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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of infrared camera optics with wide field of view and anamorphic lenses is proposed, and its validity verified through 

manufacture. The infrared camera produced provides a wide field of view of over 100 degrees in the horizontal direction, and 

an even greater magnificat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As a result, the system can have a wider surveillance range and improved 

detection ability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a new optomechanical automatic athermalization mechanism is proposed and 

applied to the infrared camera. Its performance and utility is proved through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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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anamorphic) 렌즈가 적용된 적외선 광각 카메라 광학계를 제안하고 제작을 통해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개발된 적외

선 카메라는 비정형 렌즈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100도 이상의 넓은 시계를 제공하면서 수직방향에 대해서는 수평시계

보다 큰 배율을 갖게 함으로써 증가된 해상도를 통해 장비의 광역 감시 및 탐지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 방법을 제안하고 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성능 및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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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적외선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고 

섬광 획득과 같은 특정 이벤트를 탐지하고자 할 때 광각 카

메라의 특성상 고배율 카메라에 비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

며 이로 인한 탐지능력 저하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한 광학적 접근으로는 화소수가 증가된 검출기를 사용하여 

광학시계는 유지하면서 카메라의 배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장비구현에 드는 비용과 부피를 증가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시스템 측면에서 부담되는 접근 방

법이 된다. 따라서 감시 및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 광

각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광각 시계와 배율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점광원(point soure) 표적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 광각 카메라의 탐지 성능을 향사시키고자 비정형 렌

즈를
[1]

 광로 중에 사용하여 수평시계와 수직시계에 대한 배

율을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광역감시를 위한 수평방향에 대

해서는 넓은 시계을 제공하면서 수직방향에 대해서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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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esign of IR optics having anamorphic lense.

FIG. 2. Schematic of IR optics.

FIG. 3. MTF of designed IR optics.

시계보다 큰 배율을 갖게 함으로써 증가된 해상도를 통해 장

비의 감시 및 탐지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초광각(ultra 

wide field of view)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를 제안하고 설계

하였다. 또한 적외선 카메라의 운용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

는 영상 흐림(image bluring)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opto-mechanical automatic athermalization) 방안을 

제안하고 온도시험을 통해 그 성능 및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II. 광학계 설계 및 성능분석

2.1. 설계 개념

초광각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의 설계 개념은 Fig. 1과 같

다. 광학설계의 기준이 되는 적외선 검출기는 1-픽셀의 피치

가 15 um인 640 × 512 배열을 갖으며 검출기의 동작 파장대

역은 3.7 um ~ 4.8 um의 중적외선 대역이다. 시계는 수평방

향에 대해서 130° 이상의 초광각 시계를 갖도록 하면서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배율이 증가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

정형 렌즈를 광로 중간에 적용하여 검출기 1-픽셀이 바라보는 

시계 양상비(aspect ratio)를 3:1로 설정하였다. 또한 광학계 

F/수를 F/1.5로 설계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점광원 표적으로

부터 입사하는 광량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스템

의 성능 및 활용성을 증대시켰다. 

초광각 적외선 카메라의 운용온도 조건은 -10℃~+50℃이

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따른 광학재질의 굴절률 변화와 광기

구물의 팽창과 수축 현상은 상면 이동을 유발하게 되며 카메

라 시스템은 이를 보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비열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초광각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 설계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광학적 보상

과 기구적 보상을 결합한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 방법을 제안

하고 시스템에 적용하여 별도의 구동 메커니즘 없이 최소의 

공간으로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의 비열화를
[2-4]

 구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2. 설계 결과

Figure 2는 초광각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에 대한 설계 결

과이다. 광학계는 총 2군 9매의 렌즈로 구성되며 대물부와 

결상부로 나뉜다. 대물렌즈를 포함하는 대물부는 fish-eye
[1,10]

 

형태로 구성하여 광시계 구현에 유리하도록 하였으며, L6, 

L7, L8, L9으로 구성되는 결상부는 대물부로부터 일정거리

를 유지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 구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린더 렌즈

(L4)와 토릭 렌즈(L6)를 광로 중간에 사용하여 수평(Y-Z 평

면) 시계에 대한 수직(X-Z 평면) 시계의 비율이 3:1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직방향에 대한 배율을 증가시켰다. 

광학계의 수차 보정을 위해 비구면을 4매 적용하였으며 실

린더 렌즈와 토릭 렌즈를 광학계 중심에 대칭 배치함으로써 

수차보정을 더욱 용이케 하였다. 광학계에 적용한 적외선 재

질은 온도변화에 따른 성능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zinc 계

열 재질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성능 및 무게를 고려하여 

silicon 재질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또한 광학계의 투과율 성

능은 사용한 렌즈 매수를 9매 이내로 설계함으로써 일반적

인 적외선 대역에 대한 코팅 규격을 적용하여도 70% 이상 

확보되도록 하였다.

