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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부분의 물체들이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의 파장 대역은 적외선 영역이며 상온에서는 주로 10 µm 근

처의 원적외선 대역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러한 복사 에너

지를 이용하는 열상장비(thermal-imaging system)는 복사 발

산도(radiant emittance)의 상대적인 차이를 영상화하므로 빛

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영상 획득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

여 방산 분야에서 감시와 관측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 후 적외선 광학 시스템의 기술이 발전되고 적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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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the optical system for an uncooled thermal-imaging camera. The operating 

wavelength range of this system is from 7.7 µm to 12.8 µm. Through optimization, we have obtained a LWIR (Long Wave 

Infrared) optical system with a focal length of 5.44 mm, which consists of four aspheric surfaces and two diffractive surfaces. 

The f-number of the optical system is F/1.2, and its field of view is 90° × 67.5°. The hybrid lens was used to balance the 

higher-order aberrations, and its diffraction properties were evaluated by scalar diffraction theory. We calculated the polychromatic 

integrated diffraction efficiency, and the MTF drop generated by background noise. We have evaluated the thermal compensation 

of a LWIR fixed optical system, which is optically passively athermalized to maintain MTF performance in the focal depth. In 

conclusion, these design results are useful for an uncooled thermal-imaging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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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7.7 µm에서 12.8 µm 파장 대역에 적용 가능한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를 설계 및 분석 하였다.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설계된 원적외선 광학계의 유효초점거리는 5.44 mm를 가지며, 4면의 비구면과 2면의 회절면을 포함하였다. 광학계의 

F/수는 F/1.2로 설정하였고, 시야각은 90° × 67.5°가 되도록 하였다. 회절면이 적용된 hybrid 렌즈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고차 수차가 보정되도록 하였고, 이때 발생되는 회절 특성은 scalar 회절 효율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hybrid 렌즈에서 발생

되는 회절 현상에 의한 통합 회절효율을 예측하고 배경잡음에 의한 MTF 저하를 고려하였다. 원적외선 광학계의 온도 변화에 

따른 보상은 광학식 비열화를 이용하여 광학계의 MTF 성능이 초점 심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냉각 열상 

장비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광학설계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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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수의 산업 분야, 의료 분야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때 주로 사용되는 비냉각형 적외

선 검출기에 적용 가능한 원적외선 광학계 개발의 요구가 커

지게 되었다[1,2].

원적외선 대역에서 사용되는 비냉각 방식의 검출기는 영상 

획득시 잡음이 심하여 광학계의 F/수가 최대 F/2.0 이하로 

설계되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지만 냉각형 검출기에 비해 가

격이 저렴하고 악조건의 기상 상태에서도 보다 나은 대기 투

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방산 분야 뿐만 아니라 민수 분야에

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비냉각 검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광시야 범

위에서 왜곡수차가 2.0% 이하로 억제되고 광학식 비열화가 

적용된 고정 초점식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를 설계 및 분석

하였다. 비냉각 검출기는 640 × 480 배열이고 유효 픽셀 크

기는 17.0 µm를 가지며, 광학계의 F/수는 광학계의 airy disk 

및 MRTD (Minimum Resolvable Temperature Difference)와

의 관계를 고려하여 F/1.2가 되도록 하였다.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면서 제시된 요구사양을 만족하기 위하여 L3과 L4에 

회절면이 적용된 hybrid 렌즈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차가 보정되도록 하였다. Hybrid 렌즈에서 발생되는 회절 

현상에 의한 통합 회절효율을 예측하고 배경잡음에 의한 

MTF 저하를 고려하였다[4-6]. 마지막으로, 광학식 비열화 성

능을 만족하기 위해 L3과 L4는 Schott사의 IRG26 재질을 이

용하고 렌즈 배럴은 Titanium 재질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II.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 설계

2.1.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 요구사양

광시야각을 갖는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의 주요 설계사양

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사양에서 F/수는 airy disk 뿐만 아니

라 MR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영상 획득시 잡

음이 심하여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는 가능한 낮은 범위의 

F/수를 가져야 한다[7].

