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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에 의하여 사람 눈에 입사되는 광 에너지

Irradiant Energy into an Eye from a Flash Light

박 승 만†․ 한 승 오*

(Seung-Man Park ․ Seungoh Han)

Abstract - Since a flash light produces enormous amount of photon energy in short time, not only electro-optic and 

infrared(EO/IR) systems utilized for Intelligence Surveillance Target Acquisition and reconnaissance(ISTAR) activities but also 

the people of a combat field can be severely influenced by a high flash light bursting in front of them. The people who 

bumped into a flash could not escape such enormous amount of photon energy, resulting in being blind temporarily or even 

permanent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high flash source on a human eye, it is essential to know how much 

photon energy be incident into an eye from the flash source. In this paper, the model of irradiated photon energy to 

individuals from some flashes is proposed. The proposed irradiated photon energy per unit area of retina is based on taking 

the situation to be modeled as a simple EO system in front of a flash light. The validity of proposed model was proved by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to hum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with the well known light source, the Sun. The model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simulate the retinal intensity and energy of a flash for various conditions such as the 

illumination levels, the distance from a flash busting site, luminous intensity and time of a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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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광은 짧은 시간동안 매우 강한 빛 에너지를 방출하고 매우 

큰 폭음을 동반한다. 야간에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섬광의 출

현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그 강한 빛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눈으

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섬광의 고 폭음 또한 청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1-3]. 야간에는 눈의 동공의 직경이 낮에 비하여 약 

세배 이상 커져서 섬광에서 오는 빛을 주간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빛에 대한 사람이 느끼는 감도 또한 

가 2.5배 정도 높아진다[4-5]. 따라서 사람이 고섬광에 노출되는 

경우에 눈에 입사하게 될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광

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비살상 무기

로서의 섬광을 개발ㆍ운영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

다[1-3]. 또한 섬광이 시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연구하고 예방 조

치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섬광의 출현에 의한 보통의 시력을 갖는 사람

의 눈에 입사되는 광 에너지를 모델링하고자한다. 야간에 섬광에 

의하여 눈에 입사되는 광 에너지를 모델링하고 세 종류의 섬광원

에대하여 대표적인 주변 월광조건에서 망막에 도달되는 총 에너

지를 모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섬광에 의하여 사람 눈에 입사되는 광량을 정량화 하여 섬광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눈에 입사하게 될 광 조도의 모델링

섬광에서 방출되는 강한 광 에너지는 대기를 투과하여 사람의 

눈에 도달되고 이 에너지의 일부는 홍채를 통과하여 망막에 투영

될 것이다. 따라서 섬광에 의해 눈에 입사되는 광 에너지를 모델

링하기 위해서는 광원에 대한 모델링, 광 수신 장비로서 눈의 모

델링, 그리고 광의 전파경로 상의 매질에서의 손실 모델링되어야

한다. 

광원으로서 섬광을 규정하는 파라미터로는 보통 광도와 그 지

속시간을 사용한다. 광도(Iv)는 광원에서 방출되는 광중에 단위 

입체각당 퍼져나가는 광속(photon flux)을 의미하므로 점광원이 

아닌 어떤 크기를 갖는 광원의 경우 그 면적도 광원의 파라미터

가 되어야한다. 어떤 광원을 점광원으로 볼 것인가 또는 크기를 

갖는 광원으로 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광원의 크기와 관찰 거리의 

상대적인 값에 의존하는 것이다. 

굴절률이 다른 여러 종류의 매질로 구성되었고 굴절되는 곡면

도 구면이 아니어서 눈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광학 시스템이

다. 각막의 굴절률은 1.37이고 렌즈 전후의 수양액과 유리체는 

물과 유사한 1.33이며, 렌즈는 외부에서 내부로 갈수록 높아져서 

1.39~1.41사이의 굴절률을 갖는다. 또한 홍채는 주변조도에 따라 

그 직경이 2~8mm 사이에서 변화하며 초점거리도 변화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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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면에서 센서 역할을 하는 망막은 유리체 내에 존재하므로 영

