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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측정을 이용한 폰카메라 모듈의 렌즈 평가
Estimation of Phone Camera Module’s LENS using 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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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화의 편의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동 중에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휴대폰

은 이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영상의 입출력, 연예/

오락, 기억매체, 사무영역 등 최근 디지털 컨버젼스

(Digital Convergence)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이런 휴대폰 다기능 복합화의 큰 축 중 하나로 

폰카메라를 들 수 있다. 폰카메라와 같이 영상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렌즈와 이미지 센서(Image 

Sensor, 이하 IS)가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 렌즈는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의 주관에 크게 좌우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면이나 품질적인 면에서 

표준화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렌즈의 해상력

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TV本에 의한 방법을 

대신하는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에 의

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광원, 차트, 렌즈장착 

치구로 구성된 측정장비를 개발하고, 입력 영상에 

대해 선분포 함수를 구하여 이것을 퓨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하는 간접 MTF 측정방법[1][2]을 

이용하며 전용차트를 통해 Sagittal(수평성분)과 

Tangential(수식성분)의 MTF를 동시에 측정하였

다.

 2. MTF 측정 이론

피사체의 광도(Intensity of Object) )(xIo 와 상의 

광도(Intensity of Image) )(XIi 의 전달함수 )(G  

특성은 식 (1)과 같은 점분포함수(Point Spread 
Function)로 표현된다.

dxxIxXGXI oi )()()( ∫ −=            (1)

여기서 식(1)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oi IGI ⊗=                           (2)

(2)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 식(3)으로 나타난다.

)()()( oi IFGFIF •=    (3)         

)(),(),( oi IFGFIF 는 oi IGI ,, 의 퓨리에 변환

값이며 특히, )(GF 는 광학전달함수(Optical 

Transfer Function)라고 하는데 이는 공간주파수영

역(Spatial frequency domain)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에 관계되며 광학시스템에서 출력이미지의 특

성을 표현한다. 이 광학전달함수는 크기와 위상차

로 구성되며 식(4)와 같이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된

다.[3]

)(* PTFjeMTFOTF =                (4)

여기서 MTF는 광학적인 시스템에서광도의 크

기 비이고, PTF는 위상차 함수이다.

3. 폰카메라의 렌즈 평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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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렌즈 평가 장비의 구성

(1) 광원과 차트

빛을 발산시키는 광원은 백열등으로 하고 투명 

필름을 사용하여 차트를 만들었으며 밝기를 균일

하게 조절하기 위해 확산판을 광원과 차트 사이에 

위치시켰다. 

(2) 렌즈와 렌즈 장착 치구

Fig. 2는 렌즈 장착 치구로 차트 아래에서 포커싱 

지점까지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렌즈의 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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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탈이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IS로는 보다 선명

한 화질을 위해 CMOS대신 Sony社의 300만 화소 

CCD를 사용하였으며 x, y축 스테이지는 광축의 

기준면을 조정하고 z축 스테이지는 차트에 대한 

렌즈와 CCD의 초점거리(focus)를 맞추는 기능을 

한다. 치구의 바닥면에는 수평계와 4점지지 수준장

치가 있어 치구의 수평도와 평탄도를 맞추어 준다.

Fig. 2 렌즈 장착 치구

4. 렌즈평가 알고리즘 검증

Fig. 3은 동일한 렌즈, 동일한 장착 방법에 의해 

20˚의 각도로 렌즈를 5회전하면서 측정한 MTF 

결과이다.

Fig.3 렌즈 평가 장비의 반복성

Fig. 4은 기존의 TV本 차트에 의한 렌즈 해상력

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A, B, C, D의 4개 

등급으로 분류된 렌즈를 각각10개씩 MTF를 측정

한 결과이다.

Fig. 4 TV 과 MTF 측정 비교

Table 1 실험에 사용된 렌즈 해상력 스펙

중심 주변 판정

A 등급 1100 이상 950 이상
합격

B 등급 1100 이상 900 이상

C 등급 1100 이상 850 이상
불합격

D 등급 1100 이하 850 이하

5. 결론

폰카메라 제작시 기존 검사자의 주관에 의존하

는 TV 本 측정을 대체하는 수치화된 MTF 측정에 

의한 렌즈 해상력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1) sagittal과 tangential성분 및 중심, 0.7-field, 

1.0-field의 영역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MTF 

차트를 설계하였다. 

(2) 폰카메라 렌즈의 대량생산에 적합한 해상력 

평가 장치를 제작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3) 렌즈 평가 장치의 반복성은 양호하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설계의 구속조건을 정하였다.

(4) 렌즈 등급별 MTF값은 전체적으로 일치하였

으나 해상력이 낮은 렌즈일수록 MTF수치의 변별

력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TV 本 측정과 MTF 측정치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간단히 규명해 보았으나 

차후 이들의 수식적인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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