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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성질과 활용법

기초광공학③

광학세계에서는 한동대학교 홍경희 교수의 저서 『기초광공학』을 

연재하고 있다. 이 책에는 산업에 많이 활용되는 빛의 성질 및 그

에 대한 이용 방법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제1장에는 

광학의 기본 개념과 역사, 빛을 파동으로 생각할 때의 파동운동과 

운동방정식 등이  소개돼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빛의 입

자적 성질로 나타나는 기하광학 원리와 응용법이, 6장부터 제9장

까지는 빛의 파동 성질로 나타나는 갑섭, 회절, 편광현상에 대한 

원리와 응용법이 상세히 실려 있다. 이어 제10장에는 광섬유 광학

이, 제11장에는 광원이, 제12장은 빛의 검출과 인식 및 측정이, 제

13장에는 색깔의 원리와 응용법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마지

막으로 제14장과 제15장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나 첨단장비에 활

용되며 그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레이저의 원리와 그 응용법

이 소개돼 있다. 

『기초광공학』이 광학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광학에 관심

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광

학세계에서도 2014년 1월호부터 연재를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광학을 이해하고, 광학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

과 협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씁니다.”  

-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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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우스 광학

제1절 얇은 렌즈에 의한 상 맺음

얇은 렌즈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구면으로 구성되며 

그 두께가 매우 얇아서 무시할 정도이다. 그림 3.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구면은 곡률반경이 r1이고 부호

는 +이며, 제2구면은 곡률반경이 r2이고 부호는 -인 

양 볼록렌즈이다. 두께 d가 렌즈의 구경에 비해 무시

할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면의 입사고, h1과 h2

도 거의 같은 것이 얇은 렌즈의 특징이다. 얇은 렌즈

에 의해 상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제1구면에서 굴절을 한다. 굴절방정식에 의해

 (3.1)

여기서 으로 

제1구면의 굴절능이다.

다음 제2구면에서 굴절을 한다, 마찬가지로 굴절방

정식에서

 (3.2)

여기서 으로 제2구면의 

굴절능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얇은 렌즈는 제1구면과 제2

구면에 의해 굴절하여 상이 생기므로 식 (3.1)과 

(3.2)를 합하면 전체 렌즈에 의한 굴절이 된다. 굴절

률과 굴절광축각을 살펴보면,  이

고 얇은 렌즈에서 두께 d를 무시하므로  

이다.

따라서 두 방정식의 합은

 (3.3)

로 된다. 마치 단일 구면에 의한 결상의 경우와 비슷

한 굴절방정식을 얻게 된다.

굴절광축각

 

으로 근사할 수 있어서,

 (3.4)

와 같이 쓸 수 있고, 굴절능

으로 된다. 만약 얇은 렌즈가 공기 중에 놓여 있다면

이 되며, 광학유리의 굴절률이

이라 놓으면, 굴절능

그림 3.1 ▶ 얇은 렌즈에 의한 상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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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그리고 식 (3.4)는

 

단 (3.5)

로서 이를 렌즈제작자 공식(lens maker’s formu-

lar)이라고 부른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에 상

이 생기는 경우 식 (3.4)에서 물체거리가  l = f가 되

고, 이를 제1초점거리 또는 물체 쪽의 초점거리라 부

르며 가 성립한다. 이때의 물체점을 제1초점 

또는 물체 쪽의 초점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물체거리가 무한대가 되면 상거리 l' = f'이 되

며 이를 제2초점거리 또는 상쪽에서의 초점거리라고 

부르며, 가 성립한다. 이때 상점을 제2초점 

또는 상 쪽의 초점이라고 부른다.

제2절 배율과 라그랑주 불변량

그림 3.2와 같이 물체 OO1이 구면에 의해 O'O'1으로 

상이 형성될 때를 생각해 보자.