상의 크기나 광량을 고려할 때는 굴절률을 고려해야한다. 이렇게 

복잡한 눈을 광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도식적인 눈(schematic 

eye, SE)이다[6-13]. SE 모델들 중에는 눈을 각막과 렌즈로 구

성된 네 개의 굴절면으로 표현한 Gullstrand의 모델이 가장 기본

이 되는 모델로 활용되며, 이 모델에서 렌즈를 무시하여 단일 구

면을 갖는 단일 매질로 변경하여 단순화된 눈(reduced eye, RE)

의 모델도 활용된다[6-8,14]. SE 모델은 근축근사(paraxial 

approximation) 범위에서 광량계산과 영상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활용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눈의 광학적 모델로 단순화된 

눈이다[6,14]. 이 모델은 각막, 렌즈 그리고 유리체를 하나의 광

학매질로 취급하여 단일 곡면과 단일 굴절률로 눈을 모델링한 

것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그림에서 6개의 중요점

(cardinal points) 가운데 주요점(P)과 마디점(N)은 두 점이 겹쳐

진 것이며 나머지 두 점이 제1초점(F)과 제2초점(F＇)이다. 이 

모델은 광학적으로 표준적인 사람의 눈을 대표한다.

그림 1에 표기된 눈의 모델 파라미터 이외에도 입사동

(entrance pupil)의 지름과 눈 내부에서의 투과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입사동의 위치는 각막 바로 뒤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그의 지름은 보름달의 상황에서 6, 반달 상황에서 7 그리고 무월

광의 구름 낀 날의 상황에서는 8 mm를 사용하였다[4]. 또한 눈

의 투과도는 망막에 도달되는 동안의 모든 매질에서 반사 및 흡

수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가시광 범위에서 45%의 평균투과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15].

그림 1 본 연구를 위한 단순화된 눈, 단위는 mm

Fig. 1 The reduced eye model for this study, all parameters 

are in mm

그림 2 섬광을 바라본 사람에게 전달되는 광에너지 모사를 위한 

광학적 모델 

Fig. 2 The optical model for the simulation of optical 

energy transfer to man's eye who have to see the 

flash light 

그림 2에는 섬광을 맞닥뜨린 사람의 눈에 전달되는 광량을 모

사하는 광학적 모델을 보이고 있다. 사람으로부터 p 만큼 떨어진 

곳에서 휘도(luminance) Lv인 광원에서 방출된 광 가운데 눈의 

입사동에 도달한 광량이 망막에 투영된다. 대기와 눈의 투과도를 

모두 1로 하면 광원에서 눈의 입사동에 도달한 광선속(luminous 

flux)은 망막에 투영되는 광선속과 같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16].

 







   (1)

여기서 As, Ae 그리고 Aimg는 각각 광원, 눈의 입사동 그리고 망

막에서 영상의 면적을 나타내고, Ωs, Ωe는 각각 사람이 광원을 

바라보는 입체각, 광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입체각을 나타낸다.

식 (1)로부터 눈의 광 투과율 를 고려하여 망막에서의 광조

도(illuminance), 즉 망막강도(retinal intensity)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한편, 망막에 단위면적당 도달한 광 에너지는 식 (2)의 광선속에 

광원의 지속시간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식 (1)과 (2)로 구한 광선속과 광 조도는 모두 빛재기

(photometry) 량이다. 하지만 보통 광조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복

사계측(radiometry) 량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비교를 위해서는 식 

(2)의 빛재기 량인 광조도를 복사계측의 대응되는 량, 복사조도

(irradiance)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변환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빛재기에서 광조도는 파장 성분

이 없는 양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빛재기량의 정의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

 




                     (3) 

여기서 Km은 변환 상수이며, 는 발광효율함수(luminous 

efficacy function)로 주간과 야간에 차이가 있는 함수이다

[17,18]. 식 (3)은 빛재기량 가 대응되는 복사계측량 에

서 유도되는 양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로부터 

를 알아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생각해낸 방법은 광원을 흑체 (blackbody)로 가

정하는 것이다. 즉 광원을 흑체로 가정하면 가 되는 를 

유일하게 찾을 수 있다. 가 되는 를 찾는 방법은 식 

(3)을 수치 해석적으로 접근하였다. 보통 레이저광처럼 결맞는 빛

(coherent light)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광원을 흑체로 근사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활용한 방식으로 빛재기량을 복사계측량으로 변

환하는 예를 볼 수 있었다[18]. 