기본적으로 광학계의 공간 분해능은 검출기에 의해 결정되

는데 열상장비의 표적 획득 거리성능은 표적의 크기 및 온도 

차이에 따라 열상장비가 분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

다. 이때 장비가 갖는 최대한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

상장비 광학계는 검출기보다 높은 분해능을 가져야 하고 최

종적으로 설계된 적외선 광학계는 회절한계 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8].

회절한계 성능을 갖는 광학계는 기본적으로 검출기 유효 

픽셀 크기 이내에 광학계의 airy disk가 형성되므로 식 (1)의 

airy disk 직경은 식 (2)와 같이 정리된다[4]. 식 (2)에서 는 

검출기 유효 픽셀 크기이고 와 FN은 각각 광학계의 사용 

파장대역과 F/수를 나타낸다.

Airy disk   (1)








≈ (2)

MRTD는 열상장비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열

상장비가 갖는 공간주파수에 대하여 관측 가능한 최소 온도 

특성을 나타내며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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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출기 사양에 의한 비례상수,  는 규격화 검출능

(normalized detectivity)으로 일반적인 비냉각 검출기가 갖는 

1.44 × 108 cmHz1/2W-1의 값을 이용하였고[9], MTF (ξT)는 표

적이 갖는 공간 주파수(ξT)에서의 MTF 값을 나타낸다. 표 2

에는 식 (3)을 이용하여 nyquist 주파수 29.4 cycles/mm에서 

F/수와 MRTD가 갖는 관계를 정리하였다[6].

F/수와 MRTD와의 관계에서 F/수가 커질수록 MRTD는 증

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MRTD가 커질수록 열상장비의 온도 

분해능이 저하되고 결론적으로는 열상장비가 갖는 탐지 거

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의 경우 F/수가 작아질

수록 MRTD는 감소되어 온도 분해능이 향상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열상장비 광

학계의 F/수를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작비용과 관련된 광학계의 직경을 고려하고, 두 번째로 광

학계의 분해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식 (2)를 이용한 계

산 결과가 0.41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광학

계가 갖는 물체 공간의 한계 주파수는 높아지지만 검출기 분

Table 1. Optical requirements for a LWIR optical system

Parameters Requirements

Spectral range 7.7 ~ 12.7 µm

Effective Focal Length 5.44 mm

F-number F/1.2

Field of view 90° × 67.5°

Instantaneous field of view 2.45 mrad

Distortion ≤ 2.0%

Pixel format 640 × 480

1-pixel pitch 17 µm

Table 2. F-number VS MRTD

F-number
Airy disk 

[µm]

Cut-off 

frequency

[cycles/mm]

Diffraction 

MTFnyquist 

[arb. unit]

MRTD

[×108 A]

0.8 19.98 122 0.76 0.73

1.0 24.98 98 0.70 0.99

1.2 29.98 81 0.64 1.30

1.4 34.97 70 0.58 1.68

2.0 49.96 49 0.4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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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능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열상장비가 갖는 공간 분해

능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식 (2)와 식 

(3)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설계된 열상장비 광학계의 최적

화된 F/수는 F/1.2로 결정하였다.

2.2. Hybrid 렌즈를 이용한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 설계

적외선 광학계의 경우 원적외선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

학 재질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10여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

부분 단결정(single crystal), 다결정(polycrystalline)의 광학 재

질로 비정질(amorphous)의 일반 광학 재질과 달리 원적외선 

광학 재질의 가격이 비싼 편이다[10].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광학 재질은 다결정 반도체인 Germanium과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로 성형된 Zinc Selenide 

및 Zinc Sulfide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Germanium, Zinc 

Selenide 이외에 Chalcogenide 화합물로 As40Se60 구성을 갖

는 Schott사의 IRG26을 설계에 함께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L3과 L4에 적용한 회절광학소자는 surface relief

의 굴절률, 높이 및 주기에 따른 광경로의 변화에 의해 파면

의 위상 또는 진폭을 조절하는 위상 및 진폭 변조 소자로 음

의 분산 특성을 가지므로 단파장보다는 장파장 대역에서 변

화가 큰 특징을 갖는다. 이와 다르게 굴절광학소자의 경우 

양의 분산 특성을 가지며 굴절률이 파장의 함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질을 조합하여 색수차를 제어하게 된다. 

