변화량 150% 이하 수준으로 초점변화 

인지측면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질 측면에서 투사렌즈에 플라스틱 재질이 적용된 경통일 경우 

변화량이 다른 조건대비 3 배이상 크게 변화며 전체 변화에 대한 기여도 

98.6% 수준으로 치명인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예상과 달리 

엔진 케이스의 재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경통의 

재질에 따라 약한 교호작용은 있는 듯 보이지만 전체 기여도는 

0.85%로 거의 영향이 없다.  

𝑦3  온도차와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로는 조건 D 의 경우 열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이 모두 적용되었고 이 경우 온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 했지만, 오히려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전군 온도가 가장 높았고 

최대 15℃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현상은 렌즈들이 

하나의 경통에 조립된 경우 열전도성이 좋은 알루미늄 재질의 투사렌즈 

경통을 통해 내부 열이 전군까지 전달되어 렌즈 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전군에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를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영향 평가 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초점변화에 대한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 차이인 해석 적합도를 표 

3.5.3 에 정리하였으며 기존 방법인 온도 균일 분포 고려한 해석 

적합도는 약 70% 수준인 반면 온도 구배를 고려할 경우 93% 수준으로 

향상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표 3.5.3 해석 적합도 

구분 (조건 C) 초점변화(mm) 편차(mm) 적합도 

실험결과 0.030   

해석(온도균일)-기존 0.023 -0.007 70% 

해석(온도구배) -변경 0.028 -0.00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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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Verify 단계 (검증) 

 

그림 3.6.1 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신규 개발 모델에 

적용된 해석 결과이며 초점변화(△BFL)은 ±0.03mm 을 설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𝑦1 (Defocus)은 -0.03mm 가 되어 초점심도(0.024mm)를 

벗어나 있는 상태이지만 𝑦2 (Deformation)가 +0.027mm 로 변화여 온도 

보정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예상 선폭변화율은 106%로 목표 150% 

이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번 설계에서는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엔진 케이스의 재질로 

마그네슘(Mg, CTE =2.6x10-6)을 적용하였으며, 투사렌즈 무게(450g), 

DMD 고정을 위한 스프링 체결(5kgf) 상태에서 제품 내부 온도를 

고려하여 해석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림 3.6.1 최종 모델링 반영 결과(Desig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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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3.6.2 은 프로젝트 과제 목표인 선폭변화율(Project 

Y)에 대한 최종 공정능력 검증결과이다. 최대 150% 이하 및 평균 125% 

설계 목표 대비 최대 139%, 평균 102%로 성능 모두 만족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폭변화율은 시간 경과 시 온도 상승에 따라 증가하지만 

신규모델은 설계 개념대로 선폭이 감소되어 공정능력이 100%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실제 평균 102%로 이는 해석 결과인 

예상 선폭변화율 106%와 거의 일치하여 이번 설계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산포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출 조건에 따른 LOT 별 편차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3.6.2 Project Y (선폭변화율)에 대한 공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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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요약 

 

이번 연구에 제안한 설계 방법은 광학적인 수동시스템과 기구적인 

수동 시스템이 조합된 복합 비열화 방법을 응용한 형태이며, 기존 설계 

방법이 온도 변화로 인한 후초점거리(BFL, Back Focal length)가 초점 

심도 내에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적용한 설계방법은 투사 

렌즈가 초점심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도록 설계하여 광기구 부품의 

열팽창을 고려해 최종 변화량이 보정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즉, 광학적인 수동 시스템을 통해 투사렌즈의 초점변화는 BFL 이 

짧아지는 (-) 방향으로만 변하도록 조절하고, 기구적인 수동 시스템을 

통해 엔진 케이스의 열팽창은 BFL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초점변화(△BFL)가 일정하게 조절 되며 온도 

변화 시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이 둘의 값은 상쇄되어 최종 

변화량이 “0”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6 시그마 개발 방법인 DFSS(design for six sigma) 방법론을 

통해 좀 더 상위 단계에서 부품의 기능을 나열하고 그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찾아 그룹화하였고, 각 그룹별 기능에 대한 CTQ 

항목들을 선정하여 가인자 들을 도출하였고, 특히 온도 구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해석 적합도를 향상 시켰다. 

