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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눈 안에 있는 모양근을 이용

하여 수정체의 두께를 직접적으로 조절하여 초점을 조절한다. 
생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또는 특정 생존법의 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시력 의존도가 커진 생물들은 특이한 구조의 눈이나 몸

의 체격 대비 더욱 큰 눈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심해 

생물들은 어두운 심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빛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매우 크고 형태가 달라진 눈을 가지고 있다[1]. 최근 렌즈의 

직경을 기계적으로 조절하여 초점을 조절하거나 렌즈의 배율을 조

정하는 실험과 연구가 여러 연구 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

이다. 예를 들어 볼록 렌즈를 기존의 유리나 플라스틱이 아닌, 부드

럽게 늘어나는 재질로 제작하여 외부 장력을 이용하여 변형을 주

고 그 변화를 측정하여 초점 및 배율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렌즈의 

변화량에 따른 빛의 파장을 측정하여 센서로 활용하거나[2-4], 렌즈

를 고체 물질이 아닌 유체성 물질을 이용하여 직접 형상을 변형시

켜 초점을 조절하는[5,6]방법 등이 있다. 
또한 배율을 조정하거나 자성 액체를 이용하여 액체의 표면을 

조절하여 렌즈로 활용하기도 한다[7,8]. 전기 신호를 조절하여 액체

의 표면장력을 조절하는 전기 습윤 형상을 이용하여 렌즈 형상을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응용 기술들이 있다[9-11]. 
본 연구에서는 렌즈 초점 조절을 실험하기 위해 실험 대상 렌즈

를 프레넬(Fresnel) 렌즈로 선정하였다. 프레넬 렌즈는 구형 렌즈

의 형상을 평면화한 렌즈이며[12], 구형 렌즈와 동일한 배율과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13], 부피와 두께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렌즈 표면의 구조가 복잡하여 가공 난이도가 높아 제작하

기 힘들고, 비구면 렌즈 혹은 다초점 특수 렌즈와 비슷하게 굴절 

각도 등 렌즈 설계가 다소 복잡하다[14]. 비슷한 구조로 바이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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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평면 렌즈가 있다[15,16]. 프레넬 렌즈도 일반 렌즈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에서 서술된 렌즈의 형상을 변형하여 초

점과 배율을 조정하는 여러 기술들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17,18].
부피가 일반적인 구형 렌즈보다 작기 때문에, 더욱 적은 힘으로

도 렌즈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9]. 기존 연구에서 

바이너리(binary) 구조로 제작된 프레넬 렌즈를 이용한 스트레칭

(stretching) 실험을 통하여 스트레칭이 된 렌즈의 초점이 변화하

는 것을 입증하였다[20].
렌즈를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축 방향 하중을 이용

하여 전단력을 발생시켜 변형을 만드는 방법과 힘의 직접 전달을 

통한 반경 방향의 변형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다[21]. 힘의 직접 

전달은 드릴의 척 구조, 상용 로봇 그리퍼, 렌즈 조리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 가능하다[22].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칭 기구를 설계하여 프레넬 렌즈의 지름을 

늘려 렌즈의 직접적인 형상 변형으로 인한 렌즈의 초점과 배율의 

변화 등 렌즈 성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곡선과 직선의 혼합 표면으로 이루어진 프레넬 렌즈의 특성상 렌

즈 표면의 접촉점을 줄이고 형상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

칭 방식으로 렌즈에 대해 반경 방향으로 직접 힘을 주어 렌즈의 

변형을 만드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스트레칭 기구 제

작 과정과 렌즈의 복제 과정과 렌즈의 스트레칭 변형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실험 방법을 확보하여 스트레칭 기구를 이용한 프레넬 렌

즈의 스트레칭의 결상 실험 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2. 본 론
2.1 마이크로 프레넬 렌즈의 제작

복제 프레넬 렌즈의 제조 과정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렌즈를 제작하기 전에 렌즈 형상을 복제하기 위한 고체 프레넬 렌

