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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Variable F-number and Triple Magnification Infrared Op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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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design of a variable F-number and triple magnification infrared optical system is described. That is a two-in-one optical system 
that combines an infrared search and track (IRST) system and an 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 (EOTS), where an afocal optical system is added 
to the IRST optical system designed already. The performance target is determined by analyzing system performance, and then the specification in 
the optical system design is calculated. This optical system contains a warm stop making it possible that one optics has two different F/# by cutting 
the size of aperture, and that is designed to suit this optics. The system satisfies the requirement such as a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For 
operational assessment, the movement of the focusing lens group is analyzed over the change of temperature and target distance. By using this optical 
system, it is possible to develop equipment having two functions, infrared searching and electro-optical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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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광각 주사 광학계와 표적의 전자광학 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협/중시계 광학계의 기능이 

통합된 가변 F/수 삼중 배율 적외선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기존 광각 주사 광학계를 기반으로 무한 초점 광학계를 전단부에 설계하여 협/중시

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학계를 구현하였다. 시스템 성능 분석을 통해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학계 설계를 위한 설계 사양

을 도출하였으며, F/수가 다른 광학계를 추가하기 위해 조리개 크기를 줄여주는 웜 스톱을 적용하였고, 설계된 광학계에 적합하도록 세부 형상

을 설계하였다. 설계 완료된 협/중시계 광학계 설계 결과를 분석하여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와 같은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운용성을 고려하여 비열화와 표적 거리에 따른 초점 렌즈군의 이동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광역 탐색 및 추적 기능과 정

밀 추적 및 3차원 정보 획득 기능이 통합된 단일 광학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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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함정에서 감시, 정찰 장비로 사용하는 적외선 카메라에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nfrared search and track sys-

tem, IRST)와 전자광학 추적 장비(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 EOTS)가 있다.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란 전 방위

의 다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는 장비이며, 전자광학 추적 장

비란 특정 표적을 좁은 시야로 정밀 추적하여 표적의 3차원 

좌표를 제공하는 장비이다. 

두 종류의 장비는 각각 전 방위 감시와 정밀 추적이라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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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기능을 가져 함정에서 필수적인 장비이나, 두 장비를 

개별 운용할 경우 함 마스트에 매립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

다. 함정의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해 돌출 형상의 최소화가 필

요하지만, 현 운용 방식으로는 장비가 매립되지 않고 돌출된 

형상을 갖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이 제약되고, 이에 따라 함정

의 생존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함정의 저피탐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와 전자광학 추적 장

비를 함정 마스트 내에 매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두 장비를 단

일 장비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와 전자광학 추

적 장비를 단일 장비로 개발하기 위해 두 장비의 광학계를 가

변 F/수 삼중 배율 적외선 광학계(variable F-number and 

triple magnification infrared optical system)라는 하나의 

광학계로 설계한 내용을 기술한다. 공간 제약 내에서 설계 및 

성능이 검증된 기존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광학계 활용

을 위해 무한 초점 광학계(afocal optical system)를 전단 광

학계로 추가 설계 및 배치하여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광학

계[IRST optical system, 이하 광각 주사 광학계(wide-FOV 

scanning optical system)]의 일부 광 경로와 검출기를 공유

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 광학계[EOTS optical system, 이하 

협/중시계 광학계(narrow/medium-FOV optical system)]

를 설계한다[1]. 그림 1에 광학계 전체 구조를 나타내었다. 주

사 거울을 이용하여 두 광학계를 전환할 수 있으며,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협시계와 중시계의 이중 배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변 F/수 삼중 배율 적외선 광학계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

비의 광시야와 전자광학 추적 장비의 협/중시계를 통합한 세 

개의 배율을 갖는다.

2장에서는 탐지하려는 목표물과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설

계 목표 사양을 계산 및 결정하고, 3장에서는 두 광학계의 F/

수를 바꾸기 위해 이용한 웜 스톱의 형상 설계 내용을 기술하

며, 4장에서는 설계 과정 및 최종 설계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 

그 성능을 분석하여 목표 성능과 비교한다. 5장에서는 광각 

주사 광학계의 초점 조절 렌즈 군을 협/중시계에도 활용하기 

위해 비열화 보상량과 근거리 목표물 탐지를 위한 이동량을 

분석한다. 

