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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infrared optical system, using a cooled detector generates a phenomenon called a narcissus, in which the focal-plane array 

cooled to very low temperatures is reflected at the lens surface and detected. The narcissus can be removed by non-uniformity 

correction of the detector pixel, so narcissus is generally ignored in infrared optics. However, non-uniformity correction reduces 

the sensitivity of the system. Also, as the housing temperature varies due to an environmental temperature change, or a lens is 

moved for focusing or athermalization purposes, a narcissus may occur even after non-uniformity correction. To minimize such 

a narcissus, the amount of the effect must be controlled in the lens-design stage. In this paper we designed a midinfrared optical 

system and analyzed the narcissus by setting the lens surface reflectance to 1%. In addition, the design was divided into stages 

of an initial design, an improved design, and a minimum design, and the narcissus was improved to about 56% of that in the 

init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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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형 검출기를 사용하는 열상장비에서 렌즈의 표면 반사율에 의해 발생하는 나르시서스는 검출기의 불균일 보정(non-uniformity 

correction, NUC)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상장비에서는 나르시서스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불균일 보정은 시스템의 민감도를 감소시켜 열상장비의 성능인 최소분해능온도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시스템 내부의 온도

가 변하면 불균일 보정 후에도 나르시서스에 의해 음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나르시서스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적외선 광학계를 설계하고 렌즈 표면 반사율을 1%로 설정하여 나르시서스 양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계를 초기설계, 개선설계, 최소화설계 단계로 구분하여 나르시서스 양을 초기 설계 대비 약 56%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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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적외선 카메라는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에서 적외선 파장 

대역의 복사에너지를 감지하여 이미지로 변환한다. 적외선은 

절대온도 0 K 이상의 온도를 갖는 물체라면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이 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빛이 전혀 없는 야간에서도 

물체와 배경이 방출하는 고유한 복사에너지의 차이를 감지

하여 감시 및 정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은 파장에 따른 대기의 투과특성을 보여준다. 파장 

중 적외선은 일반적으로 0.77~3 µm를 근적외선, 3~6 µm를 

중적외선, 6~15 µm를 원적외선, 15 µm ~ 1 mm를 극원적외

선으로 구분한다. 이 적외선은 수증기와 오존, 이산화탄소 

등에서 흡수가 된다. 하지만 3~5 µm의 영역과 8~12 µm의 

영역이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는 이 파장 대역

을 이용하여 물체를 감지한다[1-3].

적외선 카메라의 검출기는 민감도를 높이고 노이즈를 최소

화하기 위해 검출기 내부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킨다. 냉각된 

검출면은 적외선 카메라의 렌즈면에 의해 검출면 상이 반사

되어 검출면에 맺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나르시

서스라고 하며,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를 사용하는 장비에서

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4,5].

그림 2는 나르시서스가 발생한 영상으로, 화면 중심에서 

음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적

외선 광학계에서는 나르시서스로 인해 온도 분해능이 저하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냉각형 검출기를 사용하는 적외선 광

학계에서는 나르시서스의 양을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냉각형 검출기를 사용하는 중적외선 광학계

를 설계하여 나르시서스를 개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2장에서는 적외선 광학

계의 나르시서스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적외선 광

학계를 설계하고 나르시서스를 분석하였다.

II. 나르시서스(Narcissus)

2.1. 나르시서스

적외선 광학계에서 냉각형 검출기는 검출기의 민감도를 높

이기 위해 검출기 내부를 약 80 K으로 냉각시킨다. 이에 따

라 검출기는 내부에 cold stop을 가지게 된다. Cold stop은 렌

즈의 경통 및 다른 구조물들에서 발생한 복사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극저온으로 냉각된 검출면은 광학계의 

렌즈면에서 반사되어 cold stop을 지나 검출면에 상이 맺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나르시서스라고 한다.

나르시서스는 검출기 어레이의 불균일보정(non-uniformity 

correction, NUC)에 의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외선 광학계에서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NUC 보정은 시스템의 민감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광학

계 온도가 변하거나 초점 및 배율 렌즈가 이동한다면 NUC 

보정 후에도 나르시서스에 의해 음영이 발생할 수 있다[7].

그림 3은 온도가 균일한 면을 볼 때, NUC 보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이다. NUC 보정 후 영상이 균일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점 및 배율렌즈의 이동으로 렌즈 위치가 변

경되면 나르시서스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나르시서

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렌즈설계 단계에서 렌즈면에 반

사되어 되돌아오는 양을 분석하고 제어해야 한다.

2.2. 나르시서스 제어

나르시서스는 극저온으로 냉각된 검출면의 상이 렌즈면에

서 반사되어 검출면으로 되돌아와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나르시서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검출면을 광원으로 

설정하여 cold stop을 지나 렌즈면에 반사되어 검출면으로 

되돌아오는 광량을 분석한다[8].

Fig. 1. Typical atmospheric transmittance over a 1 km path length 

with major absorbers listed[3].

Fig. 2. Narcissus image[6].