결상계에서 물체를 바라보는 각을 물체에 대한 시야

각(field angle) 혹은 시야(Field Of View：FOV)라

고 한다. 마찬가지로 결상계가 상을 바라보는 각을 

상에 대한 시야각 또는 상을 바라보는 시야라고 한

다. 그림에서는 β가 물체에 대한 시야각이고 β'이 상

을 바라보는 시야각이다.

광선 O1AO1'은 물체점 O1에 대한 주광선(principal 

ray)이라고 하며 물체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결상계의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으로 정의한다. 광선 O1AO1'
은 물체점 O에 대한 주광선이며 또한 광축이다. 광

선 OPO'은 물체점 O에 대한 주변광선이며 P점이 결

상계의 가장자리일 경우 가장자리광선(marginary 

ray)이라고 부른다.

물체와 상의 크기의 비를 횡배율(transverse mag-

nitude)이라고 한다. 횡배율

 (3.6)

의 관계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2에서 이고 이다.

그림 3.2 ▶ 횡배율과 라그랑주(Lagrange) 불변량

횡배율의 정의로 계산하면

인데 근축광학에서 로 근사하고 

으로 근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횡배율

로 되며 광선 O1AO1'에 대해 굴절법칙을 적용하면 

법선이 광축이 되고 β와 β'은 각각 입사각과 굴절각

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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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이 되어, 결과적으로 횡배율은,

 (3.8)

로 쓸 수 있다.

식 (3.7)은 근축광학에서 으로 근사할 수 

있고 양변에 h을 곱하면

 (3.9)

가 되는데 이를 풀어쓰면,

이고 굴절광축각의 정의를 이용하면

 (3.10)

이 된다.

식 (3.9)와 식 (3.10)을 굴절 전후에 변하지 않는 양

이라고 해서 라그랑주 불변량(Lagrange invariant)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식 (3.9)는 무초점계(afocal 

system)에 적용하고 있으며 식 (3.10)은 유한초점계

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림 3.3과 같이 종으로 물체가 누워 있는 경우에 대

해서 각각 배율을 생각해 보자.

물체점 O에 대하여 굴절방정식을 적용하면

이다. 마찬가지로 물체점 O'에 대해 굴절방정식을 적

용하면 부호를 고려할 때

으로 된다. 이 두 식은 서로 같으므로

 (3.11)

이 되어야 한다.

그림 3.3 ▶ 결상과 배율

이고 일 때,

로 근사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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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사할 수 있다. 이들을 식 (3.11)에 적용하면,

 (3.12)

가 된다. 종배율

이며, 식 (3.12)로부터

 (3.13)

을 얻을 수 있다.

각배율

 (3.14)

이다. 식 (3.13)으로부터

이다. 이를 식 (3.14)에 대입하면

 (3.15)

가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다.

 (3.16)

만약 얇은 렌즈가 공기 중에 놓여 있다면 

이므로 횡배율

이고, 종배율

그리고 각배율은

으로 된다.

예제1.2

제2절 배율과 라그랑주 불변량

근축광학은 과감한 근사를 취하여 빛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카메라의 표준렌즈 초점거리가 

50mm라고 하지만 실제로 평행광선을 보내어 초점

에 빛을 모아보면 초점거리가 맨 뒤 면으로부터 불과 

30mm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마지막 면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30mm 정도이고 50mm라는 것

은 유효초점거리(effective focal length)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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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두꺼운 렌즈나 여러 개 렌즈로 구성된 복합렌

즈는 근접광학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

렇지만 간편하고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가

상의 평면 또는 가상의 지점을 정의하여 근축광학으

로 설명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꺼

운 렌즈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요점(cardinal 

point) 또는 주요면(cardinal plane)을 정의한다. 때

로는 이러한 주요점이나 주요면이 기준으로 사용될 

경우가 많다.