본 모델의 검증으로 태양에 의한 망막강도를 구해보자. 태양에 

의한 해수면 높이에서의 복사조도(irradiance)는 1000.4 W/m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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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섬광유지시간이 1, 10, 100 ms인 세 종류의 섬광에 대하여 모사된 거리에 따른 망막 에너지밀도, 주변의 조

도 조건으로 a) 구름낀 무월광, b) 반달광, c) 보름달의 월광, d) 100 Mcd 10 ms의 섬광에 대하여 세 가지의 

월광 조건하에서의 거리에 따른 망막에너지 밀도

Fig. 3 The simulated retinal energy density for three flash sources (flash duration of 1, 10, and 100 ms) 

under the illumination conditions of no moon with heavy cloud (a), half moon (b) and full-moon (c). 

The retinal intensity comparison of three illumination conditions for a flash of 100 Mcd 10 ms (d)

다[20]. 따라서 식 (2)로 망막에 투영되는 망막강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망막강도는 7.21 W/cm2이었다. 한편 참고문헌

에서 제시하는 눈의 감응 파장과 투과도를 고려한 태양에 의한 

망막강도는 8.33 W/cm2이다[21]. 이들 사이의 차이는 참고문헌 

치를 기준으로 하여 13.4 % 정도가 되며 이는 섬광 효과의 경향

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용도로는 충분한 정확도라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섬광으로부터 방출된 광 가운데 망막의 단위 면

적당에 도달되는 에너지를 모델링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모사 

시험할 준비가 되었다.

3. 망막 에너지 밀도의 모사 및 논의

섬광에 의한 망막 에너지 밀도를 모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섬

광은 세 종류로 이들 광원의 파라미터는 표 1로 정리하였다. 섬

광은 광도가 100 Mcd로 일정하고 유지시간이 1, 10, 100 ms로 

세 종류이다. 섬광의 유지시간을 이렇게 설정한 의미는 사람 눈

의 반응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사람 눈의 임펄스에 대한 반응시

간은 평균적으로 180 ms 임을 고려하여 섬광이 광을 방출하는 

동안은 피하는 반응을 할 수 없어 섬광에 의하여 눈에 도달된 

광을 모두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시간범위를 택한 것이다

[22,23]. 섬광이 출현할 때의 모사된 조도조건은 야간에 보름달, 

반달, 그리고 무월광의 구름 낀 밤의 상황이다. 이 상황을 모사하

는 모델 파라미터는 눈의 모델에서 위의 세 상황에 해당하는 입

사동의 직경을 사용하는 것이다.

Parameter Symbol Value Unit Comments

Luminous 
intensity Iv 100 Mcd

Luminance Lv 1 Mcd/m2

Source area As 50 m2 circle with 
radius 4m

Duration time ts 1, 10, 100 ms 3 kinds

표   1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가상 섬광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virtual flash light sources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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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0, 50, 100, 200 m에서 100 Mcd 섬광이 나타날 경우에 