즈 형상이 필요하다. 고체 렌즈의 프레넬 형상 부분에 응고제를 

섞은 PDMS 용액을 부은 다음, 납작한 물체를 덮어서 굳혀준다. 
납작한 물체를 지지해 주는 받침대의 높이를 조절하면, PDMS로 

제작될 복제 프레넬 렌즈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PDMS의 응고

가 완료되면, 고체 프레넬 렌즈와 받침대를 제거하여 분리해준다. 
위 과정으로 완성된 PDMS 복제 프레넬 렌즈는 원본 고체 프레

넬 렌즈 형상과 동일한 곡률을 가지고 있으며, 형상부에 직접 재료

를 투입하여 복제, 제조하기 때문에 곡률의 방향은 반대로 제작된

다. 예를 들어, 볼록 렌즈를 복제하면 오목 렌즈의 형상이, 오목 

렌즈를 복제하면 볼록 렌즈 형상을 가진 복제 프레넬 렌즈가 제작

된다.
프레넬 렌즈의 원본 형상은 상용 Edmund Optics #46-393 구형 

볼록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였다. Fig. 2는 렌즈를 복제하기 위해 

사용된 실제 상용 제품과 복제 과정을 통하여 제작 완료된 복제 

PDMS 프레넬 렌즈의 사진이다. 
원본으로 사용된 #46-393 프레넬 렌즈는 볼록 렌즈 형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복제된 PDMS 렌즈는 오목 렌즈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복제된 PDMS 프레넬 렌즈가 오목 렌즈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Fig. 3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작된 PDMS 렌즈를 이용

하여 사물을 관찰하면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물이 작게 관측

된다.
Fig. 3에서 사용된 복제 프레넬 렌즈의 외형의 크기는 렌즈의 

외부 지름이 25 mm 이며, 두께는 1 mm 이고, 곡률 높이의 피치는 

1 mm 이다.
복제 프레넬 렌즈는 마스터 몰드로 사용된 프레넬 렌즈와 동일

하게 피치가 일정하고 렌즈 곡률반경의 높이가 변화한다.

2.2 렌즈 스트레칭 시뮬레이션
PDMS의 탄성 계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렌즈 제작용 물질 

Fig. 1 Replication process of the Fresnel lens

Fig. 2 The Fresnel lenses for str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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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PDMS로 제작된 복제 프레넬 렌즈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PDMS로 제작된 복제 프레넬 렌즈는 원본 고체 형상의 

렌즈와 비교하여 적은 외력으로 큰 변형률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통해 렌즈의 직경을 변화시켜 렌즈의 초점과 배율이 

얼마나 변화하는가에 대한 실험 및 측정을 하기에 유리하다.
프레넬 렌즈가 변형을 일으킬 때 렌즈의 등가 곡률반경의 변화

를 예측하기 위해, 기하학적 형상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4는 변

형 전과 변형 후 프레넬 렌즈의 단면 형상이다. 렌즈의 반경 방향 

변형은 어느 부분에서든 똑같은 비율로 발생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H1, H2는 곡률 부분의 높이, R은 곡률 반경, P는 피치, 
Φ는 전체 렌즈의 지름이다.

렌즈의 변형 후 지름 Φ′가 늘어날 때, 렌즈 곡률의 피치 P는 늘어

날 것이고, 렌즈 곡률 H는 줄어들 것이다. PDMS의 푸아송 비는 

약 0.5이므로, 렌즈의 지름이 늘어난 만큼 곡률의 높이 H′와 H의 

축소 변형률은 렌즈 지름 Φ과 Φ′의 변형률의 절반이다.
늘어난 곡률 반경 R′에 대하여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1)

위 식에서 은 푸아송 비, 은 변형률이다.
여기서 n은 피치의 번호이다. 예를 들어, 지름 중심에서 첫 번째 

피치사이에서 n은 1이고, 첫 번째 피치와 두 번째 피치 사이에서 

n은 2이다.
위 식을 이용하여 렌즈의 지름 변형률 대비 곡률 반경의 변형률

에 대한 그래프의 예시는 Fig. 5과 같다. 예시에 사용된 두 개의 

프레넬 렌즈의 외형은 각각 높이 P는 1 mm, 5 mm, R은 25 mm, 
250 mm 이다.

