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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designed a mid-infrared optical system for an airborne electro-optical targeting system. The mid-IR optical system is a 

dual-field-of-view (FOV) optics for an airborne electro-optical targeting system. The optics consists of a beam-reducer, a zoom lens group, 

a relay lens group, a cold stop conjugation optics, and an IR detector. The IR detector is an f/5.3 cooled detector with a resolution of 

1280 × 1024 square pixels, with a pixel size of 15 × 15 µm. The optics provides two stepwise FOVs (1.50° × 1.20° and 5.40° × 4.32°) 

by the insertion of two lenses into the zoom lens group. The IR optical system wa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working f-number 

(f/5.3) of the cold stop internally provided by the IR detector is maintained over the entire FOV when changing the zoom. We performed 

two analyses to investigate thermal effects on the image quality: athermalization analysis and Narcissus analysis. Athermalization analysis 

investigated the image focus shift and residual high-order wavefront aberrations as the working temperature changes from -55°C to 50°C. 

We first identified the best compensator for the thermal focus drift, using the Zernike polynomial decomposition method. With the 

selected compensator, the optics was shown to maintain the on-axis MTF at the Nyquist frequency of the detector over 10%, throughout 

the temperature range. Narcissus analysis investigated the existence of the thermal ghost images of the cold detector formed by the optics 

itself, which is quantified by the Narcissus Induced Temperature Difference (NITD). The reported design was shown to have an NITD 

of less than 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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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 전자 광학 타겟팅 시스템을 위한 중적외선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본 광학계는 이중 시야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빔 축소 전단 

광학계, 줌 렌즈 그룹, 릴레이 렌즈 그룹, 콜드스탑 공액 광학계 및 냉각 적외선 검출기로 구성된다. 적외선 검출기는 단일 화소의 크기가 

15 × 15 µm 인 1280 × 1024 화소 배열을 가지며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5.3의 냉각 콜드스탑이 적용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시야 (1.50° × 1.20°, 5.40° × 4.32°)는 두 개의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으며, 줌 배율 변경 시 모든 시야에 걸쳐 f/5.3의 콜드스탑

의 효율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열 효과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비열화 및 나르시서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비열

화 분석은 -55~50°C의 작동 온도를 기준으로 초점 이동과 잔여 고차 파면 수차에 조사하였고 제르니케 다항식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보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보상자의 최적 이동을 고려한 MTF 해상력을 확인한 결과, 작동 온도 전 구간에 걸쳐 

요구조건인 33 lp/mm에서 축상 1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나르시서스 분석 결과, NITD (Narcissus Induced 

Temperature Difference) 값이 1.5°C 이하가 되도록 설계 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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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항공기용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은 넓은 범위의 탐지와 

좁은 범위의 식별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2개

의 광시야 및 협시야 광학계 또는 1개의 공통 이중 시야 광

학계를 포함하고 있다[1-6]. 이 적외선 광학계는 3.6~4.9 µm의 

중적외선 대역에서 검출기 잡음 최소화를 위하여, 극저온으

로 냉각된 듀어(dewar) 내에 적외선 검출기를 설치하고, 추

가적으로 적외선 광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듀어 내에 콜드 

스탑(coldstop)을 설치한다. 선명한 이미지 획득을 위하여 적

외선 광학계는 듀어 내에 설치된 콜드 스탑이 모든 시야에 

대하여 100% 효율을 가지도록 콜드 스탑과 조리개 또는 입

사동과 공액 관계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그림 1에 중적외선

에 사용되는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의 구조와 이에 설치된 콜

드 스탑의 개념적 광학 배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냉각형 검출기의 콜드스탑을 이용한 적외선 광학계에서 렌

즈의 내부전반사 및 이중반사로 인한 미광은 어두운 배경에 

대한 신호차를 발생시켜 고스트(ghost) 현상이 발생하게 되

고, 이는 가시광 영역보다 고스트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또

한 극저온으로 냉각된 검출기와 광학계 하우징의 고온 복사 

에너지에 의한 고스트 현상은 어두운 배경에서 렌즈 군 또는 

관측중인 물체의 배경 온도 차이보다 강한 빛으로 작용되어 

검출기에 단일 반사된 열에 의한 상이 입사될 수 있으며 이

를 나르시서스 현상(Narcissus)이라고 한다[7-9]. 그림 2는 검

출면 발생한 나르시서스 이미지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나르시서스 효과로 인해 발생된 불균일한 열상은 물체의 

배경 온도 차를 감소시키므로 상의 분해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학적 보정, 주변온도를 일정하게 충족, 렌

즈 이동 등을 고려하여 나르시서스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나르시서스 분석 이외에도 적외선 광학계는 운용온도의 편

차가 크기 때문에 성능 분석 시 비열화 분석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비열화 분석이란 온도변화에 따른 광학계의 성능 변화에 

대해 보상자를 통하여 성능 변화를 최소로 만드는 것이다. 