(a) (b)

Fig. 3. Non-uniform thermal image. (a) before, (b)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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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서스가 되는 광량은 프레넬 방정식에 따라 결정된다.

프레넬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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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 4는 프레넬 방정식에 의해 반사와 굴절이 되는 광선

을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프레넬 방정식에서 입사각도(angle of incidence, AOI)가 

작다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광량은 많아진다. 또한 입사각

도가 0에 가까울수록 역반사되어 검출면에 초점으로 맺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출면에서 시작한 광선이 렌즈면에 

입사하는 각도가 작다면, 반사되어 되돌오는 나르시서스 양

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는 나르시서스가 되는 광경로를 보여준다. (a)는 

Lens1의 R1면에 광선의 입사각이 0이 되어 검출면에 초점이 

맺히는 경우이며, (b)는 Lens1의 R2면에 광선의 입사각이 0

보다 커질 때 경우이다. (a)일 때는 검출면에 초점으로 맺히

기 때문에 검출기 중심으로 나르시서스가 강하게 나타나지

만, (b)일 때는 검출면 전체로 나르시서스가 분산되어 약하

게 나타난다. 그래서 렌즈의 형상을 제어하여 렌즈면에 입사

되는 광선다발의 평균입사각도를 크게 만들어 나르시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광학계의 초점거리와 F/# 같은 기

본적인 값들이 같더라도, 렌즈 형상에 따라 나르시서스 양이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상광학설계프로그램(CodeV)를 활용하여 

나르시서스가 될 수 있는 광선의 광경로를 제어하고, 조명설

계프로그램(LightTools)을 활용하여 나르시서스를 분석하였다.

III. 광학계 설계 및 분석

3.1. 광학계 설계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사양에 맞는 렌즈를 설계하고 나르시서스를 

분석한다. 이 나르시서스 양을 낮추기 위해 초기설계, 개선

설계, 최소화 설계 순서로 나르시서스 성능에 대해 분석하였

다. 설계한 광학계의 사양은 표 1에서 정리하였다.

3.1.1. 초기설계 광학계 

그림 6은 초기설계 광학계로 메니스커스 렌즈 3매와 검출

기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림 7은 나르시서스를 분석하기 위한 LightTools의 시뮬레

이션 구조을 보여준다. 검출면은 파장이 3.3~5.2 µm인 광원

Table 1. Optical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Wavelength range 3.3~5.2 µm

Sensor size 48.00 mm × 0.92 mm

F/# 2.74

Effective focal length 136 mm

Fig. 6. Optical layout of the initial design.

Fig. 7. Optical layout of LightTools.

Fig. 4. Paths of the incident ray and split rays. The incident ray 

is called parent ray, which is generation 0. The reflected and 

transmitted rays are called child ray, which are generation 1 and 

over. Generation number increases each time the ray splits[8].

(a)

(b)

Fig. 5. Optical layout of Narcissus.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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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고, cold stop을 지나는 광량을 1 W로 정의한다. 

렌즈면의 반사율은 1%로 설정하여, 렌즈면에 반사되어 검출

면으로 되돌아오는 광량을 나르시서스 양으로 분석하였다.

3.1.2. 초기설계 광학계 나르시서스 분석 결과

표 2는 렌즈면에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경로에 따른 나르시

서스의 광속과 렌즈면으로 입사되는 광선의 평균입사각의 

결과이다. 평균입사각은 검출기 중심에서 시작된 광선다발이 

렌즈유효경 안으로 입사되는 각도의 평균을 의미한다. 검출

면에서 발산된 1 W의 광속 중 렌즈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와 

나르시서스로 되는 총 양은 1.28 × 10-3 W이다. 이 중 경로 4

에 의한 나르시서스의 양이 56.9%로 가장 영향성이 가장 높

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균입사각이 1.00°로 다른 경로 

대비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경로에 따라 검출면에 맺히는 복사조도의 양을 

나타낸다. 검출면 중심에서 경로 4에 의한 복사조도 양이 

1.92 × 10-5 W/area로 전체 나르시서스 중 56.9%를 차지한다.

3.1.3. 나르시서스 개선설계 광학계

개선설계 광학계는 초기설계에서 경로 4의 평균입사각도

를 1.00° 이상으로 제약조건을 주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

림 9는 개선 설계된 광학계를 보여준다.

Table 2. Paths and irradiance distributions of the initial design

Path # Ray path
Irradiance distribution

[W/area]

Total flux 

[W]

Flux ratio 

[%]

AOI (avg) 

[deg]

1 3.53 × 10-5 2.76 8.17

2 6.96 × 10-5 5.44 4.66

3 3.02 × 10-5 2.36 12.19

4 7.27 × 10-4 56.90 1.00

5 1.73 × 10-4 13.50 4.73

6 2.19 × 10-5 1.72 14.70

7 1.08 × 10-4 8.43 6.95

8 1.14 × 10-4 8.89 6.95

SUM 1.28 × 10-3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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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개선설계 광학계 나르시서스 분석 결과

표 3은 개선설계 된 광학계에서 경로에 따른 나르시서스의 

복사조도 분포와 광속에 대한 결과이다. 경로 4의 평균입사

각도가 5.82°로 설계되었으며, 이때 광량은 1.25 × 10-4 W로 

초기설계대비 6.02 × 10-4 W 감소하였다. 대신 경로 2와 경로 Fig. 8. Irradiance distribution of each path of the initial design.

