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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선된 광학 대칭성을 갖는 광시야 주시 적외선 센서용광학 시스템

(57) 요약

광각 IR 센서 또는 IR 촬상 시스템(1A)은 정경으로부터의 IR을 수용하기 위한 입구 개구(34), 및 화상 평면(2A)에 배치되

는 IR 검출기 어레이(2)를 둘러싸는 콜드실드(3)를 수납하는 듀어(4A)를 갖는다. 상기 듀어는 듀어 창(4)을 구비하며, IR

촬상 시스템의 광축은 듀어 창과 화상 평면을 통과한다. IR 촬상 시스템은 입구 개구와 듀어 창 사이에 광축을 따라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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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수의 비냉각 광학 요소(22, 24, 26, 28), 및 듀어 창과 입구 개구 사이에 광축 주위로 배치되는 다수의 대체로 환형

의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를 추가로 구비한다. 반사기 세그먼트의 각각은 듀어 창을 향하는 반사면을 갖는다. 듀어 창

에서 가장 먼 최외측 반사기 세그먼트를 통과하는 구멍은 IR 촬상 시스템의 효과적으로 냉각되는 개구 조리개 또는 웜 조

리개(20A)를 형성하며, 적어도 하나의 광학 요소(22)는 듀어 창에 보다 가깝게 위치하는 다른 하나의 반사기 세그먼트와

효과적으로 냉각되는 개구 조리개 사이에 배치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듀어 창에 보다 가깝게 위치하는 반사기 세그먼

트, 및 적어도 하나의 광학 요소는 복합 광학 표면을 갖는 단일 모놀리식 보디의 웜실드/렌즈 조립체(41)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경(scene)으로부터의 적외선 방사(IR)를 수용하기 위한 입구 개구를 갖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이며,

화상 평면에 배치되는 냉각식 IR 검출기 어레이를 둘러싸는 콜드실드를 수납하고 듀어 창을 갖는 듀어와,

상기 입구 개구와 상기 듀어 창 사이에 상기 광축을 따라서 배치되는 다수의 비냉각 광학 요소, 및

상기 듀어 창과 상기 입구 개구 사이에 상기 광축 주위로 배치되는 다수의 반사기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상기 IR 촬상 시스템의 광축은 상기 듀어 창과 상기 화상 평면을 통과하며,

상기 반사기 세그먼트의 각각은 상기 듀어 창을 향하는 반사면을 갖고, 상기 듀어 창에서 가장 먼 최외측 반사기 세그먼트

를 통과하는 구멍은 상기 IR 촬상 시스템의 효과적으로 냉각되는 개구 조리개를 형성하며, 상기 광학 요소의 적어도 하나

는 상기 듀어 창에 보다 가깝게 위치하는 다른 하나의 상기 반사기 세그먼트와 상기 효과적으로 냉각되는 개구 조리개 사

이에 배치되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IR 촬상 시스템은 대략 30도를 초과하는 시야를 갖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IR 촬상 시스템은 대략 100도를 초과하는 시야를 갖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기 세그먼트의 각각은 상기 IR 검출기 어레이 상의 각 지점을 냉각 표면 상에 영상화하도록 성

형되는 반사면을 갖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 표면은 상기 콜드실드의 전방면을 포함하며, 상기 전방면은 상기 듀어 창을 향하는 광각 IR 촬

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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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면 형상은 대체로 환상의 표면 형상을 한정하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반사기 세그먼트는 상기 콜드실드를 통과하는 거의 모든 비촬상 광선을 캡처하며, 듀어 창에

가장 가까운 최내측 반사기 세그먼트를 통과하는 구멍과 상기 콜드실드를 통과하는 구멍은 촬상 광선의 비네팅을 방지하

도록 크기를 갖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광학 요소와 반사기 세그먼트는 복합 광학 표면을 갖는 단일 모놀리식(monolithic)

보디로 구성되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보디는 굴절 렌즈 요소를 제조하기 위해 선택된 재료로 구성되며, 상기 복합 광학 표면은

상기 광학 요소를 형성하는 중앙 배치된 볼록부를 포함하고, 상기 볼록부는 상기 반사기 세그먼트를 형성하는 반사 코팅을

갖는 대체로 환상의 반사 영역에 의해 둘러싸이는 광각 IR 촬상 시스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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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적외선 방사(IR: infrared radiation)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학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으로는 듀어(dewar), 즉 초점면(focal plane) 및 관련 IR 검출기 장치의 극저온 유지를 도와주는 열 절연된 격납 용기 내에

배치되는 극저온-냉각된(cyrogenically-cooled) IR 초점면의 전방에 배치되는 웜실드 및 콜드실드(warmshield and

coldshield)의 조합을 포함하는 광각의 콤팩트한 광학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적외선 검출기에 기초한 감시 센서는 전체 시야(FOV: field-of-view)에 걸쳐서 초광각 커버리지(coverage), 극히 콤팩트

한 사이즈, 고감도, 및 고화질을 이상적으로 발휘한다. 통상적인 적용은 미사일 경보 시스템(MWS: missile warning

system) 및 적외선 탐색 추적(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적용 분야로는, 콤팩트성과 내구성을 위해 기계적 스캐닝과 반대로 광학 기초의 광각 커버리지를 사용하는 주간/야간 영역

감시 카메라가 있다.

종래의 광각 렌즈 시스템은 통상 듀어 및 콜드실드 기술과 함께 사용된다. IR 센서 장치 자체에 종종 요구되는 작은 사이즈

로 인해, 재결상(re-imaging) 광학소자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많은 적용에 있어서 배제되며, 그 결과 전체 광학 시스템을

위한 단일의 개구 조리개(aperture stop) 또는 동공(pupil)만이 존재한다. 실제로, 개구 조리개는 적외선 감도를 유지하기

위해 듀어 내에 배치되는 "콜드 조리개(coldstop)"이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광학적 비대칭은 렌즈 설계를 복잡하게 하며,

따라서 화질 및 화상 조명을 제한한다. 또한, 고화질이 유지되면, 물리적으로 작은 사이즈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수차

(收差: aberration) 보정의 필요성은 보다 엄격한 제조 공차를 요구하며, 이는 비용을 상승시킨다.