Ⅱ. 설계 사양 분석 및 목표 사양 수립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에는 특허 번호 10-1415146호[2]

에서의 비축 적외선 광학계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각 

주사 광학계로 비축 적외선 광학계를 활용하지만, 전단에 무

한 초점 광학계를 추가해야 하므로 비축 대신 광축을 이용하

였다. 이 광학계의 F/수는 2.0에 초점거리 48.05 mm를 가

지며, 3.8 µm부터 4.7 µm 대역의 파장을 사용한다. 검출기

는 1280 × 1024 화소에 화소 크기 15 µm인 InSb 냉각형 중

적외선 검출기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에서는 90° 이

상의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검출기를 회전하여 수직으

로 긴 1024 × 1280 화소의 상을 획득하고 수평방향으로 6

개 병합한다. 즉, 검출기에서는 한 번에 18.0° × 22.5° 시계

를 관측하게 되나, 6개를 병합한 시계는 중첩각 2.2°를 고려

하여 97.0° × 22.5°가 된다.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같은 검출

면(focal plane array, FPA)을 공유하나, 시인성 향상을 위해 

가로로 긴 형태인 1024 × 768 화소만을 사용한다.

두 광학계는 서로 목적이 다르며, 광각 주사 광학계는 전 방

위 탐색을 필요로 하므로 중심부뿐만 아니라 영상의 전 영역

에 대해 또렷한 점 표적의 관측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협/중

시계 광학계는 영상을 초당 30 프레임으로 빠르게 획득하여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외각부

보다 중심부에서의 성능이 요구된다. 협/중시계 광학계를 목

적에 맞게 추가 설계하기 위하여 요구 성능을 계산 및 분석하

였다.

협/중시계 광학계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성능 예측 프로

그램인 NVTherm (U.S.Army NVESD, VA, USA)를 사용하

여 10 km에서 크기 3.45 m, 배경과의 온도 차 2 ℃인 목표물

을 탐지하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변조 전달 함수)가 회절 한

계의 80% 수준인 경우, F/수가 4.5일 때 10.10 km 거리의 목

표물을 90% 이상 탐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광

학계 F/수를 4.5로 정했다.

검출기 화소 크기는 15 µm이므로 검출기 총 면적은 

15.36 mm × 11.52 mm이며, 협시계(Z1), 중시계(Z2) 각각 

2° × 1.5°, 6° × 4.5°의 시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최종 유효 

Fig. 1. Optical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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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거리(effective focal length, EFL)는 삼각비에 의해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tan 1° = ������ �����×�� �� ������
� × �

�����
, EFL�� = 439.85 mm  (1) 

  

 (1)

tan 3° = ������ �����×�� �� ������
� × �

�����
, EFL�� = 146.14 mm  (2) 

  

 (2)

F/4.5인 것을 고려하며, 구경(D)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3].

𝐷𝐷�� = �����
F/#

= 97.74 mm  (3) 

  

 (3)

𝐷𝐷�� = �����
F/#

= 32.47 mm  (4) 

  

 (4)

센서가 구분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인 Nyquist 주파수(fNyquist)

는 화소 크기에 의해 식 (5)–(7)과 같이 계산된다[4]. 밀리미터 

기준의 주파수는 한 화소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시계와 관계없

이 같다. iFOV (instantaneous field of view, 순간 시계)는 

여기서 1 pixel당 시계를 의미한다.

𝑓𝑓������� = �
��(����� ����) = 33.33 lp/mm  (5) 

  

 (5)

𝑓𝑓�������������� = �
������ = �

�������� �����
�����

= 14.66 lp/mrad  (6) 

  

 (6)

𝑓𝑓�������������� = �
������ = �

�������� �����
�����

= 4.87 lp/mrad  (7) 

  

 (7)

회절 한계에서 Nyquist 주파수의 OTF (optical transfer 

function, 광학 전달 함수)는 식 (8)과 같으며, MTF는 OTF의 

절댓값을 나타내어, cutoff 주파수(fcutoff) 내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두 개의 값이 같다[5]. Nyquist 주파수와 cutoff 주파

수의 단위를 맞춰서 계산하면 단위에 관계없이 MTF가 0.263

으로 동일하게 계산된다. 