회절광학소자를 굴절광학소자에 적용하여 사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 굴절소자가 갖는 양의 분산과 회절소자가 갖는 음의 

분산 특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다른 색수차 특성을 가지며 이

런 렌즈를 hybrid 렌즈라 한다. Hybrid 렌즈의 회절면은 효과

적인 수차 보정을 위해 굴절광학소자의 비구면에 회절면을 

더하여 함께 사용되며 식 (4)에 면 형상을 정의하였다[12,13].







 








 
 

 ⋯

(4)

여기서  , 는 Conic 상수 및 는 렌즈의 곡률

을 나타내고 은 n-th order aspheric coefficient, 그리고 

는 diffractive OPD function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광학계를 구성하는 렌즈 매수는 총 4

매이며, 90° × 67.5°의 시야범위에 대하여 2.0% 이하의 왜곡

수차를 만족하며 광학식 비열화를 구현하기 위해 4매의 렌

즈에 모두 비구면을 이용하고 L3과 L4의 경우는 비구면에 

kinoform 형태의 회절면을 추가 적용하여 광선수차를 최소

화 하였다. 그림 1에 설계된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 구성도

를 나타내었고 표 3에 설계 제원을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에 사용된 hybrid 렌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식 (5)에 회절링의 개수, 식 (6)에 회절링의 깊이를 나타

내었고, 표 4에 설계에 사용된 hybrid 렌즈의 사양에 대해 정

리하였다. 식 (5)와 식 (6)에서 는 렌즈 직경, 는 kinoform 

회절면의 초점거리를 나타내고, λ는 회절 중심 파장, 는 

λ에 대한 재질 굴절률을 나타낸다. 

Fig. 1. Layout of an optimized LWIR optical system.

Table 3. Design data of an optimized LWIR optical system

Surface Radius [mm] Thickness [mm] Material

1 Ⓐ 37.81  5.8 Ge

2 19.37 24.5

3 Ⓐ 75.31  4.5 ZnSe

4 265.45 16.3

5, STO Infinity  2.3

6 -52.89  3.5 IRG26

7 Ⓐ, Ⓓ -38.60 14.9

8 66.45  7.7 IRG26

9 Ⓐ, Ⓓ -45.70 11.0

10 Infinity  1.0 Ge

11 Infinity  1.9

12 Infinity -

Ⓐ: aspheric surface

Ⓓ: diffractive surface

Table 4. Specifications of the hybrid lenses

Lens Material
Refractive index 

@ 10.2 µm

EFL

(Refractive

+ Diffractive) 

[mm]

EFL 

(Diffractive only) 

[mm]

Clear aperture 

[mm]

N 

[EA]

Depth 

[µm]

L3 IRG26 2.7774 64.85 1013.58 16.6 3.3 5.76

L4 IRG26 2.7774 15.82 2109.81 31.4 5.7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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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는 설계에 사용된 kinoform 회절면의 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Kinoform 회절링은 위상이 변할 경우 하나씩 

생겨나며 각각의 회절링을 기준으로한 zone은 초점을 갖는 

렌즈로 간주되며 hybrid 렌즈에서 각각의 zone을 통과하는 

빛이 동일한 위상으로 상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상 지연

이 의 정수배가 되어야 한다[12]. 

최종 설계된 hybrid 렌즈는 굴절에 의한 실상과 회절에 의

한 회절상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게되며 그림 3에는 회절 중

심 파장에서 광선이 수직 입사하는 경우 L3의 상면에서 

kinoform 회절면에 의한 PSF (Point Spread Function) 진폭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b)의 PSF 진폭 분포는 

회절에 의한 고차 회절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림 3(a)와 비교하여 이러한 성분은 배경 잡음으로 동작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에 사용된 hybrid 렌즈에 의한 파장에 따

른 회절 효율은 일반적으로 식 (7)과 같이 scalar 회절 효율

의 간단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고,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식 (7)에서 은 회절 차수를 나타낸다[14,15].

  










sin










 (7)

그림 4에서와 같이 m = 1인 경우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며 

그 이외의 차수에서 배경잡음이 커져 회절 효율이 낮아지는 

(a) (b)

Fig. 2. Surface sag of diffractive kinoform: (a) L3 back surface; (b) L4 back surface.