종래의 광각 IR 센서의 일 예가 도1에 도시되어 있다. IR 센서(1)는 화상 평면(image plane)(2A)에 설치된 IR 검출기 어레

이(2)를 구비한다. 상기 IR 검출기 어레이(2)는 콜드 조리개(3A)를 형성하는 구멍을 갖는 콜드실드(3) 내에 배치된다. 본

원에서는 간단히 듀어(4A)로도 지칭되는 듀어 하우징(4A)의 듀어 창(window)(4)은, 렌즈 요소(6, 7, 8, 9)로 구성된 멀티

-요소(이 경우에는 네 개의 요소) 렌즈를 구비하는 비냉각(uncooled) 광학 부품(5)으로부터 콜드 조리개(3A)를 분리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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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 센서 돔(10) 또는 보호 센서 창(11)은 IR 센서(1)로의 입구를 한정한다. 150°대각선 시야 커버리지를 갖는 f:2.0

렌즈의 대표적인 치수는 x=1.9인치(4.83cm), y=1.9인치(4.83cm), z=2.6인치(6.60cm)이다. IR 검출기 어레이(2)는 정경

(scene)으로부터 도달하는 IR이 IR 검출기 어레이(2)의 적외선 반응 표면에 걸쳐서 스캐닝되지 않기 때문에 "주시

(staring)"형 검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콜드 조리개(3A)는 듀어(4A)의 내부에 놓이는 트루 콜드실드(3)에 배치된다. 콤팩트성을 위한 설계에서,

화상평면(2A)으로부터 보호 센서 돔(10) 외표면까지의 거리는 1.9인치(4.83cm)에 불과하다. 콜드 조리개(3A)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촬상 광선(imaging rays)의 외측 확산을 수용하기 위해 센서 구멍이 2.6인치(6.60cm)로 증가되고 센서 깊이

가 증가되면 보호 센서 창(11)이 채용될 수도 있다.

이 종래의 설계는 광학적으로 비대칭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분석에 의해 개구 조리개(콜드 조리개(3A))를, 일 단부

에 화상 평면(2A)을 갖고 타 단부에 보호 센서 돔(10)의 앞면을 갖는 빔의 지레받침점 또는 피봇 지점으로서 간주하면 알

수 있다. 대칭적인 광학 시스템이라면, 개구 조리개는 렌즈 요소(8, 7) 사이에, 즉 보호 센서 돔(10)의 앞면과 화상 평면

(2A) 사이의 중간에 배치될 것이다.

도2에는 제2의 종래 기술 IR 센서(1')가 도시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렌즈는 유사한 작은 사이즈를 달성하며, 또한 콜드실드

(3)에서 단일 콜드 조리개(3A)를 사용한다. 평면 보호 센서 창(11)과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지만, 센서 하우징의 개구

사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신에 낮은 파워의 보호 센서 돔(10)이 사용될 수 있다. 대략 120°시야를 위한 대표적인 치

수는 x=1.7인치(4.32cm), y=2.4인치(6.10cm)이다. 이 렌즈는 고도의 전자 보상을 요하는 상당히 왜곡된 화상 맵핑을 생

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능 및 사이즈는 도1의 렌즈의 것과 유사하다.

도3a에는 제3의 종래 기술 설계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공동으로 양도되었으며 발명의 명칭이 "극저온 냉각된 방사

선 검출기용 비냉각 반사 실드"인 William H. Wellman의 미국 특허 제4,820,923호에 개시된 센서를 반영한다. 종래 설계

(도3b)의 콜드실드(3)의 큰 사이즈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 콜드실드 또는 "웜실드"가 사용된다. 미국 특허 제4,820,923호

에 개시된 발명에 의해 해결된 하나의 문제는 종래의 콜드실드(3)의 커다란 열량(thermal mass) 및 외팔지지 중량의 존재

였다. 이 문제는 콜드실드의 부피 및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복수의 환상(toroidal) 반사기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된다. 도

3a의 웜실드 설계의 한가지 중요한 장점은, 극저온 냉각된 콜드 실드(3)는, 도3b의 종래의 콜드 실드(3)에 비해 작게 제조

될 수 있고 적은 냉각을 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특허 제4,820,923호의 도4에서는 광학 요소(30)가 환상 세그먼트(26b, 26c) 사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음

(6칼럼, 31-57라인 참조)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광각 광학 시스템에서 중요한 렌즈 대칭의 장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기 특허의 도3a는 이 망원 광학 시스템의 형상이 광각 광학소자의 형상과는 많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콤팩트한 사이즈를 갖고자 하는 광각 시야 IR 촬상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제기되는 문제에는, 넓은 시야에 걸친 감도의 불균

일성, 증가하는 고스트상(ghost image) 발생, 및 스펙트럼 대역폭 제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광학 대칭에 의해 그 달성이 보조될 수 있는 개선된 광학 특성과 콤팩트한 형상을 갖는 광시야 IR 촬상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발명 이전에, 이 필요성은 적절히 해결되지 않았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들 기술사상의 현재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및 다른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기타 장점들이 실현된다.

개시된 것은, 종래의 광학 시스템에 비해, 넓은 시야에 걸친 감도의 개선된 균일성, 개선된 고스트상 제거, 보다 넓은 스펙

트럼 대역폭, 및 보다 작은 물리적 사이즈를 보여주는 IR 촬상 광학 시스템이다.

본 발명의 일 태양은 통합된 렌즈와 듀어를 채용하며, 렌즈 조리개(개구 조리개)를 듀어 내부와 반대로 렌즈 내에 배치한

다. 개구 조리개를 듀어로부터 이동시켜 광학소자의 내부에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접근방식은 광학 대칭성을 현저히 개선

시키며, 이는 또한 렌즈 사이즈를 감소시키고 렌즈 성능 또한 개선시킨다. 본 발명은 미국 특허 제4,820,923호에서와 같은

적외선 관찰자 및 미사일 추적자용 망원 광학소자와 함께 사용되는 종래의 비냉각 방사선 실드에 비해 현저한 진전을 나타

낸다. 개선된 광학 대칭의 결과로서 광각 광학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종래의 망원 광학 시스템에 있어서 콜

드실드 사이즈의 감소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등록특허 10-0697170

- 5 -



렌즈 조리개에 대해 개선된 밸런스의 광학 파워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보다 큰 축외(off-axis) 각도에 있어서 광학 성능이

향상된다. 조명 감쇠(rolloff)는 화상 평면으로부터 멀리에 렌즈 조리개를 설치함으로써 감소되며, 이는 조리개를 통한 광

선 각도를 감소시킨다. 위치설정 및 기타 공차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생산성(affordability)이 향상되며, 이는 보다 대칭

적인 설계에 의해 가능해진다. 또한, 보다 작은 광선 각도는 렌즈 코팅의 생산성 및 성능을 향상시킨다. 추가적인 이점은,

렌즈 조리개가 물리적으로 듀어의 외부에 배치되기 때문에, 보다 큰 적외선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균일성 보정을

위한 열-기준(thermal-reference) "플래그" 또는 "패들(paddle)"에 대한 접근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모든 검출기가 동시

에 기준 표면의 동일한 영역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리개 근처에서의 열 기준이 바람직하며, 이는 기준 표면에서의 온도 구

배 및 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출기에 동일한 조사(irradiance)를 부여한다.