OTF���� = �
� × cos�� ���������

�������
� � ��������

�������
× �� � ���������

�������
�

�
= 0.263 , (8) 

𝑓𝑓������ = ����
�×F/# = 53.54 cy/mm, 

𝑓𝑓���������� = 𝑓𝑓 × 𝑓𝑓������ = �
� = 23.57 cy/mrad  

  

,

 

(8)

협/중시계 광학계는 앞서 말했듯이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장비의 광학계이므로 중심 기준의 성능이 요구된다. 검출기를 

포함한 최종 MTF가 Nyquist 주파수에서 중심 기준 0.1 이상

이 요구되었고 그 값을 기준으로 성능을 할당하였다. 같은 주

파수에서 검출기 MTF는 검출기의 cut off 주파수(fdco)에 의해 

다음과 같이 0.636으로 계산된다[5]. 검출기 대향각(detector 

angular subtense, DAS) a는 iFOV와 유사한 개념으로 검출

기 MTF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OTF��������(𝑓𝑓) = sinc(𝛼𝛼𝑓𝑓) = ���(���)
��� =

����� �
����

�

� �
����

= 0.636,   (9) 

𝛼𝛼 = �
����

= (����� ����)
���  mrad  

  

 

(9)

전체 시스템 MTF는 다음과 같이 각 MTF의 곱으로 계산되

므로[4], 최종 MTF 0.1 이상을 만족하기 위해 검출기를 제외한 

광학계 MTF는 0.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MTF시스템 = MTF설계 ×MTF제작 ×MTF조립정렬 ×MTF검출기   (10) 

  

 (10)

기존 광각 주사 광학계 형상 정밀도 값과, 협/중시계 렌즈가 

Fig. 2. Result graph in NVTherm. (a) Range as a function of probability. (b) Probabilities of detection,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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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매일 때 각 면의 형상정밀도 제작 가능 범위인 30–40 

nm RMS 공차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MTF가 회절 한계 대

비 8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4,6]. 또한, 조립정

렬 시 15% 가량 성능이 저하되도록 공차 할당 예정 및 보상자 

선택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설계 목표를 0.22로 잡았다.

상세 목표 성능 및 설계 사양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광시

야는 광각 주사 광학계를 의미하며, 기존 비축 적외선 광학계

의 설계 사양 및 설계 후 성능을 적용하였다. 광각 주사 광학

계에서 Nyquist 주파수의 설계 MTF는 0 필드에서 0.628, 1 

필드에서 0.575로 확인된다. 광시야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점 표적 탐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중시계에 비

해 F/수가 작아야 하므로, MTF 회절 한계가 높게 계산되어 성

능 요구 조건이 협/중시계에 비해 높다. 투과율은 각 렌즈 투

과율 및 거울 반사율 98% 이상일 때, 무한 초점 광학계 내 협/

중시계 렌즈 및 거울의 목표 매수를 각 11매 이하로 하여 산출

하였다. 

Ⅲ. 웜 스톱 형상 설계 및 분석

현 광학계에서는 넓은 시야를 작은 F/수로 촬영하는 광각 

주사 광학계와 배율을 높이면서 F/수를 크게 적용한 협/중시

계 광학계, 즉, F/수가 다른 두 광학계를 한 광학계에서 구현

해야 한다. F/수를 바꿔 주기 위해서는 조리개 크기를 바꿔야 

하는데, 단순히 광 차단만 할 경우 잡광이 발생하고, 이는 신

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에 영향을 줘 영상 

품질을 낮춘다[7]. 잡광을 발생시키지 않고 조리개 크기를 바꾸

기 위해 현 광학계에서는 기존 검출기의 콜드 스톱 외에 웜 스

톱이라는 추가적인 조리개를 사용하였다.