그 유지 시간에 따른 망막의 에너지 밀도 

Fig. 4 The simulated retinal intensity in terms of flash 

duration for the cases of a busting flash within 10, 

50, 100, 200m

그림 5 10, 50, 100, 200 m에서 10 ms 동안 섬광이 나타날 경

우에 그 광도에 따른 망막의 에너지 밀도 

Fig. 5 The simulated retinal intensity in terms of flash 

intensity for the cases of a busting the flash within 

10, 50, 100, 200m

그림 3에는 세 종류의 광원에 대하여 망막 에너지 밀도를 모

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3(a)에는 야간의 무월광의 구름 

낀 상황에 섬광이 출현한 경우, (b)에는 반달의 월광 조건의 상

황에서 섬광이 출현한 경우, 그리고 (c)에는 보름달의 상황에서 

섬광이 출현한 경우에 거리에 따른 망막 에너지 밀도를 보이고 

있다. 모사 조건에 따라 동일한 섬광원에대한 망막 에너지 밀도

가 다소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d)에 나타내었다. 그림 3(d)은 

한 종류의 섬광에 대하여 세 가지의 월광 조건에서 망막 에너지 

밀도를 모사한 결과로 100 m에서 섬광이 출현한 경우를 비교하

면 보름달하에서 1.764x10-3이고 월광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 

3.128x10-3 cal/cm2로 그 차이가 1.77배 정도로 그리 크진 않다. 

이 차이는 눈의 입사동의 면적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식 (1)

과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의 (a)~(c)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세 종류의 섬

광에 대하여 망막강도가 10배씩 차이가 난다는 점이고, 거리에 

따른 망막 에너지 밀도가 줄어드는 양상은 언제나 같다. 이런 공

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세 종류의 섬광에 대하여 

망막 에너지 밀도가 10배씩 차이 나는 것은 광원의 특성에 기인

한다. 즉 세 섬광의 광도는 100 Mcd로 동일하고 지속시간에서 

1, 10 그리고 100 ms로 정확히 10배 씩 차이가 있다. 망막 에너

지 밀도는 광도와 지속시간의 곱에 비례하므로 광도가 일정할 때 

10배씩 차이가 난다. 또한 망막 에너지 밀도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감소되는 양상이 언제나 같은 점은 광원에서 방출되

는 광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상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

되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망막 에너지 밀도가 10-3

과 10-2 cal/cm2인 값은 다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S.T. Cohen의 보고에 의하면 보름달 월광조건하에서 망막 에너

지 밀도가 0.01 cal/cm2 정도 되면 시력회복 시간이 3~4분, 

0.001 cal/cm2 되면 1~2분 소요되고 반달 조건하에서는 0.01 

cal/cm2 되면 5~10분 소요된다[24]. 예를 들어 (b)에서 100 

Mcd, 10 ms의 섬광이 155 m 이내에서 출현하는 경우 시력회복 

시간이 1~2분 소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는 섬광의 유지시간에 따른 망막 에너지 밀도를 모사한 

결과로 섬광의 광도를 모두 100 Mcd로 고정하고 반달 조건하에

서 섬광의 출현거리는 10, 50, 100, 그리고 200 m에 대한 모사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섬광이 50 m이내에서 섬광이 출현하는 

경우 시력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게 하는 섬광의 지속시간이 

1 ms 이상이면 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100, 그리고 

200 m 이내에서 출현하는 경우 시력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

게 하는 섬광의 지속시간이 각각 5, 그리고 20 ms 이상 되도록 

하여야한다.

그림 5는 섬광의 광도에 따른 망막 에너지 밀도를 모사한 결

과로 섬광의 지속시간은 모두 10 ms로 고정하고 반달 조건하에

서 섬광의 출현거리는 10, 50, 100, 그리고 200 m에 대한 모사

이다. 이 결과로부터 섬광이 50 m 이내에서 출현하는 경우 시력

에 영향을 미쳐서 시력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게 하는 섬광의 

광도는 10 Mcd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섬광

이 100, 200 m이내에서 출현하는 경우 시력회복에 상당한 시간

을 요하게 하는 섬광의 광도는 각각 30, 200 Mcd 이상이 되어

야 한다.

Fig. 3, 4, 그리고 5의 모사 방법과 결과들은 비살상 무기로서

의 섬광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M&S 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섬광에 의한 망막의 단위면적당 도달하는 에너

지를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의 망막 에너지 밀도 또는 망막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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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주변조도와 출현거리 등의 다양한 운용상황에 대하여 모

사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활용하여 3종의 광원에 대하여 3종의 주변 조도상

황과 섬광의 출현거리에 따른 망막 에너지 밀도를 모사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섬광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

을 정량화 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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