본원에 개시된 것은 정경으로부터의 IR을 수용하기 위한 입구 개구, 및 화상 평면에 배치되는 냉각식 IR 검출기를 둘러싸

는 콜드실드를 수납하는 듀어를 갖는 IR 촬상 시스템이다. 상기 듀어는 듀어 창을 구비하며, IR 촬상 시스템의 광축은 듀어

창과 화상 평면을 통과한다. IR 촬상 시스템은 입구 개구와 듀어 창 사이에 광축을 따라서 배치되는 다수의 비냉각 광학 요

소, 및 듀어 창과 입구 개구 사이에 광축 주위로 배치되는 다수의 대체로 환형 반사기 세그먼트(reflector segment)를 추

가로 구비한다. 각각의 반사기 세그먼트는 듀어 창을 향하는 반사면을 갖는다. 듀어 창에서 가장 먼 최외측 반사기 세그먼

트를 통과하는 구멍은 IR 촬상 시스템의 효과적으로 냉각되는 개구 조리개를 형성하며, 상기 광학 요소의 적어도 하나는

듀어 창에 보다 가깝게 위치하는 다른 하나의 반사기 세그먼트와 상기 효과적으로 냉각되는 개구 조리개 사이에 배치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반사기 세그먼트는 복합 광학 표면을 갖는 단일 모놀리식(monolithic) 보디로서 렌즈 요소의

주변에 형성된다. 상기 모놀리식 보디는 굴절 렌즈 요소를 제조하기 위해 선택되는 재료로 구성되며, 복합 광학 표면은 반

사기 세그먼트를 형성하는 반사 코팅을 갖는 대체로 환상의 표면 영역에 의해 둘러싸이는 렌즈 요소를 형성하는 중앙 배치

된 볼록부를 보여준다. 단일 요소 상의 표면들의 조합은 반사기와 광학소자의 정밀한 정렬을 보장하며, 추가적인 렌즈 장

착 구조물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준다. 모든 반사기 요소가 그렇게 렌즈 요소와 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형태

의 구조가 발명의 작동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사기의 일부 또는 전부는 광학 시스템의 별도 요소로서 제공될

수 있으며, 표준 광학 장착 기술을 사용하여 렌즈 요소와 조립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조리개가 렌즈 요소들 사이의 투명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복사 보정(radiometric

calibration)을 위한 흑체(black body) 보정 장치의 위치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실시예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광학 조리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광학 조리개 IR 촬상 시스템에 대해 간

단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 논의에 의해 독자는 본 발명이 제공하는 이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것이다.

모든 렌즈에는 화상으로의 에너지 통과를 제한하는 물리적 개구가 존재한다. 각각의 렌즈 요소는, 렌즈 내의 배플 및 센서

내의 다른 구조물이 그렇듯이 제한된 개구를 갖는다. 이들 개구중 하나는 렌즈가 화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원

추의 직경을 최대로 제한할 것이다. 이 개구를 "개구 조리개(aperture stop)"로 지칭하며, 그 사이즈는 화상으로의 조사를

결정한다. 다른 개구는 통상 화상의 각도 범위를 제한하며, 이 개구는 "마당 조리개(field stop)"로 지칭된다. 렌즈 장착대

및 구조물로부터 화상으로 향하는 스트레이 방사선(stray radiation)을 차단하기 위한 개구도 사용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

배플(baffles)"로 지칭된다.

광학 조리개의 배치는 시스템 성능에 있어서 중요하다. 적외선 센서는 조리개가 "저온(cold)"일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

는 검출되는 것이 열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리개가 가시 스펙트럼에 있어서 "블랙"일 것을, 즉 비투과성, 비반사성,

및 비방사성일 것만을 요구하는 가시 센서와 다른 것이다. 적외선 조리개는 적외선 검출기와 같이 극저온으로 냉각되어야

한다. 이는 조리개가, 검출기와 함께 장착되는 "콜드실드" 구조물에 의해 콜드 초점면 위에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들 콜드

요소는 습기로 인한 응축 또는 서리맺힘(frosting)을 방지할 뿐 아니라 대류성 열전달로 인한 온도상승(warming)을 감소

시키기 위해 대기로부터 밀봉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스 액화뿐 아니라 수분 서리맺힘이 발생하는 극저온으로의 냉각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진공 "듀어"가 사용된다.

적외선 시스템의 렌즈 요소들을 극저온 검출기 패키지 또는 듀어에 내포시키는 것은 비실용적이다. 콜드 구조물에 장착되

면, 렌즈 요소의 추가된 질량은 냉각 시간을 방해하며, 센서 준비를 지연시킨다. 또한, 추가된 질량은 듀어 내에 강화 지지

구조물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그 열 절연 제공 목적과 모순된다. 제조 공차는 렌즈 요소가 하나의 장착 조립체에 유지될

것과, 듀어의 내부에 부분적으로 및 외부에 부분적으로 장착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전체 렌즈 조립체를 듀어 내에 장착

하는 것은 포커싱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며, 또한 진공 완전성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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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광학 시스템에 있어서, 개구 조리개의 배치는 촬상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광학 조리개에 대한 대칭성은 보다 큰 축

외 각도에서 화질 유지를 보조해주며, 이는 광각 광학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센서 물리적 사이즈가 허용하는 한,

대칭성은 렌즈 주위에 조리개를 대략 대칭적으로 릴레이 배치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 평면 근처에 설치

된 트루 조리개는 센서의 전방 창 상에서 (동공으로서) 촬상될 수 있으며, 동시에 광학 시스템은 화상 평면 상의 정경을 촬

상한다. 그러나, 초소형 센서는 그러한 광학 시스템의 물리적 사이즈를 허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구 조리개만을 갖는다.

트루 콜드실드를 조리개로서 사용하는 종래 기술의 광학소자에서, 조리개는 광학 시스템 내에 매우 비대칭적으로 배치된

다. 실제로, 이 조리개는 듀어 창 및 필수 조립 공차를 수용하기 위해 최종 렌즈 요소와의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갖고 화상

평면에 대해 최종 렌즈 요소보다 가깝게 있어야 한다.