콜드 스톱은 극저온의 검출기 내에서 운용되며, 조리개 구

경 바깥쪽의 다른 복사 에너지는 낮은 온도에 의해 모두 차단

된다. 이에 반해, 웜 스톱은 검출기 외부의 상온에서 운용되는 

조리개로 검출기와 다른 F/수를 갖는 광학계, 또는 다중 F/수 

광학계에서 이용한다. 

웜 스톱은 극저온에서 운용되지 않으므로 열에너지에 민감

한 적외선 광학계에서는 웜 스톱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가 문

제가 된다. 이를 위해 반사율이 높게 코팅을 하여 웜 스톱 자

체에서 복사된 빛을 차단한다. 또한, 현 광학계는 웜 스톱 형

상을 구형으로 제작하여, 높은 반사율에 의해 들어올 수 있는 

외부의 빛은 그 형상을 이용해 검출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

구형 웜 스톱의 경우 광학계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므로 적절한 크기 및 형상이 요구된다. 검출기 내부는 극

저온으로 잡광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7], 원하는 

조리개 크기 외의 부분은 검출면에서 나온 빛이 모두 다시 극

저온 검출기 내부를 향하도록 변수를 조정해 오직 검출기 내

부에서 복사된 빛만이 검출면을 향하게 한다. 즉, 극저온 검출

기 내부의 열만 잡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잡광은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열원에서 들어오는 

광선들은 웜 스톱 형상 및 반사 코팅에 의해 차단되고, 검출면

에는 광 경로 내 웜 스톱 조리개 크기의 빛만이 입사된다. 

Tian 등[8]의 구형 웜 스톱 형상 계산 방법에 따라 웜 스톱 

형상을 계산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변수는 그림 3과 같다.

이를 이용하여 식 (11), (12)과 같이 구형 웜 스톱 형상 반경

(R)의 최솟값과 최댓값이 결정된다. k1, k2, b1, b2는 편의를 위

해 사용한 변수이다.

𝑅𝑅max = ��� � ��
����� � ��

��� = 25.83 mm  (11) 

  

 (11)

𝑅𝑅min = ��� �
�����������������

�����������������
�

�

� ��
��� = 16.26 mm  (12) 

 𝑘𝑘� = ���
� , 𝑏𝑏� = 𝑎𝑎, 𝑘𝑘� =

�
���
��� , 𝑏𝑏� = −𝑙𝑙 𝑙

�
���
��� − 𝑏𝑏  

  

 

(12)

Table 1. Optical specification and performance targets

Variable Narrow-FOV 
(Z1)

Medium-FOV 
(Z2)

Wide-FOV 
(IRST)

Wavelength (µm) 3.7 – 4.8 
F/# F/4.5 F/4.5 F/2.0

FOV (°) 2.0 × 1.5 6.0 × 4.5 18.0 × 22.5
D (entrance  
pupil; mm) 97.74 32.48 24.05 

EFL (mm) 439.85 146.14 48.05
MTF

(0 Field; cy/mm)
≥0.22  
@33.3 

≥0.22 
@33.3 

0.63  
@33.3

Transmittance (%) ≥57 ≥57 ≥73

Fig. 3. Schematic diagram of warm stop and detector. L = 42 mm, dis-
tance from the FPA to the warm stop; l = 30 mm, distance from the FPA 
to the cold stop; D = 9.33 mm, diameter of the warm stop; a = 9.6 mm, 
X-axis half length of the FPA; b = 7.75 mm, radius of the cold stop.



《연구논문》 가변 F/수 삼중 배율 적외선 광학계 설계 연구 ― 정유미 157

웜 스톱 높이(H)의 최솟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마찬가

지로 a, β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𝐻𝐻min 𝛼 � � ����������(����)(�����)���� � 𝛼 ��������  (13) 

𝛼𝛼 𝛼 �
��� , 𝛽𝛽 𝛼

��
��� − 𝐿𝐿 𝐿 �𝑅𝑅� − ����

�
  

 

 

(13)

 계산 결과에 따라 형상 반경(R)은 18 mm로 결정하였다. 

웜 스톱 높이(H)는 최솟값을 고려하여 검출기와의 공간 배

치 및 웜 스톱 자체 두께와 형상에 의해 도출한 값인 29.927 

mm로 하였다. 그 결과 설계된 세부 형상은 그림 4와 같다.