적외선 광학계에 사용되는 물질의 굴절률은 가시광의 영역보

다 크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굴절률 변화도 커질 수밖에 없어 

비열화 분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10]. 그림 3은 온도 변화

에 따른 경통 및 렌즈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 중적외선 광학계는 전자 광학 타겟팅

을 위해 이중 시야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 빔 축소 전단 

광학계, 줌 렌즈 그룹, 릴레이 렌즈 그룹, 콜드스탑 공액 광

학계 및 냉각 적외선 검출기로 구성된다. 적외선 검출기는 

단일 화소의 크기가 15 × 15 µm 인 1280 × 1024 화소 배열을 

(a) (b)

Fig. 1. A 3D drawing of a mid-IR detector[6] and its coldstop conjugation in an optics layout. (a) Mid-IR detector design[6], (b) Schematic 

optical layout of an IR optics with a cold-stopped detector.

Fig. 2. Narcissus image in a thermal imaging system[7].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thermal expansion of a two-le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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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적외선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5.3의 냉각 콜드

스탑이 적용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시야 (1.50° × 1.20°, 

5.40° × 4.32°)는 두 개의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으

며, 줌 배율 변경 시 전 시야에 걸쳐 f/5.3의 콜드 스탑의 효

율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중 시야 중적외선 광학계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이중시야 중적외선 광학계의 비열화 및 나

르시서스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비열화 및 나르시서스 분

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중적외선 광

학계의 나르시서스 분석과 비열화 분석을 통한 광학계 성능

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온도 변화에 따른 초점 이동

적외선 광학계에 사용되는 광학재료는 온도에 따른 굴절률

의 변화가 가시광에서 사용되는 광학재료에 비하여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 외에 렌즈의 마운트 및 광학계의 위치를 잡

아주는 기구의 팽창 또는 수축에 의한 현상도 고려해야 한

다. 적외선 광학계를 설계 및 제작 시 상온(20°C)을 기준으

로 설계를 하지만 실제 적외선 광학계 장비는 상온에서 벗어

난 -32~+55°C 온도범위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

문에 광학계의 성능저하가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광학성능

저하는 단순 초점 이동(defocus)과 고차의 잔여 수차 형태로 

발생하게 되나, 대개 잔여 고차 수차의 경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양이어서, 열에 의한 광학계 광학 성능 저하 보

상은 단순 초점면 이동이 주로 사용된다[12].

 초점 이동 변화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계

적 능동식 비열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기계적 능동

식 방법은 광학계 내에 렌즈를 이동시켜 보정하는 방법이며,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초점 이동을 정하여 광학계 성능

을 유지시킨다. 렌즈는 수동 또는 모터를 이용하여 움직이게 

된다. 그림 5는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초점 이동에 대

해 렌즈를 이동시켜 비열화 하는 방법을 표현하였다. 광학계 

온도가 20°C 에서 55°C로 변화하였을 때, 초점은 가까이 맺

히게 되며, 렌즈를 뒤로 이동시켜 본래의 검출기 위치로 상

을 맺히게 하는 비열화 방법을 나타낸다.

비열화를 진행하기 전 설계된 광학계의 온도 변화에 따른 

Fig. 4. Schematic optical layout of the common-aperture targeting system[11].

Fig. 5. Schematic diagram of single lens athe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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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동 변화에 따라 보정을 하기 위한 보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민감도 분석은 각 광학

요소에 축상 변위 또는 비축상 변위에 변화를 주어 제르니케

(Zernike) 계수의 변화가 선형적임을 이용한 각 계수의 변화

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게 될 

광학계의 기본 제르니케 계수와 광학계 변화에 따른 제르니

케 계수의 차이 값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최소 제곱법(least-squares fitting)을 이용한 회귀직선

의 계수(기울기)를 구하고 광학계의 움직임에 따른 제르니케 

계수 변화율 추출하여, 최소 제곱 회귀직선의 기울기인 민감

도 값을 구하며, 초점조절 이동량의 변화량이 크고 기구적으

로 움직이기 쉬운 렌즈를 보상자로 선정한다. 다음 그림 6은 

렌즈 이동에 대한 변수와 민감도를 구하기 위한 최소 제곱 

회귀직선의 기울기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광학계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초점거리 변화의 발생에 대하