이제 후술하듯이, 본 발명은 개구 조리개가 렌즈 내에 보다 대칭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하며, 이는 성능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기술이 상기 미국 특허 제4,820,923호에 개시된 것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4,820,923호는 열 관성, 콜드 구조물 상의 물리적 질량, 관련 열적 및 구조적 관심사항과 같은 물리적

성능의 장점을 고려하고 있다. 상기 미국 특허는 개구 조리개와 화상 평면 사이에 렌즈를 배치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지

만, 이는 렌즈와 웜실드가 듀어 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발명은 구체적으로 개구 조리개를 듀어의 외부로 또한

광각 렌즈 조립체 내로 이전시킴으로써 광학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부하 및 열 질량과 같은 듀어 성능

태양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본 발명은 콤팩트한 패키지에서 실행되기에 바람직한 적외선 시스템의 광학 성능을 향

상시킨다. 본 발명은 광각 광학소자를 채용하며, 콤팩트한 광각 센서 설계의 고유한 설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본 발명

의 일 태양은, 열역학 및 구조의 양호한 물리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의 미국 특허 제4,820,923호의 기술사상에 의존

하는 한편, 개구 조리개를 보다 대칭적인 위치로 이전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도4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광각 IR 촬상 시스템으로서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IR 촬상 시스템으로도 지칭되는 본 발명

에 따른 개선된 IR 센서 또는 IR 촬상 시스템(1A)을 도시한다. 상기 IR 센서(1A)는 관심 정경으로부터 IR을 수용하기 위한

입구 개구(34)를 갖는다. IR 센서(1A)에서, 개구 조리개는 하우징(20)의 광학 조립체 내에 수납되는 렌즈(22, 24, 26, 28)

로 구성되는 멀티-요소 렌즈 내에 배치되며, 적절한 콜드실드 작동을 여전히 제공한다. IR 센서(1A)로의 입구(입구 개구)

에는 보호 센서 돔(30) 또는 평면 보호 센서 창(32)이 배치된다. 렌즈 요소(22, 24, 26, 28)와 보호 센서 돔(30) 또는 평면

보호 센서 창(32)은 게르마늄이나 실리콘과 같은 적절한 IR 투과성 재료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광학 효과를 위해 요구되는 콜드실드는, 바람직하게는 환상(toroidal) 또는 거의 환상의 미러 요소 또는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를 사용함으로써, 물리적 방식 대신에 광학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각각의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는 듀어 창(4)을 향하는 대체로 환형의 반사면을 가지며, 반사면은 반사기 세그먼트를 통과하는 IR 투과 경로 영역을

둘러싼다. IR 투과 경로 영역은 반사기 세그먼트로 만들어진 구멍일 수 있거나, 또는 도11b 및 도12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

라 투과성 광학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IR 센서(1A)의 설계에서는, 소망의 화상 평면(2A)에서 정경의 결상(image formation)을 주의하여 설계해야 하는 것처럼,

소망의 개구 조리개 위치에서의 광학 콜드실드의 정밀한 결상에 주의가 기울여진다. 그러한 "광학 콜드실드" 또는 "웜실드

"는, 그 자체에 대한 IR 검출기 어레이(2)의 재결상을 방지하고 따라서 원치않는 "고스트"상의 형성을 방지하는 환상의 반

사기 세그먼트(18A, 18B)에 의해 가장 양호하게 생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웜실드는 화상 평면(2A)과 대면하는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로 구성된다. 도5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듯이,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는 콜드실드(3)의 콜드 표면을 촬상함으로써 등가의 콜드실드를 생성한다. 콜드 조리

개 또는 웜 조리개(20A)는 멀티-요소 렌즈 내에 배치되며,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의 작용에 의해 냉각되도록 만들어

진다. 웜 조리개(20A)는 (화상 평면(2A)에 대해) 최외측의 반사기 세그먼트(18B)를 통과하는 개구에 의해 형성되며, 이

개구는 최내측 반사기 세그먼트(18A)를 통과하는 개구보다 작고, 따라서 전술했듯이 IR 센서(1A)의 개구 조리개를 형성

한다.

도4의 실시예에서는, 도5를 또한 참조하면, 듀어(4A) 내의 물리적 콜드실드(3)는 화상 평면(2A)에 가깝게 놓이며,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 콜드실드를 "채우는(fill)" 어두운 전방면(3B)을 갖는다. 광학소자를 상당히 확

대시키지 않고서, 물리적 콜드실드(3)를 통과하는 모든 비촬상 광선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반사기 세그먼트

(18A, 18B)가 사용된다. 본 발명에서는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반사기 세그먼트가 사용될 수 있다. 도4의 실시예에서, 최

외측 반사기 세그먼트(18B)는 개구 조리개(웜 조리개(20A))를 형성하며, 최내측 반사기 세그먼트(18A)와 콜드실드(3)의

전방면(3B) 내의 콜드실드 구멍은 일체의 촬상 광선의 비네팅(vignetting: 사진이나 영상의 가장자리가 둥그런 모양으로

어둡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크게 만들어진다. 콜드실드(3)의 전방면(3B) 내의 구멍 또한 필드외(out-of-

field) 광선을 가능한 많이 차단하도록 설계된다. 본 실시예에서, 필드외 광선들은 트루 콜드실드(3)에 의해 직접적으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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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이러함) 또는 반사에 의해 간접적으로 캡처된다. 이러한 원리는 도5에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 도면에서는

복수의 환상의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가 웜실드의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축을 가로

지르는 반사는 세그먼트형 반사기 구조물에 의한 자기-차단(self-blockage)을 방지하며, 최내측 반사기 세그먼트(18A)로

부터 아래쪽으로의 반사는 창 광선 각도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투과를 향상시킨다.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 사이에는

광학 시스템의 렌즈 요소중 하나(이 경우에는 렌즈 요소(22))가 존재한다. 본 발명은 반사기 세그먼트들 내에 단일의 렌즈

요소만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두 개의 반사기 세그먼트만의 사용에도 제한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의 반사면은 대체로 환상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IR 검출기 어레이(2) 상의 각 지점을

IR 검출기 어레이(2)를 둘러싸는 냉각 표면 상에 영상화하는데 사용된다. 이 냉각 표면은 듀어(4A)내의 물리적 콜드실드

(3)의 전방면(3B)이다. 그러나, 이 특징은 웜실드-반사된 광선이 콜드실드(3)의 내부와 같은 어떤 다른 냉각 또는 흡수 표

면에 의해 인터셉트될 경우 생략될 수도 있다. 콜드실드(3)의 전방면(3B)은 관심 스펙트럼 영역에서 광학적으로 "블랙" 상

태로, 즉 흡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상의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는, IR 검출기 어레이(2)로부터의

반사가 IR 검출기 어레이(2) 상으로 다시 맵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고스트상의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된다.