(a) (b)

Fig. 3. Comparison of point spread functions by diffractive kinoform on L3 image plane: (a) Refractive lens (without kinoform); (b) Refractive 

and diffractive lens (with kin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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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설계에 사용된 파장 대역에 따른 회절 효

율은 약 88.75%의 평균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hybrid 렌즈의 경우 파장 대역에 따른 효율 이외에 동의 직경

에 따라 고차 회절상에 대한 배경 잡음이 변하는 등 회절 효율 

또한 변하게 되므로 동의 면적에 따른 회절 효율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에 사용된 hybrid 

렌즈인 L3를 이용하여 1°의 입사각도(Angle of Incidence, 

AOI)로 입사하는 경우 입사동의 직경(Entrance Pupil Diameter, 

EPD)에 따라 변하는 회절 현상에 의한 PSF 함수의 진폭변

화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이때의 경향을 살펴보면 입사동

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회절에 사용되는 광선의 면적이 작아

지므로 고차 회절상에 의한 배경 잡음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광학계의 회절면이 갖는 진폭 변화는 유한 거리에

서 발생되므로 fresnel 회절로 고려할 수 있으며 회절에 의한 

진폭 변화는 원형 개구에서 근사되는 진폭 투과 함수를 이용

하여 회절 중심 차수와 배경 잡음에 대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진폭 투과 함수는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동의 중심을 이용하는 광선은 회절 효과를 거의 받지 않으므

로 굴절 렌즈와 같이 동작되며 광선의 높이가 동의 가장자리

로 갈수록 회절 차수가 높아지며 이로 인해 배경잡음이 심해

져 영상의 대조비에 영향을 주어 결국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에 영향을 주게 된다. 원형 개구에서 회절 

Fig. 4. Scalar diffraction efficiency.

(a) (b)

(c) (d)

Fig. 5. Changed intensity of point spread functions by entrance pupil diameter on L3 image plane: (a) AOI: 1°, EPD: 16.6 mm; (b) AOI: 

1°, EPD: 14.4 mm; (c) AOI: 1°, EPD: 11.0 mm; (d) AOI: 1°, EPD: 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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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차수와 그 외의 배경 잡음에 대한 진폭 투과 함수로부

터 동의 면적에 대한 회절 효율을 포함한 통합 회절 효율은 

식 (8)과 같이 근사할 수 있으며 설계 사양을 대입하여 계산

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14].

≅





min


max











min

 
min

max


max

 

≅

 (8)

식 (8)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설계된 광학계의 hybrid 렌

즈가 갖는 통합 회절 효율은 약 93.39%의 값을 가지며 약 

6.61%의 배경 잡음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잡

음은 MTF에 영향을 주어 전체 공간 주파수에 대한 MTF가 

저하됨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Code V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절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MTF를 출력하므로 통합 회절 

효율을 적용한 MTF를 그림 6(a)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6(b)

에는 nyquist 주파수 29.4 cycles/mm에서 고정 초점식 광학

계가 갖는 물체거리에 따른 MTF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광학계의 수차 특성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III. 비냉각 열상장비 광학계 비열화

적외선 광학 재질은 가시광 재질에 비해 매우 큰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 설계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온도 변화에 대해 

민감한 광학계의 성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성능 저

하는 광학계가 갖는 수차 특성에 대한 성능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defocus로 발생되며 이를 살펴보기 위

해 설계에 사용된 렌즈 및 기구 재질의 물성치를 표 5에 정

리하였다.

(a) (b)

Fig. 6. Design performance: (a) Polychromatic MTF calculated by the polychromatic integrated diffraction efficiency; (b) Object distance VS 

Polychromatic MTF.

(a)

(b)

Fig. 7. Aberrations of an optimized LWIR optical system: (a) Ray 

aberration; (b) Astigmatic field curves,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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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광학식 비열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색 및 열

분산 계수를 갖는 세 종류의 재질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식 (9)에 나타낸 몰색화 조건을 이용하여 Germanium과 Zinc 

Selenide 그리고 IRG26의 광학 재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

다. 또한 식 (10)에 나타낸 비열화 조건을 이용하여 설계된 

광학계의 광학식 비열화 조건을 확인하였다. 식 (9)와 식 

(10)에는 설계 결과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함께 정리하였다.

∑



≈ (9)


 ′≈ (10)

식 (10)에서 ′은 기구 재질의 열팽창 계수이고, 는 설계

된 광학계의 굴절능을 나타낸다.