2.3. 성능분석

Figure 3은 설계된 광학계의 변조전달함수(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중심 

필드를 포함한 모든 필드에서 회절한계에 가까운 성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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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ncircled energy of designed IR optics.

FIG. 5. Through focus MTF of designed IR optics.

TABLE 1. Specifications of IR Optics

Operating wavelength range 3.7 um ~ 4.8 um

1-pixel pitch of IR detector 15 um × 15 um

F/number F/1.5

Effective focal length
Horizon : 4.07mm, 

Vertical : 12.15 mm

Field of view Horizon : 133°, Vertical : 36°

Anamorphic ratio 3:1

Operating temperature -10℃ ~ +50℃

PVF*
[5-9]

≥ 0.5

Optical transmittance ≥ 60%

Overall length ≤ 150 mm

*PVF : Point Visibility Factor

이고 있다. 특히, 전체 시계의 0.75필드에 해당하는 시계인 

101°(F4 필드)에서도 회절한계 성능의 88%에 해당하는 우수

한 MTF 성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정형 렌즈를 사용한 광

학계 임에도 x-축 이나 y-축 모두 MTF 성능이 서로 유사하며 

공간 주파수 변화에 대한 성능 변화도 특정 주파수에서 저하

되는 특이점 없이 성능이 잘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초광각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는 광역감시 목적으로 설

계되었으며 관심 표적의 크기가 1-픽셀 크기 수준이다. 따라

서 응용 목적상 점광원 표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1-픽셀에 모이는지를 판단하는 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본 설

계에서는 이를 위한 성능 지표로 에너지 구경(encircled energy)

을
[11]

 사용하였다. Figure 4는 설계된 광학계의 에너지 구경 

성능을 보여준다. 즉, 점광원 표적 에너지의 얼마만큼이 검

출기 1-픽셀에 모이는지를 보여준다. Table 1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광학계 설계의 기준이 된 검출기의 1-픽셀 피치는 

15 um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설계된 광학

계의 시계 가장자리 끝인 F5 필드에서 점광원 표적 에너지

의 약 70% 에너지가 1-픽셀에 모이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점광원 에너지에 대한 광학계의 목표 성능인 50%를 고려

해 볼 때 제작오차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우수한 성능으로 판단된다. 

Figure 5는 through focus MTF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광학계의 상면(image plane), 즉 검출기 면이 

설계된 값으로 부터 약 ±15 um 이동했을 때에도 MTF 성능

이 모든 필드에 대해서 0.47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점광원 표적 에너지의 50%가 모이는 에너지 구경도 10 um 

이내로 1-픽셀 크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학계를 제작할 때 상면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이 

범위 안에서 유지한다면 시스템에서 목표로 하는 성능은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은 through focus에 따른 spot diagram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설계된 상면에서는 spot의 모양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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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rough Focus spot diagram (@20℃ optimaized).

FIG. 7. Concept of athermalization for IR optics.

(a) At –10℃ (b) At +50℃

FIG. 8. Temperature gradient distribution of the camera under 

the operation temperature condition.

평과 수직 시계의 배율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고유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1-pixel 크기 안에 잘 모이고 있다. 그러나 설계

된 상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광학계가 실린더나 토릭 렌즈 

같은 비정형 렌즈를 적용하여 구성됨으로써 생기는 독특한 

형태의 spot 패턴을 가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광학계 제작 

시 defocus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공

차를 정하고 제작에 반영하였다. 

2.4.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 성능분석

적외선 광학계의 성능은 온도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게 되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온도에 따른 렌즈의 형

상 변화(두께나 곡률반경), 온도에 따른 굴절율 변화(dn/dT) 

및 기구물의 열팽창과 수축에 따른 거리 변화가 있다. 따라

서 온도 변화와 무관하게 광학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학계 설계 시 이를 고려한 비열화(athermalization)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초광각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광학보정식 비열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즉, 온도에 따른 

렌즈 굴절률 변화가 작은 zinc 계열 재질을 주로 사용하여 

광학계를 구성함으로써 온도에 따른 성능변화를 최소화 하

려 하였다.
[12-14]

 그러나 광학계의 F-수가 워낙 작고 50° 이상

의 매우 큰 입사각을 포함하고 있어 시계 내 모든 필드에 대

해서 광학적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

터를 이용하여 초점을 맞추는 기계적 능동방식을 적용하기

에는 모터 구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구현에 필요한 

공간 확보의 제한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진행하던 광학보정식 비열화 

방법과 기구물의 열팽창 계수 차이를 이용한 수동적 기계보

정식 비열화 방법을 혼합한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 방법을 개

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계 개념은 Fig. 7과 같다. 