구형(spherical) 반사기는 사용이 회피되는 바, 그 이유는 IR 검출기 어레이(2)로부터의 반사가 검출기 어레이 상으로 다

시 맵핑됨으로 인한 고스트상 문제를 겪기 때문이다. 대신에, 적절한 환상 설계는 화상에 기여하는 모든 광선 각도에 있어

서 IR 검출기 어레이(2)를 콜드실드(3)의 전방면(3B)상으로 맵핑시킨다. 도4에 도시된 모든 광선의 원추 외측의 보다 극단

적인 각도에서의 광선이 IR 검출기 어레이(2) 상에 안전하게 맵핑될 수 있는 바, 이는 이들 광선이 콜드실드(3) 자체 내의

콜드상태 물체로부터만 기원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되었으며, 그 전체가 본원에 원용되는, 공동 양도된 William H. Wellman의 미국 특허 제4,820,923호 "극저온 냉

각된 방사선 검출기용 비냉각 반사 실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환상체(toroid)는 광선들을 반경방향으로 포커싱시키며,

이는 콜드실드 사이즈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환상체는 또한 광선을 원주방향으로 분산시키는 바, 이는 웜실드 광학 트레

인에서의 결함에 대한 감도를 저하시킨다. 이러한 디포커스(defocus) 효과는 듀어 창(4) 근처에 트루 콜드실드가 놓여있

더라도 듀어 창(4)의 표면상의 먼지, 듀어 창(4)과 콜드실드(3) 표면 코팅의 결함, 및 콜드실드(3)에서의 열 구배에 대한 감

도를 저하시킨다. 원주방향 디포커싱이 없으면, IR 센서(1A)는 화상 평면(2A) 상의 외래(extraneous) 패턴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들 인공물의 "고스트"상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미국 특허 제4,820,923호에 개시된 Wellman 발명의 환상 반사기의 사용을 활용하는 한편, 콤팩트한 광각 렌즈

는 콜드실드 질량 및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광학 파워의 밸런싱으로부터 더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광학 파워

의 밸런싱은 또한 렌즈 외부의 콜드 조리개를 화상 평면(2A)에 근접하여 투사하는 것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바, 이러한 근

접 투사는 광각 IR 센서(1A)의 콤팩트 렌즈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짧은 초점 길이로 달성하기에는 특히 어렵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광각 또는 광시야 IR 센서는 대략 30도 이상의 시야를 갖는 것이다. 예로서, IR 센서(1A)는 100도를 초

과하는 시야를 갖도록 설계될 수 있다.

사이즈 요건이 허용한다면 전술한 문제는 렌즈의 양쪽에 조리개 화상을 생성하는 릴레이 광학소자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이 균형잡힌 구조를 달성하지만, 이는 콤팩트 광시야 IR 센서에서 실현가능한 것보다 훨씬

큰 렌즈에서 그러할 것이다.

도5에 도시하듯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광각 IR 센서(1A)에 있어서, 반사기 세그먼트들(18) 중 하나, 구체

적으로 반사기 세그먼트(18A)는, 광선들이 콜드실드(3)의 전방면(3B)에 반사될 때 광축과 교차하지 않도록 배향된다. 이

는, 모든 반사된 광선이 광각 센서 내의 광축과 교차하면 입사각이 보다 커지며 그로인해 듀어 창(4) 투과 및 콜드실드(3)

흡수가 약화되고 콜드실드(3) 반경방향 폭이 단축되고 따라서 보다 엄격한 촬상 요건에 의해 반사기 광학 설계가 복잡해지

기 때문이다. 또한, 개구 사이즈 및 초점 길이는 렌즈 직경이 종래의 망원 시스템보다 덜 중요하도록 충분히 작다. 더욱이,

광선 각도는 축외 흡수 및 반사 효과가 망원 시스템에서보다 큰 관심사이도록 크다.

콜드 스테이지에서의 열부하(heatload)는, 반사에 의해 극저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에 의

해 감소된다. 이는 종래 기술에서는 인식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점이다. 열부하는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의 대역내

(inband) 반사도를 최대화함으로써 낮게 유지된다. 제조 반사기에서도 99.5%의 반사도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통상의

콜드실드의 금도금된 외부보다 효과적으로 열을 거부한다.

열부하는 또한 듀어 창(4)에서 높은 대역내 투과율 및 낮은 대역내 방사율(emittance)을 유지함으로써 저하된다. 이는 콜

드실드(3)의 전방면(3B)이 적외선 방사를 흡수하는 웜실드 시스템에서 중요하며, 그 이유는 이 추가된 표면이 웜 센서 부

분을 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바람직하지 않게 열부하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방사율을 달성하는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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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듀어 창(4) 용으로 게르마늄 대신에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역외(out-of-band) 열 에너지가 콜드 내부에 도

달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듀어 창(4)을 낮은 대역내 반사율을 유지하는 스펙트럼 반사기로 코팅함으로써 낮은 반사율이 달

성될 수 있다. 두 개의 그러한 필터의 특징이 도6에 도시되어 있다. 또한, 태양으로부터의 강력한 단파장 에너지로부터의

열은 창 또는 렌즈 요소 상의 스펙트럼 필터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콜드실드(3)의 전방면(3B)을 신호 통과대역(passband) 내의 파장에서는 흡수적이고 대역외 플럭스에 대해서는 덜 흡수적

이도록 선택적으로 만듦으로써 열부하는 추가로 감소될 수 있다. 종래의 블랙 페인트 대신에, IR 센서(1A)의 스펙트럼 통

과대역에서는 강력하게 흡수하고 다른 파장에서는 강력하게 반사하기 위해 소위 "블랙 미러" 코팅이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반사에서의 정반사(specularity)에 의해 유도되는 고스트상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스트상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정반사를 차단하기 위한 블랙 미러 코팅 이전에 적당한 표면 조도가 적용될 수 있다. 증기 호닝(vapor honing)은

제어된 표면 조도를 달성하는 하나의 적절한 방법이다.