온도에 따라 각 렌즈에서 발생되는 초점거리 변화는 렌즈

의 굴절능 변화 및 열팽창 계수에 의한 렌즈의 외형 변화에 

의한 것으로 얇은 렌즈로 가정한 경우 식 (1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11].

 












 
  (11)

여기서 은 얇은 렌즈의 초점거리, ⁄는 굴절률의 온

도 계수, 는 재질의 열팽창 계수를 나타내며, 설계된 광학

계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다. 또

한 Code V macro 기능을 이용하여 설계된 광학계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각 렌즈가 갖는 초점거리 변화를 분석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분석을 위해 광학계의 압력은 대기압 상태

에서 온도는 -35°C에서 55°C의 범위로 광학계 전체가 변하

도록 설정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학계의 온도 변화에 대하여 L2의 

초점거리 변화가 다른 렌즈와 비교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림 8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L2

의 초점거리 변화는 L1, L3, L4 및 기구 경통에 의해 발생되

는 초점거리 변화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생되므로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defocus의 보상이 이뤄짐을 알 수 있

다. 또한 L3과 L4의 각 렌즈별 초점거리 변화량은 전체 온도 

범위에서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설계된 광학계가 갖는 온

도 변화에 따른 defocus 또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35°C

에서 55°C의 온도 범위에 대해 설계된 광학계가 갖는 

defocus는 6.2 µm에서 -3.7 µm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의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10에 광학계

의 온도가 -35°C와 55°C로 설정한 경우 설계된 광학계의 

MTF 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8. Focus shift of lenses and changed length of a barrel.

Table 5. Material properties

Element Material
Refractive index

[ ]

Abbe number

[ν   ]



[10-6/K]

 ⁄

[10-6/K]

L1 Germanium 4.0032 904.6 6.1 404.0

L2 Zinc Selenide 2.4065 57.8 7.6 60.0

L3 IRG26 2.7781 161.0 21.4 32.2

L4 IRG26 2.7781 161.0 21.4 32.2

Lens barrel Titanium - - 10.8 -

Table 6. Focus shift with temperature

Lens Material EFL [mm] @ 20°C
 ⁄⁄ 

[×10-6/°C] 


 [mm/°C]

L1 Germanium -17.31 134.5 -0.002223

L2 Zinc Selenide 73.81 42.7 0.002588

L3 IRG26 64.85 18.1 -0.000213

L4 IRG26 15.82 18.1 -0.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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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640 × 480 배열을 갖는 비냉각 검출기에 적용 가능한 광시

야각을 갖는 원적외선 광학계를 설계 및 분석하였다. 본 논

문에서 설계된 광학계는 90° × 67.5°의 시야범위를 가지며 광

학계의 최적화된 F/수는 airy disk 및 MRTD를 함께 고려하

여 F/1.2로 설정하였다.

최적화 설계 과정을 통하여 유효초점거리 5.44 mm를 가지

며 2.0% 이하의 왜곡수차를 만족하도록 하였다. L3과 L4에 

kinoform 형태의 회절면을 이용하여 광학계의 파면 수차를 

최소화하였고 비냉각 열상장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학계

의 성능을 증명하였다. 몰색화 조건 및 비열화 조건을 이용

하여 Germanium, Zinc Selenide 및 IRG26 세 가지 재질을 

선정하였으며, 왜곡수차를 만족하면서 광학식 비열화를 구현

하기 위해 4매의 렌즈에 모두 비구면을 이용하고 L3과 L4의 

경우는 비구면에 kinoform 형태의 회절면을 추가 적용하여 

총 2매의 hybrid 렌즈를 적용하였다. Polychromatic transfer 

function을 평가하여 약한 파워를 갖는 회절면에 의하여 발

생되는 scalar 회절 효율과 통합 회절 효율을 고려하였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 회절 효율은 93.39%의 값을 

가지며 고차 회절상에 의한 영상 잡음은 6.61% 발생되는 것

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영상 잡음은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서 

회절 효율에 의한 영상의 contrast를 저하시키므로 이를 반영

한 MTF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회절 효율을 반영하더라도 설

계된 광학계는 비냉각 열상장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상의 질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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