여 단일렌즈를 통해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개 온도변화

에 따른 광학계의 초점거리 변화는 렌즈의 굴절률, 곡률반경, 

두께의 변화 그리고 경통의 팽창 또는 수축에 의한 경우를 생

각할 수 있는데 렌즈의 두께변화에 관련된 계수는 초점거리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일 렌즈의 초점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위 식에서 는 초점거리, 은 굴절률, 





이며 

 는 렌즈의 곡률반경이다. 식 (1)을 온도에 따른 초점 

거리 변화로 나타내면 






















 










 







 


 (2)

여기서 는 온도에 따른 렌즈의 광학 초점거리 변화를 나타

내는 광학-열 팽창계수 (opto-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로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경통의 열팽창/수축을 동시에 고려하면, 온도에 따른 

초점거리 변화는 식 (4)로 표현된다.








∙ ∙  (4)

 및 는 렌즈 재질 및 경통(하우징)의 열 팽창 계수이고, 

은 렌즈부터 초점면까지의 경통 길이이다. 

렌즈 2장을 고려할 때의 색수차 보정 방정식은 식 (5) 및 (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6)

여기서 와 는 각 렌즈  의 아베(Abbe) 상수를 나타낸다.

2장 접합렌즈의 색수차 보정을 고려할 때 비열화 위한 조건

은 식 (7)과 같다.

  (7)

위 식 (7)과 같이 온도의 변화에 따른 수차 보정 진행 시 

의 값이 같거나 비열화를 위해 원하는 값과 가까운 렌즈 

조합을 선택하면 된다. 복잡한 광학계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렌즈를 사용하여 색수차 및 비열화를 달성하기도 한다.

2.2. 나르시서스 분석

적외선 광학계는 검출기는 열복사 에너지에 민감하다. 그

러므로 검출기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략 -200°C 수

준의 극저온까지 낮추어 냉각시킨다. 검출기에는 콜드쉴드

(cold-shields)가 있으며, 배경에너지의 양을 제한한다.

Fig. 6. Lens variable & sensitivity using least-squares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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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서스 현상이란 적외선 광학계의 역 반사(reverse 

reflection)에 의해 극저온으로 냉각된 검출기의 상이 맺히는 

현상으로 발생시 이미지의 배경 복사를 줄이므로 물체와 배

경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나르시서스 계산의 경우 나르시서

스 강도 비율(Narcissus intensity ratio, NIR)과 나르시서스 배

경 온도 차(Narcissus induced temperature difference, NITD)

를 계산함으로써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르시서스 강도 

비율(NIR) 최대 각을 면 에 대해 정의한 뒤, 초점 면에서 

주변광선의 각을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3].




sin


sin



Ω

Ω
 (8)

나르시서스 배경 온도 차(Narcissus induced temperature 

difference, NITD)는 각 렌즈의 면에서 발생하는 나르시서스 

강도 비율(Narcissus intensity ratio, NIR)를 반사율과 복사 에

너지 수렴항을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









 (9)

 
  

  








 

 




 

 
























 




 (10)

위 식에서 





는 각각 하우징복사에너지()와 검

출기의 복사에너지()를 나타내며, 








는 각

각 하우징의 온도(°), 검출기의 온도(°), 배경의 온도(°)

를 나타낸다. 광학계에서 콜드쉴드는 이미지 평면 근처에 있

으며, 주변 광선(marginal ray)이 편차 없이 면을 가로지르게 

된다면 나르시서스 기여도가 높게 나올 것이다. 이는 입사하

는 주변 광선의 각이 주광선의 높이가 0으로 근접할 때를 나

타낸다.

III. 광학계 분석

3.1. 분석 대상 적외선 광학계

분석 대상의 중적외선 광학계는 전자광학 대역(0.6~0.8 µm)

과 레이저(1.064 µm) 공통의 개구를 가지는 이중시야 광학

계이며, 빔 축소 전단 광학계, 줌 렌즈 그룹, 릴레이 렌즈 그

룹, 콜드스탑 공액 광학계 및 냉각 적외선 검출기로 구성되

고 광학계의 이중 시야 (1.50° × 1.20°, 5.40° × 4.32°)는 두 개

의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이다[11]. 