비열화 설계를 위해 온도 변화에 따른 상면 이동을 분석하

였다. 분석은 적외선 카메라가 운용되는 외부 온도 범위인 

-10℃~+50℃에서 장비내부 온도구배에 따른 초점면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테프론 보상자의 길이 변화량을 구

하는데 적용하였다. Figure 8은 외부 온도가 -10℃인 경우와 

+50℃인 경우에 대해 장비 내부의 온도 구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광학계가 설계 온도인 20℃ 보다 높은 경우 광

학계의 전체 굴절능이 증가되어 상면이 검출면 보다 앞쪽으



《연구논문》광기구적 자동 비열화가 적용된 비정형 적외선 광각 카메라 ― 김현숙ㆍ옥창민 191

TABLE 2.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used for the simulation of thermal gradient distribution 

Materials Invar 36 Teflon (Glass 25 % Filled)

CTE, linear [μin/in-°F]

0.722 @ 199 °F

42 ~ 662.32 @ 500 °F

4.22 @ 700 °F

Melting Point [°F] 2061 621

TABLE 3. Encircled energy of IR optics after the application of athermalization (@50℃, -10℃)

[%] 

Spot Diameter [μm]

Temperature = 50℃,  Defocus = -19.9μm Temperature = -10℃,  Defocus = 16.3μm 

F1 F2 F3 F4 F5 F1 F2 F3 F4 F5

                             : :

40 7.98 11.08 7.07 8.12 10.12 8.24 7.78 7.81 9.80 10.70 

50 9.65 13.68 8.39 9.91 12.45 9.96 9.35 9.52 12.27 13.09 

60 11.86 17.53 10.07 12.16 15.70 12.09 11.36 12.05 16.23 16.82 

TABLE 4. Range of errors for the performance prediction simulation

Variables Radius of curvature Thickness Mechanical fabrication Tilt

Error range ±(1/1000~2/10000) ±0.01~0.02 mm ≤ 0.01 mm ≤ 5min.

FIG. 9. Proposed concept of the opto-mechanical athermalization.

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광학계가 

검출기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기구물을 설계하면 온도 변화

시 발생되는 상면 이동량을 보정할 수 있게 된다. 광학계의 

온도가 20℃ 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반대로 하면 된다. 이

와 같은 기능 구현을 위해 Fig. 9와 같은 형태의 테프론 구조

물을 개발하였다. 테프론 구조물은 대물부와 결상부 사이를 

연결하며 광학계가 최적화된 온도인 20℃ 보다 낮아지는 경

우 테프론이 수축되어 결상부가 대물부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고, 온도 높아지면 테프론이 팽창하여 결상부가 검출기 방

향으로 미세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온도에 따른 상면 이동을 

보정할 수 있게 한다. Table 2는 분석에 사용된 기구물 및 테

프론의 열팽창 계수 값이다.

Figure 10은 이와 같은 비열화 보상이 적용되기 전 ․후의 

MTF 성능 비교를 온도 50℃에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

이 비열화 보상 전에는 모든 필드에서 MTF 성능저하가 급

격히 발생하여 nyquist 주파수 근처에서는 0에 가까운 성능

을 보이지만 적용 후에는 거의 모든 필드에서 성능이 회복되

어 설계에서와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 Table 2는 카메

라의 운용온도 가장자리 구간인 -10℃와 +50℃에서 제안된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점광원 표적 에

너지에 대한 에너지 구경 성능을 보여준다. 비열화 보상 후 

점광원 표적의 50% 에너지가 모이는 직경이 약 13 um 정도

로 1-픽셀 크기인 15 um 보다 작아 요구 성능을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 성능예측 및 제작

3.1. 성능예측

성능예측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결과를 바탕으

로 렌즈의 제작 오차, 기구물 제작 및 렌즈 정렬시 발생되는 

오차를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

용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15,16]

 Table 3은 성능예측

에 사용한 공차이다. 렌즈의 곡률반경은 설계 값의 ±1/1000 ~ 

2/10000를 두께는 ±0.01 mm ~ 0.02 mm를 반영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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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MTF between before and after of athermalization (@ temerature=50℃).

(a) Z-axis movement of Image plane (range: 0.035 mm) (b) X-axis & y-axis movement of L8 (range ± 0.020 mm)

FIG. 11. As-built performance prediction of IR optics.