그래프는 선형적으로 치환이 가능한 수준의 2차 곡선 방정식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렌즈의 변형률 10% 이내에

서는 렌즈의 곡률 반경의 증가량을 선형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에서 2번째 프레넬 렌즈의 외형은 실제 실험에 사용된 프

레넬 렌즈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그래프의 곡선 양

상을 이용하여 스트레칭 후 렌즈의 광학 성능의 변화를 미리 예측

할 수 있다.
변형되기 전 프레넬 렌즈의 등가 곡률반경은 동일한 원점을 가

지고 있지만 변형된 이후 프레넬 렌즈의 등가 곡률 반경의 원점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프레넬 렌즈의 이상적인 스트레칭으로도 

각각 피치의 곡률 반경의 초점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렌즈로서

의 성능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렌즈 스트레칭으로 인

한 렌즈 지름의 변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렌즈의 초점거리의 분

산의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률의 원점의 왜곡을 예측하기 위해 두 번째 피치 R2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Fig. 5에서 R이 250 mm이고 피치가 1 
mm일 때 첫 번째 피치에서의 곡률과 두 번째 피치에서의 곡률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Imaging performance of the replicated Fresnel lens

Fig. 4 The profile change of the Fresnel lens with constant pitch 
by stretch

Fig. 5 The change of the radius and diameter of the Fresnel lens 
by str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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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스트레칭으로 인해 곡률 변화로 인한 구형 곡률의 왜

곡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곡률 대비 긴 피치를 가지고 

있는 프레넬 렌즈의 스트레칭에서는 각각 피치에서의 곡률 변화로 

인해 일정한 구형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R이 

25 mm이고 피치가 5 mm인 렌즈에서는 첫 번째 피치의 스트레칭 

후 곡률 반경과 두 번째 피치의 스트레칭 후 곡률 반경 사이에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렌즈의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형에 가까운 외부 

힘이 필요하다. 원형에 가깝도록 외부 힘을 가하여 렌즈의 지름을 

늘린다면 렌즈의 형상은 원래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변형되지

만 원형에 가까운 외력을 구현할수록 힘의 작용점이 많이 요구되

므로 기구의 제작 난이도가 증가하고 제어가 어려워진다. 렌즈의 

형상을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힘의 작용점을 최소로 하는 것

이 적절하다.
최적의 기구의 설계와 제어를 위해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유도를 

선택하기 위해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 소프트웨어는 Solid Edge 
2021에 내장된 NX Nastran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사용

된 복제 렌즈 형상의 모델링은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델

링은 Fig. 3에서 사용된 복제 프레넬 렌즈와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Fig. 7은 3 DOF, 4 DOF, 6 DOF, 8 DOF 모델에 대하여 외력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이다. Fig. 7(a)에서의 3 DOF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 렌즈의 중심 부분 형상의 변형률 분포도가 세 방향으

로 큰 변형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렌즈 중심 부분의 

변형률이 일정하지 않고 힘의 작용점 사이로 더욱 더 큰 변형이 

나타나므로 렌즈 지름의 변화가 원형을 유지하지 못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면 렌즈의 중심 부분은 힘

의 작용점이 많아질수록 변형이 일정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b), (c), (d) 에서 렌즈 중심부의 변형량이 거의 균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b)에서 렌즈 중심 부분의 변형량 균일도가 원형

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같은 지름 선상에서 10% 내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형 형상의 왜곡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렌즈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상의 왜곡이 광학 성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c), (d) 에서는 힘을 받지 못하는 렌즈 모서리 부분을 제

외하고, 렌즈 중심 부분으로 갈수록 변형량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 구형 곡률로 제작된 보통의 프레넬 렌즈에서는 렌즈

의 중심을 기준으로 곡률 반경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스트레칭 

시 초점 거리가 거의 변하지 않는 중심 부분은 변형량이 적어도 

광학 성능의 변화 또는 상의 왜곡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

단되지만, 곡률 반경이 곡선이 아닌 등가 직선으로 가공되거나, 곡
률이 구면이 아닌 비구면의 형태를 가진 프레넬 렌즈의 경우는 변형

량이 클수록, 작용점이 많을수록 상의 왜곡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렌즈의 스트레칭을 위해서는 렌즈에 작용되