전단 광학계는 넓은 스펙트럼 영역에서 우수한 투과율을 

갖기 위해 BaF2, MgF2, ZnS의 재질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외

부 열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본 중적외선 광학계의 검

출기는 1280 × 1024의 해상도를 가지고 픽셀의 크기는 가로, 

세로 15 µm이며, 검출기의 크기는 가로 19.2 mm, 세로 15.3 

mm 이고 f-number는 5.3이다. 표 1은 분석 대상 적외선 광학계 

사양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림 7은 펼쳐진 광학계 광선 추적

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Design requirements of IR optical system

Wavelength range 3.6~4.9 µm

Sensor array format 1280 × 1024

Sensor pixel size 15 µm × 15 µm

Sensor size 19.2 mm × 15.3 mm

f-number f/5.3

Effective focal length 203.57 mm (NFOV), 733.34 mm (WFOV)

Field of view (FOV) 1.5˚ × 1.2˚ (NFOV), 5.4˚ × 4.3˚ (WFOV)

MTF ≥ 10% @33 lp/mm at the on-axis

Distortion ≤ 2%

Relative illumination ≥ 70%

Fig. 7. Two optical relay and cold stop conjugation layouts for the NFOV and WFOV IR path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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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적외선 광학계 비열화 분석

3.2.1. 적외선 광학계 민감도 분석 및 보상자 선정

본 적외선 광학계 분석에 앞서 비열화를 위한 민감도 조사 

및 보상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민감도 조사는 주요 조립 오

차인 축상 변위 오차(△z, 단위: mm) 및 기울기 오차(△θx, 

△θy, 단위: mrad)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8은 민감도 조

사에서 적용한 렌즈 이름 및 해석 결과 선정한 보상자 그룹

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2는 협시야 모드 경로 상의 

렌즈에 대한 민감도 조사 결과를 놓았다. 광시야 모드 경로 

상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8. Folded optical layout of the dual FOV optics with labeling and the indication of the selected compensator group.

Table 2. Sensitivity of the IR narrow optics. Coefficients of Zernike polynomials are expressed in waves

Components Tolerance (mm, mrad) Z4 (Def) Z5 (Ast_45) Z6 (Ast_0) Z7 (Cma_X) Z8 (Cma_Y) Z11 (Sph)

IR L1

△z 0.1 0.0690 0.0000 0.0077 0.0019 0.0000 0.0003

△θx 0.3 -0.0131 0.0000 0.0037 -0.0135 0.0000 -0.0005

△θy 0.3 -0.0023 0.0000 0.0023 -0.0029 0.0000 0.0000

IR L2

△z 0.1 0.0088 0.0000 0.0009 0.0004 0.0000 0.0000

△θx 0.3 -0.0039 0.0000 0.0020 -0.0006 0.0000 0.0000

△θy 0.3 -0.0011 0.0000 0.0004 -0.0004 0.0000 0.0000

IR L3

△z 0.1 0.3132 0.0000 0.0306 0.0022 0.0000 0.0042

△θx 0.3 -0.1504 0.0000 0.0783 0.0480 0.0000 0.0008

△θy 0.3 0.0036 0.0000 0.0021 0.0001 0.0000 -0.0002

IR L4

△z 0.1 0.3836 0.0000 0.0376 0.0035 0.0000 0.0045

△θx 0.3 -0.1101 0.0000 0.0476 0.0440 0.0000 0.0003

△θy 0.3 -0.0052 0.0000 0.0084 0.0065 0.0000 -0.0002

IR L5

△z 0.1 0.3065 0.0000 0.0373 0.0114 0.0000 0.0116

△θx 0.3 -0.1267 0.0000 0.0577 -0.0714 0.0000 -0.0060

△θy 0.3 0.0000 0.0000 0.0033 0.0392 0.0000 0.0006

IR L6

△z 0.1 0.2667 0.0000 0.0329 0.0113 0.0000 0.0113

△θx 0.3 -0.1092 0.0000 0.0520 -0.0979 0.0000 -0.0052

△θy 0.3 -0.0158 0.0000 0.0068 -0.0376 0.0000 -0.0009

IR L7

△z 0.1 0.0224 0.0000 0.0023 -0.0018 0.0000 0.0000

△θx 0.3 -0.0105 0.0000 0.0015 -0.0036 0.0000 0.0008

△θy 0.3 -0.0047 0.0000 0.0045 0.0090 0.0000 -0.0010

IR L8

△z 0.1 0.0039 0.0000 -0.0020 -0.0018 0.0000 0.0000

△θx 0.3 0.0043 0.0000 0.0030 0.0072 0.0000 -0.0010

△θy 0.3 0.0018 0.0000 0.0014 0.0052 0.0000 -0.0008

IR L9

△z 0.1 0.0123 0.0000 0.0020 0.0010 0.0000 -0.0002

△θx 0.3 -0.0175 0.0000 0.0313 -0.0076 0.0000 -0.0002

△θy 0.3 -0.0134 0.0000 0.0072 0.0009 0.0000 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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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림 8에 표현되어 있듯이, 민감도 해석 및 렌즈 이동 