6 시그마(6σ)는 기업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현수준을 측정하여 분석한 후 치명인자를 제거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경영기법이며, 전략적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완벽에 가까운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경영 또는 

철학이다, 이러한 영역은 실제로 R&D 의 고유한 활동 영역이며 기술 

개발 및 품질의 출발점은 소비자 즉 고객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이런 

관점에서 오랜 기간 고객 불만 사항(Field Claim Data)의 화질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과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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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초점변화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기술적으로 

초점변화를 초점심도 이내에 유지 시켜야 하기에 엄격한 공차 관리가 

적용되어 설계 복잡성 및 비용적인 상승이 발생되지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초점 변화에 대한 허용 가능한 공차를 늘려줌으로써 설계 자유도가 

다소 개선되었다. 또한, 초기 선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프로젝터 

제품의 사용 특성상 MTF25% 수준 및 선폭변화 1.5 배 수준까지는 

화질 및 포커스 성능에 대한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니터링 결과 이렇게 변경된 기준에 대한 추가 품질 

문제는 없다는 것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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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리포트에서는 프로젝터 제품에서 발생된 투사렌즈의 초점 

(Focus) 성능이 일정 시간 동안 변하여 화면이 흐려지는 포커스 열화 

(경시변화) 문제에 대한 품질 문제를 DFSS 방법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 기술하였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비열화 설계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양산 검증하여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 적용된 설계 개념(Design Concept)은 초점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광학계를 투사 광학계와 영상 광학계로 

구분하여 투사 광학계에서는 초점 길이 변화가 짧아지는 "-목표값”을 

갖고 영상 광학계에서는 길어지는 “+목표값”을 갖도록 설계하여 최종 

온도 변화 시 이 둘의 합이 상쇄되어 “0”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설계 방법인 광학적 수동시스템과 기구적 

수동시스템이 조합된 형태의 복합 비열화 방법이 응용되었다. 

차이점은 기존 비열화 설계는 광학계 구성 시 광기구 부품의 변화량을 

반영하여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광학계 분석 및 온도 보정 설계가 

진행되어 굴절률이 높은 고가의 재질이 필요하거나 전체적인 공차 

민감도가 높아져 다소 복잡한 광학계 설계가 요구된다면, 새로운 방법은 

이러한 변화를 각각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온도 

변화 후 발생된 초점변화의 차이값 조절이 이전보다 자유롭다는 장점 및 

공차 민감도가 기존 대비 줄어들어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성능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초점변화 분석 시 일반적으로 렌즈 내부 온도는 균일분포 조건으로 

가정 하지만 실제로는 온도 구배가 존재하며 이는 곡률변경 및 굴절능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각 렌즈에 입사되는 

광량(W)의 차이값을 렌즈의 발열원으로 활용한 렌즈 온도 구배 분석 

방법을 통해 초점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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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학계 구성품의 해석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 조건에서 

냉각을 고려한 광학계 전체의 온도 구배 및 렌즈 내부의 온도 구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광학(광량 분포), 광기구(구조, 열팽창), 냉각 

(열유동) 영역의 다중 물리(Multi physics)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활용하였다. 온도 구배 조건을 고려 시 이전 최적화 결과 보다 초점변화 

(△BFL)가 0.005mm 더 변하는데 이는 허용치(초점심도)의 약 20% 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초점 변화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실험 결과로 검증 시 해석 적합도가 기존70% 수준 대배 93% 수준으로 

향상되어 더 정확한 초점변화를 예측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신규 개발 모델에 적용하였고 과제 목표인 선폭변화율에 대한 

공정능력 분석 결과 개선 목표인 최대 변화 150% 이하 및 평균 125% 

대비 각각 최대 139%, 평균 102%로 2 가지 관리 항목 모두 성능 

만족하였다. 또한 해석 결과 선폭변화율이 106%로 예측 되었는데 실제 

공정능력 평균이 102%로 확인되어 이번 비열화 설계 및 분석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포커스 열화(경시변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목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설계 공차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공차 민감도를 낮출 수 있어 가격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기술적으로 허용 가능한 공차 범위를 

초점심도보다 넓게 사용 가능 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실무적으로 설계 

복잡도가 일정 수준 개선된 부분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비열화 설계에 대한 이러한 개념 및 분석 방법은 향후 

플라스틱 렌즈의 확대 적용 및 고휘도 제품 개발에 적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로는 투사렌즈 내부 온도 변화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를 위해 복사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 온도 변화를 

실측하여 렌즈에 입사된 광량 밝기 분석 시 렌즈 온도 예측이 가능한 

회귀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렌즈의 열화나 글라스 

렌즈의 파손 등 신뢰성 부분까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3 

참고 문헌 

 

[1]. Paul R. Yoder, “Opto-mechanical systems design.”2nd Edition (1992) 

[2]. Paul R. Yoder, “Mounting Lenses in Optical Instruments.”(1995) 

[3]. Carmiha Londoho, William T. Plummer, and Peter P. Clark , 

Athermalization of a single-component lens with diffractive optics”(1993) 

[4]. Mutlu Bayara, Faruk Farsakoglu, “Mechanically active athermalization of 

a forward looking infrared system”(2001) 

[5]. Yanru J, Jing W, Qingkun X, Wenfei Z, Enshi Q, “Athermal design of 

refractive/diffractive hybrid infrared optical system”(2016) 

[6]. D.S. Grey, “Athermalization of Optics systems.” J.Opt. Soc. Am38, pp. 