이후 웜 스톱을 광학 설계 프로그램 CodeV (Synopsys, 

CA, USA)에 구현하고 웜 스톱에서 다양하게 반사된 광선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경로를 검토하여, 설계된 웜 스톱 형상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출면에 맺히는 광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검출면에서 나간 빛이 어떤 위치에 맺히는지를 각

도 별로 역추적하였다. 그림 5, 6은 검출면에 중심 광선이 0°, 

10°, 15°로 입사할 때의 광석 추적 결과를 나타내며 0°에서

는 검출면의 중심, 15°에서는 검출면의 외각으로 입사하는 경

우를 보여준다. 왼쪽이 검출면, 오른쪽 구형 형상이 웜 스톱이

며, 그 중간에 검출기 조리개와 윈도우가 위치한다. 그림 5는 

검출기에 초점을 완전히 맺는 광선을 추적한 내용을 나타내었

고, 그림 6은 비초점이지만 검출기 근방에 초점을 맺어 검출

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경우를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모든 Fig. 4. Cross section of the designed warm stop.

Fig. 5. Ray tracing of focusing on the FPA. The angle of incident ray is (a) 0°, (b) 10°, and (c) 15°.

(a) (b) (c)

Fig. 6. Ray tracing of focusing near the FPA. The angle of incident ray is (a) 0°, (b) 10°, and (c) 15°.

(b)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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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에 대해 검출면에서 나간 빛이 다시 검출기로 들어오며, 

검출기 윈도우 근방에 초점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출

면에서는 검출기 내부의 열원만 나타날 것이고, 검출기는 극

저온이므로 광 경로에서의 광선 외에는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광학계 설계 결과 및 성능 확인

기존 광각 주사 광학계에 협/중시계 광학계 기능을 추가하

기 위해서는 무한 초점 광학계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한다. 먼

저 CodeV 내의 렌즈 모듈을 선택하여 그림 7과 같이 광각 주

사 광학계 대신 초점 거리와 F/수가 같은 가상의 더미 광학계

를 구성하고, 그 전단에 무한 초점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협시

계를 먼저 설계한 후 그림 8과 같이 렌즈 2매를 추가하여 중

시계에 최적화하고, 렌즈 군 삽입 전에는 협시계, 삽입 후에는 

중시계로 전환되게 하였다. 설계된 무한 초점 광학계를 광각 

주사 광학계 설계 데이터와 결합하고 세부적으로 최적화하여 

협/중시계 광학계를 구현하였다.

협/중시계 광학계의 조리개는 검출기의 콜드 스톱이 아닌 

웜 스톱이므로 기구적으로 결정된 웜 스톱 위치가 조리개 위

치가 된다. 조리개 크기는 검출기 윈도우를 고려하여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 F/수와 조리개, 검출기 윈도우 재질 및 

위치를 CodeV에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을 이용

하였다.

그림 9–11은 최종 설계된 전체 광학계를 나타낸다. 그림 9

는 3차원 그림으로 실제로 구현되는 광학계 모습을 중심 필드 

광선과 함께 보여준다. 그림 10, 11에서는 새로 설계된 광학

계의 광 경로를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해, 협/중시계 광학계 내 

무한 초점 광학계의 축 거울을 적용하지 않고 2차원으로 표현

한 뒤 그 자오면을 나타냈다. 또한 중심 필드를 포함하여 검출

기에 들어가는 x, y축 양 끝과 대각선 양 끝까지 3 × 3개의 점

으로 입사하는 광선, 즉, 아홉 개 필드의 광선을 함께 나타내

고 있다.

협/중시계 광학계는 새로 설계된 무한 초점 광학계와 기존

의 광각 주사 광학계로 구성된다. 무한 초점 광학계는 총 9매

Fig. 7. Design of afocal narrow-FOV (Z1) optical system.

Fig. 8. Design of afocal medium-FOV (Z2) optical system.

(a) (b)

Fig. 9. 3D drawing of designed optical system. (a) Narrow-FOV (Z1). 
(b) Medium-FOV (Z2).