본 발명에 따른 개선된 IR 센서(1A)의 사이즈 감소는 도7a의 종래 기술 설계를 도7b의 개선된 설계와 비교함으로써 명백

해지며, 이들 도면에서 각각의 센서는 동일한 시야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치수는 X1=1.8인치(4.57cm), X2=1.4인치

(3.56cm), Z1=2.6인치(6.60cm), Z2=1.4인치(3.56cm)이다. X1과 X2 치수는 보호 센서 창(11) 표면에서 화상 평면(2A)

까지의 전체 거리와, 150도 시야를 얻는데 필요한 창 투명 개구의 대각선 사이즈를 나타낸다.

도4 및 도7b의 IR 센서(1A)의 광학 밸런스의 개선이 10% 더 큰 집광 개구(f/1.9 대 f/2.0)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IR 센서(1A)가 검출하게 될 원거리 물체(작은 물체)로부터의 신호가 대략 10% 증가된다는 점에서 개선된 콤팩트성

은 추가로 유익하다.

개선된 IR 센서(1A)는 평면의 보호 센서 창(32) 또는 보호 센서 돔(30)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평면의

보호 센서 창(32)은 보호 센서 돔(30)에 비해 제조 비용이 저렴하므로 일부 적용에 있어서 바람직하며, 또한 현장에서 보다

쉽게 교체된다.

대조적으로, 종래의 IR 센서 설계는, 렌즈 외부에, 즉 콜드실드(3) 내에 배치되는 개구 조리개로부터의 광선 다발(bundle)

발산에 의해 평면의 보호 센서 창(11)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만들어지므로 통상적으로 보호 센서 돔(10)의 사용을 요구한

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용은 동공 재결상을 위해서는 너무 콤팩트한 광각 센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러한 시스템에

서, 광선은 조리개로부터 외측으로 물체 공간으로 안정적으로 발산된다. 조리개가 화상 평면에 보다 가깝게 배치되면, 광

선이 조리개로부터 물체 공간을 향해 발산하므로 모든 렌즈 요소는 더 커지며, 창이 매우 커지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조리개는 렌즈 내부에 배치되며, 따라서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소들과 창이 현저히 작아진다.

보호 센서 돔(30) 또는 보호 센서 창(32)에 이웃하는 렌즈(28)가 (도4에서와 같이) 작기 때문에, 증가된 곡률이 가능하다.

이는 이 렌즈 표면으로부터 되반사되고 이후 보호 센서 돔(30) 또는 보호 센서 창(32)으로부터 화상 평면으로 반사되는 원

치않는 고스트의 디포커싱을 보조한다. 디포커싱은 고스트상의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이며, 이는 렌즈 요

소의 곡률 변화가 작을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본 발명에서는, 렌즈가 더 작아질 수 있고 곡률 변화가 더 작으며, 고스트

상 감소를 보조한다.

개선된 IR 센서(1A)는 또한 복사 보정 수단을 유익하게 수용하는 반면, 종래의 설계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복사 보정

을 위해 흑체 패들이 삽입될 수 있는 바, 이는 조리개가 렌즈 요소들 사이의 투명 공간에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하기 때문이

다. 도13은 그러한 보정 패들(50)을 도시하며, 이 패들은 화상 평면(2A)에서의 모든 검출기가 보정 패들(50)의 대략 동일

한 영역을 바라보도록 광학 조리개에 바로 인접하여 배치된다. 조리개 위치에서는 IR 검출기 어레이(2)의 모든 검출기 요

소가 동시에 동일한 구배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준 또는 보정 패들(50) 내의 열 구배가 덜 현저하다. 그 결과, IR 검출기 어

레이(2)는 균일한 조사량을 수용한다. 대조적으로, 도1 및 도2의 종래의 설계는 개구 조리개가 콜드실드(3) 내에 있기 때

문에 그러한 보정 패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장소를 갖지 않으며, 렌즈와 듀어 창(4) 사이의 공간이 작다. 광각 렌즈의 매우

짧은 초점 길이로 인해 조리개를 렌즈 요소를 지나서 매우 멀리 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기 공간은 제한된다. 전술했듯

이 렌즈의 소요 콤팩트성이 조리개의 재결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공 위치만이 존재한다.

도13에 도시된 보정 패들(50)은 보정시에 도시된 위치로 삽입되며, 정상 센서 작업 중에 철회된다. 보정 패들(50)은 보정

패들(50)에 대한 기계적 링크(52A)를 갖는 도13에서 블록(52)으로 도시된 다수의 공지 기구에 의해 렌즈의 내외로 이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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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면, 보정 패들(50)을 렌즈의 내외로 간단히 슬라이딩시키기 위해 선형 액추에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대안

적으로, 이는 렌즈 외부의 피봇 지점과 회전식 솔레노이드 드라이브를 갖는 회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보정 패들(50)을 유지하는 피봇 아암의 단부가 렌즈의 내외로 스윙된다.

전술한 이점에 추가적으로, 개선된 IR 센서에서는 시야에 걸친 응답이 보다 균일한데, 이는 웜 조리개(20A)가 화상 평면

(2A)으로부터 멀리 위치하기 때문이다. 조리개를 화상 평면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면 특히 보다 큰 화각에서 촬상 광선의

각도가 감소되며, 도8에서 조명 감쇠 플롯에 의해 도시하듯이, 광범위한 소스 물체에 보다 균일한 응답을 부여한다. 종래

의 IR 센서(1, 1')(콜드실드 렌즈)와 본 발명의 개선된 IR 센서(1A)(웜실드 렌즈)에 대한 도9의 포인트-소스 상대 조도 플

롯에 의해 도시하듯이 개선된 IR 센서(1A)에서는 작은 물체에 대한 응답 또한 향상된다.

도9에서는 플롯이 전체 에너지 캡처에서 100%로 표준화(normalize)되어 있으나, 이는 개선된 IR 센서(1A)가 그 대형 집

광 개구로 인해 대략 110% 에너지 캡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사양을 충족하

는 제조가능한 렌즈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개구 사이즈에서, 개선된 IR 센서(1A)는 f/1.9에서 완전한 성능을 달성하

며, 도1 및 도2의 종래 설계는 f/2.0으로 제한된다.

웜 조리개(20A)(즉, 렌즈(24, 22))의 양쪽에 광학 파워를 배치한 것에 기인하는 개선된 IR 센서(1A)의 대칭성에 의하면 화

상 품질 또한 향상된다. 개선된 광학 대칭성은 수차를 밸런싱시키며 품질 화상 응답을 향상시킨다. 대조적으로, 도1 및 도2

에 도시된 종래의 설계는 모든 광학 요소가 콜드 조리개의 한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매우 비대칭적이며, 이는 광학 설계를

보다 어렵게 만들고, 촬상 성능을 저하시킨다.