FIG. 12. Measured data for the form error of anamorphic lens.

렌즈의 중심이동(decenter) 및 기울기(tilt) 오차는 기계적 가

공 공차인 0.01 mm와 본딩 공차를 고려하여 5분의 공차 범

위 내에서 성능예측을 수행하였다. 이때 성능예측은 광학부

품의 제작 및 조립정렬에 의해 발생한 성능저하를 보상하면

서 분석되었으며 조립정렬 보상자로는 검출기의 z-축 이동과 

L8 렌즈의 x-축, y-축 이동을 선정하였다. 

Figure 11은 성능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상면 이

동만으로는 요구 성능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MTF 성능

이 모든 필드에서 설계값 보다 작아졌으며 점광원 표적 에너

지의 50%가 모이는 에너지 구경 크기도 1-펙셀 크기인 15 

um 보다 훨씬 큰 값을 보였다. 반면 L8 렌즈를 조정자로 사

용할 경우 x-축과 y-축 방향으로 ±0.020 mm 범위 내에서 조

정해 준다면 MTF 성능도 크게 개선이 되며 에너지 구경도 

15 um 보다 작은 수준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제작 및 비열화 성능

본 초광각 적외선 카메라 광학계 제작에는 실린더 렌즈와 

토릭 렌즈 같은 비정형 렌즈의 정밀 가공이 요구되며 과거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렌즈를 적외선 광학재질로 가공하여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외

선 재질에 대한 비정형 렌즈의 국내 가공을 위해 많은 노력

을 하였으며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Fig. 12와 같은 형상

오차를 갖는 렌즈를 제작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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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images acquired by IR camera according 

to the accuracy of the anamorphic lens fabrication.

FIG. 14. Photograph of IR camera.

(a) Image of IR optics which is acquired at -30℃ 

(b) Image of IR optics which is acquired at -10℃ 

(c) Image of IR optics which is acquired at+10℃

(d) Image of IR optics which is acquired at +30℃

(e) Image of IR optics which is acquired at +50℃

FIG. 15. Result of athermalization for IR optics (-10℃ ~ +50℃).

즈의 형상 오차는 PV 1.1 um 수준으로 이는 공차분석에서 

요구한 PV 0.5 um에는 못 미치는 성능이나 최초 제작당시 

PV 8.0 um 수준에서 시작하여 수차례 제작을 통해 형상 오

차를 향상시켰으며 최종적으로 획득한 값이다. 성능분석 결

과 이와 같은 오차로 인한 성능저하가 예상되나 다른 광학부

품의 제작 공차 및 조립정렬 정밀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카메라의 성능저하를 보완하였다. 

Figure 13은 비정형 렌즈가 PV 8.0 um 수준으로 제작되어 

획득된 영상과 PV 1.1um 수준으로 제작되어 획득한 영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상오차가 개선

되기 전에는 점광원 표적의 영상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형

태를 보이며 이는 Fig. 6의 through focus spot에서 보았던 

defocus가 심하게 발생했을 때 spot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

나 제작 오차가 개선된 비정형 렌즈를 적용한 결과 이런 세 

갈래 형태는 사라졌으며 점광원 표적의 영상도 우수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Figure 14는 최종 제작된 초광각 적외선 카

메라의 형상을 보여준다. 제작된 광학계의 전장길이는 141.8 

mm이고 광학계의 무게는 161 g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 방법은 제작된 

카메라의 온도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온도시험은 

카메라가 동작하는 외부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3-bar 표적을 

카메라가 분해할 수 있는지 관찰하여 수행하였다. 온도시험 

범위는 -30℃부터 +50℃ 이며 3-bar 표적 크기는 검출기의 

nyquist 주파수에 해당하는 크기를 선택하였다. Figure 14는 

비열화 시험 결과 획득한 영상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온도 구간에서 3-bar 표적이 잘 분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점광원 표적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 

광각 카메라의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비정형 렌즈를 광

로 중에 사용하여 수평시계와 수직시계에 대한 배율을 다르

게 가져감으로써 광역감시를 위한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넓

은 시계을 제공하면서 수직방향에 대해서는 수평시계보다 

큰 배율을 갖게 하여 증가된 해상도를 통해 장비의 감시 및 

탐지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초광각 적외선 카메라 광학

계를 제안하고 설계하였다. 또한 적외선 카메라의 운용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영상 흐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

학설계 성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광학보정식 비열화 방법과 

테프론 구조물의 열 팽창/수축 현상을 이용한 기계보정식 비

열화 방법을 결합한 광기구적 자동 비열화 방법 제안하고 온

도시험을 통해 그 성능 및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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