는 힘의 방향을 조절하여 렌즈의 중심부가 균일한 변형량을 가지

도록 외부 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3 스트레칭 기구의 제작
기구의 자유도를 줄이면서, 렌즈가 스트레칭 후에도 원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앞서 진행했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원형 모

양의 렌즈를 4방향으로 잡아당기는 4자유도 스트레칭 방식을 선정

하여 기구를 설계하였다. 
Fig. 8은 스트레칭 기구의 전체 모습이다. 스트레칭을 위한 액추

에이터(actuator)로 LS0808-S32 마이크로 스텝 모터와 리니어 스

크류 가이드를 채택했다. 스텝 모터의 1스텝당 회전각도는 18°이
고, 리니어 스크류의 1회전당 이송거리는 0.3 mm이다. 그러므로 

리니어 스텝 모터는 1스텝당 0.015 mm의 이송 거리를 가지게 된

다. 4개의 스텝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4개의 A4988 스텝 모터 

드라이버와 CNC arduino shield, Arduino UNO를 사용하였다. 
스텝 모터 드라이버의 하프 스텝 펄스 입력 기능을 사용하면 이송 

거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스텝 모터의 이동 블록과 렌즈를 

고정하기 위하여, 스크류 헤드 부분에 렌즈 고정부를 제작하여 부

Fig. 6 Modeling of the Fresnel lens of diameter 25 mm 

Fig. 7 Simulation of the stretching of the Fresnel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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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였다. 렌즈 고정부의 길이는 10 mm 이며, 렌즈를 2.5 mm 
만큼 접촉시킨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렌즈를 고정시킨다. 기구를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 스탠드를 설치하였고, 스탠드를 이용하여 

기구를 세워서 가로 방향으로 광학 실험을 진행하거나, 스탠드를 

제거하고 공중에서 지지하여 수직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 할 수 있

다.
수평 방향으로 광학 실험을 진행할 경우, 카메라와 촬영 목표의 

일렬 정렬이 간단하고, 거리 조절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중력 때문에 스트레칭 중 렌즈의 중심 정렬 또는 스트레칭 후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수직 방향 광학 실험은 렌즈의 스트

레칭 실험이 원활한 대신, 카메라와 촬영 목표의 일렬 정렬과 거리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스트레칭 실험 및 결과 
3.1 스트레칭 방법 및 결과 분석

먼저 스트레칭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렌즈 

장착 후 스트레칭 기구를 작동시킨 후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는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칭 기구 작동 시 스크류 헤드 

부분의 후퇴 거리를 자로 측정하였더니 약 0.9 mm 정도 뒤로 후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렌즈는 4방향으로 0.9 mm 씩 늘어났으므

로 전체 지름은 약 1.8 mm 늘어날 것이다. 렌즈의 고정부는 2.5 
mm 씩 렌즈를 붙잡고 있으므로 실제 스트레칭의 영향을 받는 렌

즈의 지름은 20 mm 이다. 예상되는 렌즈의 전체 변형의 크기는 

렌즈 전체 반경의 9% 수준이다. 
렌즈의 스트레칭 이후 이미지의 변화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동

영상으로 녹화하기 위해, 촬영용 카메라와 스트레칭 기구, 테스트

용 이미지를 수평 일렬로 정렬하였다. 사용된 실험 환경은 Fig. 10
과 같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렌즈에 투영된 이미지를 촬영하고 아

두이노 보드와 시리얼 신호를 통하여 스트레칭 기구를 작동시켜서 

렌즈를 스트레칭 시킨 후 이미지의 변화를 촬영하고 이미지가 변

화는 과정을 녹화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고 녹화한 동영상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스트

레칭 기구를 작동하기 전 이미지와 스트레칭 후 이미지를 획득하

고 두 결과를 비교하여 초점, 배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a) A modeling of the stretching device