1. 초점 및 주점

근축광학(또는 가우스 광학)에서도 초점은 정의하였

다. 무한대에 물체가 있을 때 상점을 제2초점 또는 상 

쪽의 초점이라고 하며 무한대 위치에 상이 생기는 물

체의 위치가 되는 지점을 제1초점 또는 물체 쪽의 초

점이라고 하였다. 초점을 포함하고 광축에 수직한 평

면을 초평면(focal plane)이라고 한다.

그림 3.4 ▶ 초점과 주요점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행광선이 들어가서 

초점으로 진행할 때 첫 번째 면으로 들어가는 광선을 

연장하고 마지막 면을 지나는 광선을 연장하여 만나

는 교점에서 광축에 수직선을 내렸을 때 광축과 만나

는 교점이 주점(principal point)이다. 상 쪽에 있는 

주점을 제2주점(second principal point)이라고 하

며 물체 쪽의 주점을 제1주점(first principal point)

이라고 한다.

유효초점거리는 주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마지막 면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후초

점거리 또는 뒤초점거리(back focal length)라고 한

다. 따라서 후초점거리와 유효초점거리(혹은 초점거

리;effective focal length)는 서로 다르다.

2. 절점과 광심

일반적으로 두꺼운 렌즈로 들어오는 광선이 나갈 때

는 방향이 바꾸어지는데 그림 3.5와 같이 들어오는 

광선과 나가는 광선이 나란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

다. 이 광선은 렌즈의 광심(optical center)을 지난

다. 그림에서 첫 번째  면 위에 P점을 향하여 들어오

는 광선이 두 번째 면 위에 Q점을 지나고 있으며 광축

과 직선 가 광축과 만나는 점, O가 광심이다. 그

리고 들어오는 광선을 연장하여 광축과 만나는 점  N
가 물체 쪽의 절점(nodal point) 또는 제1절점이라 

하고 나가는 광선을 연장하여 광축과 만나는 점 N'을 

상 쪽의 절점 또는 제2절점이라고 한다.

그림 3.5에서 들어오는 광선과 나가는 광선이 나란하

므로 이다. 따라서 와 는 

닮은꼴이고 이다. 그런데 

은 제1면의 입사각이고 는 제2면의 굴절각

으로 서로 나란한 광선에서는 같다. 따라서 

로 된다.

그림 3.5 ▶ 광심 O와 절점 N 및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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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렌즈의 중심이 스톱

의 중심보다 위 또는 아래로 이동되기 때문에 실제

로 상을 맺는 데 사용된 빛살다발은 그림의 가장 안

쪽의 작은 부분을 통과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차단

되고 있다.

그림 3.9의 왼쪽에서는 O1에서 출발한 광선 밖에 부

분에서는 가려지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에서 가장 안

쪽의 작은 부분으로 사람의 눈과 같이 생긴 부분만 

빛이 통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려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림 3.9 빛가림효과(vignetting effect)

제6절 복합렌즈의 등가 굴절능

얇은 렌즈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굴

절률 n1인 매질이 있다고 가정하자. 먼저 제1렌즈, L1

에 의해 굴절한 후 제2렌즈, L2에 의해  굴절하여 결

상한다.

L1에서굴절：         (3.20a)

L2에서굴절：             (3.20b)

이 두 식을 합하면 다음 식과 같다.

                       (3.21)

그림 3.10으로부터 뒤 렌즈의 입사고는 앞 렌즈의 입

사고와 다음 관계식으로 쓸 수 있다.

 

 (3.22)

이를 전환방정식이라 한다.

을 얻어 식 (3.21)에 대입하고 이들을 또한 식 (3.22)

에 대입하면,

그림 3.10 두 개 렌즈의 결합

그림 3.10 ▶ 두 개 렌즈의 결합

으로 되어 두 얇은 렌즈의 결합의 등가굴절능

(equivalent refracting power)은

 (3.23)

로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도 굴절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인

로 나타낼 수가 있다.

만약 이 렌즈들이 모두 공기 중에 놓여 있다면 

이며, 등가굴절능(equivalent re-

fracting power)은 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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