542-546(1948) 

[7]. T.H, Jameson, “Thermal Effects in Optical Systems.” Opt. Eng. 20, pp. 

156-160(1981) 

[8]. V.Povey, “Athermalization Techniques in Infrared System,” Proc. SPIE 

655. Pp. 142-153(1986) 

[9]. Optical Research Associate, Environmental Analysis(ENV Option) – 

Advanced optics in Code-V 

[10]. Thomas H. Jamieson, "Athermalization of optical instruments from the 

optomechanical viewpoint", Proc. SPIE 10265, Optomechanical Design 

[11]. J. W. Perry, J. Johnson, J. H. Jeffree, D. S. Grey and D. S. Volosov, 

"chapter39. Thermal Compensation techniques," in Handbook of Optics, 2nd 

ed., Vol. 1, M. Bass, Ed., McGraw-Hill, New York (1995). 

[12]. R. Kingslake, Lens Design Fundamentals (Academic Press,London 1978), 

pp. 60-71.. 

[13]. H. Jamieson, "Thermal effects in optical systems," Opt. Eng. 20(2), 156-160 

(1981). 

[14]. L. Friedman, "Thermo-optical analysis of two long-focal-length aerial 

reconnaissance lenses," Opt. Eng. 20(2), 161-165 (1981). 

[15]. G. Kurbitz, "Automatic active athermalization of infrared optical systems, in 

Infrared Technology ⅩⅦ, Proc. SPIE 1520, 612-621 (1991). 



 

 84 

[16]. P. J. Rogers, "Optics in hostile environments," Proc. SPIE 1781, 37-48 

(1992). 

[17]. Y. Kanagawa, S. Wakabayashi, T. Tajime and T. Hashimoto,"Multilens 

system design with an athermal chart," Appl. Opt. 33(34),8009-8013 (1994). 

[18]. Y. Tamagawa and T. Tajime, "Expansion of an athermal chart into a 

multilens system with thick lenses spaced apart," Opt. Eng. 35(10), 3001-

3006 (1996). 

[19]. D. S. Volosov, Photografic Optics, lzd. Iskustvo, Moskva (1971) 

[20]. G. G. Sljusarev, Optical System Design, lzd. Mashinostroenie, Leningrad 

(1969) 

[21]. 유병택, 폰카메라용 초소형 광학계의 설계 및 해석,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천안 (2009) 

[22]. LG전자, Six Sigma Handbook I. Six Sigma 프로젝트 실행방법(2017) 

[23]. LG전자, Six Sigma Handbook II. Six Sigma 통계적 도구와 방법,(2017) 

[24]. LG전자, Six Sigma Handbook III. Six Sigma What & How(2017) 

[25]. H. K. Versteeg and M. Weeratunge, An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he finite volume method, Pearson Education, Essex, UK, 2007. 

[26]. Bansal, N.P. and Doremus, R. H., Handbooks of glass properties, pp.363-

368, Academic press Inc., 1986. 

[27]. Robert F. Fischer, “Optical System Design,” (2000) 

 



 

 85 

Abstract 

 

Athermalization design and 
analysis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a 
projection lens for projector 

 

AHN JAEHOON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report deals with athermalization design and analysis 

method to improve the image quality problem by thermal defocus in 

which the best focal point of a projection lens chang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using DFSS methodology. Athermalization, in optics, is 

the process of ensuring that optical properties do not change with 

variations in temperature. 

For more efficient design, some athermalization technique is applied 

in order to adjust direction and movement of defocus(△BFL); the 

projection optic system has "(-) direction target value" applied 

through a optical passive athermalization and the illumination optic 

system has "(+) direction target value" applied through a mechanical 

passive athermalization, Thus, the final defocus after the temperature 

change is kept constant. Here, the projection lens itself is used for a 

temperature compensator and the tolerance sensitivity can be 

lowered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by excluded all tolerances in 

the illumination op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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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emperature different occurs in the projector product, 

so all lens and mechanical components in optic system have thermal 

gradients in both radial and axial directions. Simulation results of 

multi-physics, optics (illumination intensity distribution), opto-

mechanical (structure, thermal expansion) and cooling (heat flow), 

are utilized in order to analysis effect of thermal gradients. As a 

result of the optical simulation analysis, the focus change (ΔBFL) is 

changed by 0.005 mm in addition to the previous optimization result, 

corresponding to 20% of the depth of focus rang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analytical fit is improved to 93% from the 

existing 70% level, thus making it possible to predict more accurate 

focus changes. 

A new design concept and analysis methods discussed in this report 

are expected to improve performance and price competitiveness by 

lowering tolerance sensitivity of projection lens and replacement of 

plastic lenses 

 

Keywords : Athermalization technique,  Opto-mechanical, Optics, 

 Effect of thermal Gradients, D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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