Fig. 10. 2D optical layout of narrow-FOV (Z1) (not including two 
folding mirrors, FM1 and F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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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물 렌즈군(L1, L2), 배율 렌즈군

(L3, L4), 보정 렌즈(L5), 접안 렌즈군(L6–L9)으로 분류된다. 

거울은 총 3매로 축 거울(FM1, FM2)과 주사 거울(FM3)이 있

다.

협시계의 경우 협/중시계 광학계 전단의 무한 초점 광학계

로 입사하는 광선이 대물 렌즈군(L1, L2)으로 입사하여 축거

울(FM1)과 보정 렌즈(L5)를 거쳐 중간 초점을 만든다. 그 후 

전단 접안 렌즈군(L6, L7), 축거울(FM2), 후단 접안 렌즈군

(L8, L9)이 접안 렌즈 기능을 하여 다시 평행광을 만들어 주어 

무한 초점 광학계 전체가 총 9.15:1의 줌 렌즈 역할을 한다. 

접안 렌즈군은 공간적인 문제로 중간에 축거울이 삽입되는 형

태로 설계되었다. 

중시계의 경우 협시계와 대부분 동일하나 그림 11과 같이 

배율 렌즈군(L3, L4)이 삽입되면서 대물 렌즈군(L1, L2)으로 

입사된 광선이 배율 렌즈군(L3, L4)을 거쳐 축거울(FM1), 보

정 렌즈(L5)로 향한다. 중간 초점 이후의 과정은 협시계와 동

일하고 무한 초점 광학계는 총 3.14:1의 줌 렌즈 기능을 하게 

된다. 

광각 주사 광학계만 사용하는 광시야에서는 그림 10, 11의 

주사 거울(FM3)이 90도 회전하여 반대편인 외부에서 입사된 

평행광이 광학계를 거쳐서 검출기에서 관측된다. 협/중시계로 

전환하면, 그림과 동일하게 주사 거울(FM3)이 회전하여 축거

울로 기능하고, 앞서 무한 초점 광학계를 통과한 광선이 광각 

주사 광학계로 입사, 검출기까지 도달하여 전체 광학계가 협/

중시계 광학계가 된다. 

웜 스톱(WS)은 협/중시계 광학계를 사용할 때에만 삽입되

어 조리개를 대체한다. 협시계에서는 광각 주사 광학계 렌즈 

외에 렌즈 7매를 추가로 사용하고 중시계로 전환 시 배율 렌

즈 군(L3, L4) 렌즈 2매가 삽입되어 총 9매의 렌즈가 사용된

다. 

최종 협/중시계 광학계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림 

12, 13은 각각 그림 10, 11의 협/중시계에 대한 MTF 곡선을 

나타낸다. 회절 한계치와 0 필드, 1 필드 곡선이 표현되어 있

으며, 설계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심 필드인 0 필드를 기

준으로 한다. MTF 목표 성능은 중심 필드 기준 0.22 (@33.3 

cy/mm)이다. 설계 결과 협시계의 MTF는 0.255 (@33.3 cy/

mm), 중시계 MTF는 0.245 (@33.3 cy/mm)로 둘 다 설계 

목표 성능을 높게 만족한다.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협/중시계 

각 렌즈의 제작 가능 범위인 30–40 nm의 RMS 공차를 할당

할 경우, 형상정밀도에 의해 MTF가 12.6% 저하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림 14는 스폿 다이어그램으로 검출면에 입사하는 0 필드

와 1 필드 광선의 분포를 보여준다. 중심 필드에서 협시계와 

Fig. 11. 2D optical layout of medium-FOV (Z2) (not including two 
folding mirrors, FM1 and FM2).

Fig. 14. Spot diagram of designed optical system. (a) Narrow-FOV 
(Z1). (b) Medium-FOV (Z2).

Fig. 12. MTF of narrow-FOV (Z1) optical system.