Fig. 9. Optical layout of the improvement design.

Table 3. Paths and irradiance distributions of the improvement design

Path # Ray path
Irradiance distribution

[W/area]

Total flux 

[W]

Flux ratio 

[%]

AOI (avg) 

[deg]

1 3.10 × 10-5 3.06 8.66

2 2.31 × 10-4 22.74 1.85

3 1.42 × 10-4 13.95 4.62

4 1.25 × 10-4 12.34 5.82

5 2.44 × 10-4 24.07 3.65

6 2.05 × 10-5 2.02 15.11

7 1.08 × 10-4 10.61 6.95

8 1.14 × 10-4 11.20 6.95

SUM 1.02 × 10-3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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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평균입사각도가 각각 1.85°, 3.65°로 초기설계 대비 작

아지면서 광속의 양이 커졌다. 하지만 전체 광속은 1.02 × 

10-3 W로 초기설계 대비 약 80%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림 10은 개선설계된 광학계의 복사조도의 양을 나타낸

다. 검출면 중심에서 경로 2와 경로 5는 6.62 × 10-6 W/area, 

5.92 × 10-6 W/area로 각각 1.61 × 10-4 W/area, 7.19 × 10-5 

W/area씩 증가하였지만, 경로 4에 대한 복사조도는 2.51 × 

10-6 W/area으로 초기설계대비 6.02 × 10-4 W/area 감소하였다. 

총 복사조도의 양은 2.47 × 10-5 W/area로 초기설계 대비 77%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3.1.5. 나르시서스 최소화설계 광학계

최소화설계에서는 경로 2와 경로 5의 평균입사각도를 4.00° 

이상으로 제약조건으로 하여 렌즈설계를 진행하였다. 다음 

그림 11은 나르시서스가 최소화 설계된 광학계의 형상이다.

3.1.6. 최소화설계 광학계 나르시서스 분석 결과

표 4는 최소화설계된 광학계에서 경로에 따른 나르시서스

의 복사조도 분포와 광량에 대한 결과이다. 경로 4를 제외하

고 렌즈들에 의해 생기는 나르시서스의 양은 검출기 윈도우

에 의해 생기는 경로 7과 경로 8보다 작은 양으로 설계된 것

을 볼 수 있다. 경로 4는 광학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곡률

반경의 변경할 수 있는 값이 제한되어 개선설계 대비 광량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광량은 개선설계 대비 

약 73% 수준으로 나르시서스를 최소화하였다.

Table 4. Paths and irradiance distributions of the minimization design

Path # Ray path
Irradiance distribution

[W/area]

Total flux 

[W]

Flux ratio 

[%]

AOI (avg) 

[deg]

1 2.54 × 10-5 3.42 9.49

2 9.69 × 10-5 13.04 4.00

3 1.05 × 10-4 14.17 5.84

4 1.69 × 10-4 22.74 4.82

5 1.05 × 10-4 14.10 6.51

Fig. 10. Normalized irradiance distribution of each path of the 

improvement design. Fig. 11. Optical layout of the minimiz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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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나르시서스 최소화설계된 광학계의 복사조도의 

양을 나타낸다. 검출면 중심에서 경로 4에 대한 복사조도는 

3.91 × 10-6 W/area로 개선 설계 대비 1.39 × 10-6 W/area 증가

하였다. 하지만 경로 4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검출면에 

의해 발생하는 복사조도보다 낮게 설계하여, total flux의 복

사조도는 개선설계 대비 70% 수준으로 최소화하였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냉각형 검출기를 사용하는 중적외선 광학계

를 설계하고, 나르시서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초

기설계에서는 경로 4에 의해 나르시서스 영향성이 높은 것

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낮추기 위해 렌즈면에 입사되는 평균

입사각도를 제한하여 나르시서스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개선

된 설계에서 경로 2와 경로 5의 나르시서스 영향성이 초기설

계 대비 높아졌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2와 경로 5의 

평균입사각도를 4.00° 이상으로 추가 제한하여 나르시서스 

양을 초기 설계 대비 56.25%로 최소화한 설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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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s and irradiance distributions of the minimization design (Continued)

Path # Ray path
Irradiance distribution

[W/area]

Total flux 

[W]

Flux ratio 

[%]

AOI (avg) 

[deg]

6 2.16 × 10-5 2.91 15.21

7 1.08 × 10-4 14.49 6.95

8 1.12 × 10-4 15.12 6.95

SUM 7.43 × 10-4 100.00 -

Fig. 12. Normalized irradiance distribution of each path of the 

minimization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