(b) The experimental stretching device

Fig. 8 Stretching device for the lenses

Fig. 9 Stretching tests of the Fresnel lens 

Fig. 10 Experiment setup for the stretching and the im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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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트레칭의 결상 변화 효과
스트레칭 실험 후 결과로서 Fig. 11(a)는 스트레칭 전 렌즈의 

결상 이미지이고, Fig. 11(b)는 스트레칭 이후 렌즈의 결상 이미지

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결상 이미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의 글

자 크기의 변화를 스트레칭 전과 스트레칭 후 촬영된 각각의 이미

지의 픽셀 크기를 비교하여 타겟(target) 이미지의 변화량에 대한 

분석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단순한 바이너리 렌즈 구조에서 1개의 축방향으로 최대 

변형량 15.2% 를 보여준 연구가 있었으나[20], 본 연구의 스트레

칭이 된 프레넬 렌즈의 분석 결과 렌즈의 전체 지름은 약 8% 
늘어났으며 글자의 가로 길이는 약 3%, 세로의 길이는 약 12% 
늘어났다. 

오목 렌즈에 수평의 외력이 발생하여 늘어나면서 렌즈의 지름

이 증가하게 되고, 프레넬 렌즈의 곡률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물체

의 축소 비율이 결과적으로 작아지게 되었다. 스트레칭 실험 결과 

렌즈의 축소 성능이 하락한 것은 실험 의도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프레넬 렌즈의 변형을 이용하여 단일 렌즈로 가

변 초점 조절이 가능한 렌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름 증가

에 따른 렌즈 곡률 반경의 변화에 대한 기하학적 형상 변화를 수학

적으로 추적하였고, 렌즈의 스트레칭이 이상적으로 균일하게 진행

된다면 렌즈의 곡률 반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스트레칭에서는 프레넬 렌즈의 얇은 부분에 응력 집

중이 발생하게 되어, 변형률이 커질수록 광학 성능의 상실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30% 의 지름 변형으로서 렌즈 곡률 

반경이 약 2배 이상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렌즈의 스트

레칭이 과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약 20% 의 변형량 

발생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외력에 대한 렌즈의 변형량을 해석하여 이

상적인 스트레칭과 비교하여 광학 성능의 변화 또는 초점 중심의 

변화 등을 예측하려 하였으나, 프레넬 렌즈의 피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으며, 프레넬 렌즈의 

외력의 방향과 수에 대한 변형량의 편차만을 수행하였다.
해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4방향으로 렌즈를 늘리는 스트레칭 기

구를 설계하여 제작하였고, 실제 제작한 복제 PDMS 프레넬 렌즈

를 이용하여 실제 스트레칭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스트레칭 기구는 렌즈의 직경을 최대 40 mm으로 늘릴 

수 있으나, 응고제의 투입 용량의 오차와 응고 시간의 차이 때문에 

실제 사용된 PDMS 용액의 탄성 계수가 이론적인 PDMS 재질의 

탄성 계수의 차이로 기구 제작에 사용된 소형 스텝 모터는 토크의 

한계 때문에 렌즈의 변형률에 제한이 생겼다. 렌즈와 리니어 스크

류를 고정하는 고정부 부분에 미끄럼이 발생하여 리니어 스크류의 

실제 변형률과 렌즈의 실제 스트레칭 길이에 미세한 차이가 또한 

발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20% 이상의 스트레칭 실험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토크를 가진 기구의 설계나 복제 렌즈의 

재질 변경, 필름두께 축소가 요구된다. 
변형 오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렌즈의 성능 변화와 초점 거

(a) Image before stretching

 

(b) Image after stretching

Fig. 11 Stretching im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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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다. 실제 실험 결과, 렌즈의 총 지름은 8% 증가하였고, 문자의 

크기가 약 12.3%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문자의 가로

와 세로 방향 변형률에는 차이가 발생하였고, 타겟에 미세한 왜곡

도 관찰되었다. 이는 렌즈 외력에 따른 변형률의 분포 차이와 중력

에 의한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프레넬 

렌즈의 수평 반경 증가 만에 따른 렌즈 성능의 변화의 실험을 수행

하였고 미세 기구로 렌즈 성능의 변화를 실시간 측정하여 카메라 

렌즈 등 여러 방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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