Fig. 13. MTF of medium-FOV (Z2) op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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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계의 RMS 값이 각각 8.73 µm, 7.36 µm로, 한 화소(15 

µm) 내에 대부분의 광선이 입사된다. 그림 15는 두 시계에 대

한 필드 별 왜곡 곡선, 그림 16, 17은 왜곡 그리드이며, 이를 

통해 설계 목표는 아니지만 광학계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성

능 지표인 왜곡 수차를 확인해 보았다. 협시계의 왜곡 수차는 

±1.18% 이하, 중시계의 왜곡 수차는 ±1.33% 이하로 확인되

었고, 두 시계 모두 인간의 눈에서 최대로 감지할 수 있는 수

치인 1.5% 이하이므로 잘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9,10].

Ⅴ. 초점 조절 렌즈 군 이동량 분석

구동해야 하는 모터 수와 모터 구동 제어 보드의 개수를 줄

이기 위해 광각 주사 광학계 비열화를 위한 초점 조절 렌즈군

(이하 초점 렌즈군)을 협/중시계 광학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광각 주사 광학계의 초점 렌즈군은 그림 18과 

같이 주사 거울 바로 다음에 오는 렌즈 3매이며, 최대 −0.36 

mm부터 0.36 mm가 이동 범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양의 방

향이 주사 거울에 멀어지는 방향, 음의 방향이 그 반대 방향이

다. 

온도 변화 후 각 렌즈 및 기구부의 물성 변화에 대한 초점 

렌즈 군 보상량을 확인하였다[11]. 기구는 알루미늄(AL7075), 

렌즈는 실리콘(Si), 게르마늄(Ge)이 사용되었고, 각 재질의 온

도에 따른 팽창률(a)과 굴절률 변화량(DN/DT)은 CodeV에 

내장된 값을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초점 렌즈군의 보상량은 중심 필드에서 22 ℃에서의 설

계 수준과 비슷한 MTF를 갖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실

제 모터의 최소 구동량을 고려하여 0.05 mm 단위로 이동

하였을 때, 비열화 보상 후 각 온도의 기준 위치에서 MTF 

값이 협시계는 0.255 ± 0.001 (@33.3 cy/mm), 중시계는 

0.245 ± 0.001 (@33.3 cy/mm)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여러 위치에서 기준 범위에 들 경우 최소 위치를 보상량으

로 정하였고, 0 ℃부터 40 ℃까지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Fig. 15. Distortion of designed optical system. (a) Narrow-FOV (Z1). 
(b) Medium-FOV (Z2).

(a) (b)

Fig. 16. Distortion grid of narrow-FOV (Z1) optical system.

Fig. 17. Distortion grid of medium-FOV (Z2) optical system.

Fig. 18. Focusing lens group in optica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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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와 표 3은 초점 렌즈 군의 비열화 보상 결과를 나타

낸다. 협/중시계 통합 시, 최대 −2.9 mm부터 2.4 mm까지의 

범위를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어느 정도 선형적으로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협시계에서는 기준 범위를 충족하

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양이 많으나, 중시계는 상대적으로 적

게 보상하여도 가능하다. 중시계에서는 MTF 기준을 충족하는 

위치가 협시계보다 넓어 보상량을 최소로 하였을 때 0점 부근

에서 보상 방향이 바뀌면서 선형에서 조금 벗어난 결과를 보

인다.

실제 운용 전 장비 시험 단계 시 근거리의 목표물을 탐지

할 경우를 대비해 협시계는 20 m부터 100 m까지, 중시계는 

200 m부터 1000 m 범위의 물체를 관측할 수 있는 초점 렌즈

군 이동량을 확인하였다. 그림 20과 표 4는 목표물의 거리에 

따른 초점 렌즈 군의 이동량을 나타낸다. 두 시계에서 목표로 

하는 대상 거리가 달라 협시계는 목표물의 거리의 0.1배, 중시

계는 0.01배를 그래프의 X 축으로 나타내어 총 이동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열화 보상량과 마찬 가지로 

0.05 mm 단위로 확인하였을 때, 기준 위치에서 MTF 0.255 

이상(@33.3 cy/mm), 중시계는 0.245 이상(@33.3 cy/mm)

을 만족한다. 협/중시계를 종합하면 가장 가까운 20 m와 200 

m에서 초점 렌즈 군이 각각 −2.85 mm, −3.05 mm까지 이

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보다 먼 목표물을 관측할 때에는 

이동량이 더 적다. 