개선된 IR 센서(1A)의 제조성 및 재현성 또한 종래의 광학소자 설계의 그것에 비해 양호하다. 개선된 IR 센서(1A)의 광학

대칭성은, 종래의 설계가 광학 요소의 설치 및 엄격한 면수정(面修正: figuring)에 의해 제거해야 하는 수차를 자연스럽게

없애준다. 또한, 제조 공차는 표1에 도시하듯이 종래 설계의 낮은 밸런스에 의해 타이트해진다. 이러한 보다 타이트한 공

차는 제조 공정을 복잡하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표1. 예시적인 제조 공차

파라미터 개선된 설계 종래의 설계

요소 축방향 위치 ±0.0020" 내지 ±0.0030" ±0.0005"

요소 센터링 ±0.0005" 내지 ±0.0010" ±0.0003"

개선된 IR 센서(1A)는 렌즈 요소(28)에서 보다 강한 곡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보호 센서 돔(30) 또는 보호 센서

창(32)을 갖는 렌즈 요소(28)로부터 발생하는 고스트상을 디포커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스트상의 발생 또한 감소되

고 그 강도가 감소된다. 또한, 렌즈 제약적인 설계는 고스트상을 추가로 감소시키는 렌즈 요소(22, 24, 26, 28)의 형상 변

경에 대해 더욱 영향을 받기 쉽다. 도10은 IR 센서(1, 1')(콜드실드 렌즈)로 대표되는 종래 센서와 개선된 IR 센서(1A)(웜

실드 렌즈)의 성능을 비교하며, 가장 까다로운 대형 고스트에 있어서 네 배의 감소를 나타낸다. 도10의 그래프는 내부 요소

에서의 동일한 반사를 위한, +50도의 태양 각도에서의 스트레이 광 분석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도시한다. 도면에서는 태양

및 근방 고스트가 생략되어 있으며, 상기 도면은 대신에 시야의 주요 부분에 걸쳐서 까다로운 고스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도10에서의 환경 조건은 콜드실드 및 웜실드 렌즈 양자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들 양자는 각각 평면

의 보호 센서 창(11, 32)으로 도시되며, 이는 곡선형 돔에 비해 고스트 강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양자의 렌즈는 또한 산

질화 알루미늄(aluminum-oxynitride) 보호 센서 창(11, 32)의 코팅되지 않은 외표면으로부터의 강한 반사율을 포함하는

동일한 표면 반사율을 갖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표면 반사율이 도시된 1% 값으로부터 감소되고, 개선된 반사방지(AR:

antireflection) 코팅이 이용가능하면, 특히 AR 코팅이 좁은 정반사 대역폭에 대해 최적화되면, 양자의 렌즈는 보다 낮은

고스트 강도를 가질 것이다.

개선된 IR 센서(1A)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진 보다 넓은 스펙트럼 대역폭은 "2색(two color)" 적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바, 즉 IR 검출기 어레이(2)가 두 스펙트럼 대역에서의 파장에 민감한 센서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콤팩트하지만 여전히 넓은 시야의 IR 센서(1A)는, 기계적 피봇운동을 전혀 요하지 않지만 대신에 고해상도 및 전자

선택을 구비하고 조작자에게 표시하기 위한 IR 검출기 어레이(2)의 서브 영역을 가리키는 고정 광각 카메라를 채용하는 소

형 적외선 감시 카메라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적인 방식 대신에 전자적인 방식의 스캐닝 작업은 그 시

야를 변경시키기 위해 기계적으로 구동될 필요가 없는 카메라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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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했듯이,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듀어(4A) 내의 물리적 콜드실드(3)는 화상 평면(2A)에 가깝게 놓이며,

반사기 세그먼트(18A, 18B)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 콜드실드를 "채우는" 어두운 전방면(3B)을 갖는다. 반사기 세그먼트들

은 물리적 콜드실드(3)를 통과하는 모든 비촬상 광선을 캡처한다. 외측 반사기 세그먼트(18B)의 개구는 개구 조리개(웜 조

리개(20A))를 형성하며, 내측 반사기 세그먼트(18A)의 개구는 일체의 촬상 광선의 비네팅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크다. 콜

드실드(3) 개구는 일체의 촬상 광선의 비네팅을 방지하고 필드외 광선을 가능한 많이 차단하기에 충분히 크도록 크기를 갖

는다. 이 시스템에서, 필드외 광선들은 트루 콜드실드(3)에 의해 직접적으로(대개는 이러함) 또는 반사에 의해 간접적으로

캡처된다.

앞서 참조한 미국 특허 제4,820,923호에 개시된 것으로 대표되는 종래 기술의 반사 웜실드 반사기는 통상 금속으로 제조

된다. 도11a는 종래 기술의 웜실드 반사기(40)를 도시한다. 웜실드 반사기(40)의 광학 반사성 부분은 폴리싱 슬러리에 의

해서 종래의 방식으로 또는 다이아몬드 포인트 선삭(DPT: Diamond Point Turning) 작업에 의해서 폴리싱된다. 이후 표

면에 고반사성 기화 코팅(40A)이 적용되어, IR 파장대(waveband)에서 고 반사율을 제공한다. 웜실드 반사기(40)는 굴절

렌즈(42)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학 시스템에 장착된다.

도11b는 통합된 모놀리식 웜실드/렌즈 조립체(41)의 단면도이며, 도12는 웜실드/렌즈 조립체(41)의 예시적인 입면도, 측

면도, 및 정면도이다. 이 실시예에서 종래의 분리된 굴절 렌즈(42)와 웜실드 반사기(40)는 통합된 모놀리식 웜실드/렌즈

조립체(41)로 구성된 하나의 요소로 조합된다. 웜실드/렌즈 조립체(41)는 바람직하게는 동일한 광학 표면 곡률 및 중심 두

께를 이용하여 도11a의 굴절 렌즈(42)로서 작용하는 중앙 굴절 영역(41B)을 갖는다. 웜실드/렌즈 조립체(41)는 또한 도

11a의 금속 웜 실드 반사기(40)로서 기능하는 반사면을 갖는 외부 반사 영역(41A)을 구비한다. 굴절 영역 및 반사 영역

(41B, 41A) 각각의 소정의 표면 곡률은 단일의 복합 광학 표면에 조합된다.