비열화 보상량과 목표물의 거리에 따른 이동량을 통합해 

보면 초점 렌즈군 이동량은 −3.05 mm부터 2.4 mm로 최대 

5.45 mm이다. 광각 주사 광학계보다는 사용범위가 넓지만 

모터 구동 및 공간 검토 결과 가용 범위로 확인된다. 따라서 

새로운 초점 렌즈군을 추가하지 않아도 광각 주사 광학계와 

초점 렌즈군을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적인 문제를 포

함하여 초점 렌즈군을 추가할 때 발생하는 여러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Fig. 19. Compensation amount of the focusing lens group over tem-
perature change. Fig. 20. Movement of the focusing lens group over target distance.

Table 2. Environmental variation of material properties

Expansion constants (a)
(K−1)

Temperature coefficient 
(DN/DT) of refractive 

index (K−1)
AL7075 23.6 × 10−6 -

Si 2.5 × 10−6 5.8 × 10−6 

Ge 5.8 × 10−6 150 × 10−6 

Table 3. Compensation amount of the focusing lens group over temperature change

Temperture (℃) 0 5 10 15 20 22 25 30 35 40
Z1 Compensation amount (mm) −2.9 −2.2 −1.55 −0.9 −0.2 0 0.4 1.05 1.7 2.4
Z2 Compensation amount (mm) −1.35 −1 −0.65 −0.3 0 0 0.2 0.55 0.9 1.2

Table 4. Movement of the focusing lens group over target distance

Z1
Target distance (m) 200 300 400 500 600 800 1000
Movement (mm) −2.85 −1.9 −1.4 −1.1 −0.95 −0.7 −0.55

Z2
Target distance (m) 20 30 40 50 60 80 100
Movement (mm) −3.05 −2 −1.45 −1.15 −0.9 −0.6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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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의 광각 주사 광학계와 전자광학 

추적 장비의 협/중시계 광학계를 통합하여 설계하였다. 기존

에 설계된 광각 주사 광학계의 전단 광학부에 무한 초점 광학

계를 추가 설계하여 협/중시계 광학계를 구현하였다. 복합 광

학계 설계를 통해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와 전자 추적 장비

가 통합된 장비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설계 전, 기본 설계 요구에 기반하여 상세 설계 사양을 분석

하였고, 목표 성능을 결정하였다. 기존 광각 주사 광학계에 F/

수가 다른 광학계를 추가해야 하므로 조리개 크기를 줄여주는 

웜 스톱을 추가로 구현하였다. 극저온 검출기 내부에 위치한 

콜드 스톱과 다르게 웜 스톱은 반사와 형상 특징을 이용해 상

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리개로, 현 광학계의 설계 사양을 만

족하도록 세부 형상을 설계하였다. 광각 주사 광학계 대신 같

은 사양의 더미 광학계를 이용하여 무한 초점 광학계를 초기 

설계하였고, 완성된 무한 초점 광학계를 광각 주사 광학계 설

계 데이터와 통합하여 최종 협/중시계 광학계를 구현하였다. 

설계된 협/중시계 광학계에 대해 MTF와 왜곡 수차를 분석하

였으며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효율적인 공

간 사용을 위하여 각 주사 광학계의 초점 조절 렌즈 군을 협/

중시계 광학계에서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점 렌

즈 군의 비열화 보상량과 근거리 목표물 탐지용 이동량을 계

산하여 협/중시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학계 설계를 통해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와 전자 추적 

장비가 통합된 장비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장비는 

90° 이상 광 시야의 다중 표적에 대한 적외선 감시 및 탐색 기

능과, 특정 표적의 전자 광학 추적과 좌표 값 추출 기능을 단

일 장비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변 

F/수 삼중 배율 적외선 광학계가 적용된 전자광학 장비를 함

정에 적용하는 경우, 두 대의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두 가지 

기능을 갖춘 단일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적인 한계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함정 마스트에 매립 가능하게 되고, 향상

된 저피탐 능력으로 높은 함정 생존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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