따라서 단일 웜실드/렌즈 조립체(41)가 도4의 반사기 세그먼트(18A) 및 렌즈(22) 대신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실시예

에서는 다른 위치에서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광학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지만 비제한적인 실시예에서, 복합 광학 표면을 형성하는 재료는 실리콘이며, 이는 렌즈 설계의 굴절 영역(41B)

의 렌즈 규정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렌즈 시스템의 굴절 부분에 적합하고, 매끄러운 반사 영역(41A)을 제공하도록 예를

들어 DPT 및 코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일체의 광학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지적했듯이, 다이아몬드 포인트 선삭(DPT)은 복합 광학 표면을 제조하는 바람직한 제조 방법이다. 굴절 영역 및 반사 영

역(41B, 41A)은 한번의 작업으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도11a에 도시된 종래 기술 설계의 두 개별 요소, 즉 웜

실드 반사기(40) 및 굴절 렌즈(42)의 제조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본 실시예는 웜 실드 위치에서의 설계의 콤팩트함으로 인해 더욱 현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허용되는 제한된 공

간으로 인해, 웜 실드 반사기(40)는 통상적으로 얇을 것이 요구되며, 제조하기가 어렵다. 추가적인 비용 절감은 도11a에

도시된 종래 설계에서의 두 개별 요소, 즉 웜실드 반사기(40) 및 굴절 렌즈(42)에 비해, 하나의 요소, 즉 웜실드/렌즈 조립

체(41)만을 장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웜실드/렌즈 조립체(41)의 복합 표면이 동일 작업에서 다이아몬드 포인트 선삭될 수 있기 때문에 굴절 영역(41B)에 대한

반사 영역(41A)의 중심조정, 경사, 및 위치설정이 매우 정확하다는 사실로부터 추가적인 장점이 유도된다. 대조적으로, 도

11a의 2-요소 종래 기술 설계는 개별 요소들의 별도 제작, 하우징 내의 별도 장착 표면, 및 조립 중의 두 장착 단계에 의해

초래되는 오류의 축적을 겪을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웜실드/렌즈 조립체(41)의 양쪽에는 광학 진공 챔버에 의한 진공 증착을 사용하여 반사방지(AR) 코

팅이 증착된다. 이후 웜실드/렌즈 조립체(41)의 반사 영역(41A)에는 금, 은, 알루미늄, 또는 임의의 적합한 코팅 재료와 같

은 반사 코팅이 증착된다. 반사 코팅의 증착 중에 렌즈 중앙의 굴절 영역(41B)은 마스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토-마스

크 및 후속 리프트-오프 방법이 굴절 영역(41B)을 마스킹하는 현재 바람직한 방법이다.

반사 영역(41A)은 종래 기술의 웜실드 반사기(40)에 비해 반사기의 개구로부터의 산란이 적게 나타나는 것에 유의해야 한

다. 종래 기술의 웜실드 반사기(40)에서의 금속 개구의 얇은 에지에는,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간의 최소 두

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금속 에지는 스트레이 방사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산란의 소스이다. 이 발명에

서, 반사 영역은 실제로 렌즈의 굴절 재료상의 반사 박막이며, 따라서 반사 개구의 에지로부터의 산란이 거의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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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도12에서 화살표 41C로 도시되는) 복합 표면의 천이(transition) 지점에 대한 반사 코팅 개구 에지의 오정렬로 인해

얼마간의 스트레이 방사가 초래될 수 있지만, 종래 기술의 웜실드 반사기(40)에서 나이프-에지 금속 반사기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첨단 포토마스킹 기술 및 DPT의 상태에 따라 정밀한 정렬을 달성하는 것이 보다 간단하다.

전술한 기재는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고려되는 최선의 방법 및 장치에 대한 완전한 정보성 설명을 예시적이며 비

제한적인 예시로서 제공한다. 그러나, 전술한 기재를 감안하면 첨부 도면 및 청구범위와 연관하여 판독할 때 당업자에게는

다양한 수정예 및 변형예가 명백해질 수 있다. 일부 예로서, 구형 및 타원형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상을 갖는 렌즈 요소 및/

또는 반사기의 다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렌즈 재료, 렌즈 규정, 렌즈 사이즈 및 간격, 파장 범위, 개수의 사용이 당업자에 의

해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모든 그러한 변형예 및 유사 변형예는 여전히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본원에 기술된 방법 및 장치에는 어느 정도의 특이성이 제공되지만, 본 발명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보다

크거나 보다 작은 특이성을 갖고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특징의 일부는 다른 특징의 대응 사용 없이 유리하게 사

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기재는 본 발명의 원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단지 예시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본 발명

은 후술하는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들 기술사상의 전술한 태양 및 기타 태양은, 후술하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읽어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도1은 종래 기술의 광각 IR 센서의 제1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2는 종래 기술의 광각 IR 센서의 제2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3a는 다수의 웜실드를 구비하는 종래 기술의 IR 센서의 단면도이며, 도3b는 도3a의 종래 기술의 IR 센서인 종래의 콜드

실드 설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4는 웜 개구 조리개를 형성하는 두 개의 웜실드 세그먼트 사이에 배치되는 멀티-렌즈 광학 조립체의 렌즈 요소와 세그

먼트형 웜실드 구조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개선된 광각 IR 센서의 단면도이다.

도5는 초점면으로부터 도4의 웜실드로의 광선 반사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은 반사율 대 파장을 표시하며, 반사 듀어 창 코팅을 선택적으로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7a는 종래의 광각 IR 센서의 단면도이며, 소요 사이즈의 상당한 감소를 도시하기 위한 도7b의 현재 바람직한 광각 IR 센

서의 단면도와 대조된다.

도8은 상대 조도 대 화각(field angle)을 플롯도시하며 도4의 IR 센서에 의해 형성된 화상에 걸친 개선된 광범위한 소스 균

일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9는 포인트-소스 상대 조도 대 화각을 플롯도시하며 도4의 IR 센서에 의해 형성된 화상에 걸친 개선된 포인트-소스 균

일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10은 고스트상 감쇠 대 화각을 플롯도시하며 도4의 IR 센서에 의한 고스트상의 개선된 억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11a는 종래 기술의 금속 웜실드 및 굴절 렌즈 조합의 단면도이다.

도11b는 통합된 모놀리식 웜실드/렌즈 조립체의 단면도이다.

도12는 도11b의 웜실드/렌즈 조립체의 예시적인 입면도, 측면도, 및 정면도이다.

도13은 복사 보정을 위한 패들 구조물을 구비하는 통합된 웜실드 및 렌즈 조립체의 단면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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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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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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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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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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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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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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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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