구현의 편이성을 모두 고려하여, 렌즈 그룹 (IR L3 및 IR L4)

을 비열화 보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추가의 해석 결과 렌즈 

그룹의 축상 이동에 대하여 초점 이동이 선형적으로 발생하

고, 추가의 수차 발생량도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는 

보상자 렌즈 그룹의 광축 이동에 대한 주요 수차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다.

3.2.2. 적외선 광학계 비열화 분석

분석 대상 적외선 광학계는 BaF2, MgF2, ZnS, Si, Ge 와 

같은 광학재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광학재료들은 온도

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가 크고, 가시광 대역의 재료들에 비

해 재료의 분산능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광학계의 하우징이

나 마운트 등 기구부품도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하기 때

문에 적외선 광학계는 비열화 분석이 필요하다.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b)

Fig. 9. Variation of low order Zernike polynomial coefficients in waves as the compensator lens group moves from -0.1 to +0.1 mm along 

the optical axis. (a) NFOV optical path, (b) WFOV optical path.

Table 3. Amount of thermal defocus and its corresponding moving distance of the compensator group

Temperature [°C] WFOV defocus [mm] NFOV defocus [mm]
WFOV compensator

moving distance [mm]

NFOV compensator

moving distance [mm]

-55 0.019 3.251 0.023 1.692

-50 0.019 3.064 0.022 1.581

-45 0.019 2.874 0.021 1.47

-40 0.019 2.679 0.02 1.358

-35 0.018 2.480 0.019 1.246

-30 0.017 2.276 0.017 1.134

-25 0.016 2.069 0.016 1.021

-20 0.015 1.857 0.014 0.909

-15 0.013 1.641 0.013 0.796

-10 0.012 1.420 0.011 0.682

-5 0.010 1.196 0.009 0.569

0 0.008 0.966 0.007 0.455

5 0.006 0.732 0.006 0.342

10 0.004 0.493 0.004 0.228

15 0.002 0.249 0.002 0.114

20 0.000 0.000 0.000 0.000

25 -0.002 -0.253 -0.002 -0.114

30 -0.004 -0.512 -0.004 -0.228

35 -0.007 -0.776 -0.006 -0.342

40 -0.009 -1.045 -0.008 -0.456

45 -0.012 -1.319 -0.010 -0.570

50 -0.014 -1.599 -0.012 -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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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열 영상 장비의 운용 온도는 -32~55°C 범위에

서 비열화 분석을 진행하지만[14], 본 논문은 센서 개발 요구 

조건에 따라 -55~50°C의 온도 변화 시 초점 이동 변화량을 

분석하여 비열화 분석 및 보상자 이동량 설정을 진행하였다. 

표 3에 온도 변화에 따른 각 시야 별 초점 이동량과 이를 보

상하기 위한 보상자 렌즈 그룹의 필요 이동량을 정리하여 놓

았다. 광시야 모드 보다는 협시야 모드에서 초점 이동량도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상자 이동량도 크다. 보상

자 이동은 대략 초점 이동 반대 방향으로 0.52배만큼의 움직

임이 필요하다. 

그림 10은 작동 온도 구간(-55~50°C)에서 보상자 렌즈 그

룹 이동을 적용한 이후 광축 시야의 MTF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상의 MTF는 검출기 Nyquist 주파수인 33 lp/mm

에서 측정한 값으로 전 온도 구간에 걸쳐 요구 조건인 1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3.3. 적외선 광학계 나르시서스 분석

나르시서스 현상은 적외선 광학계의 검출기 온도가 -195.9°C 

(77.3 K)의 상황에서, 극저온 복사 에너지(cold radiation)와 

광학계 하우징의 고온 복사에너지(warm radiation)에 의해 고

스트 현상을 발생시킬 때 대물렌즈 앞에 들어오는 상의 품질

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적외선 검출기는 배경의 평

균 온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미세 온도 차를 감지하여 영상으

로 구현하므로 배경과 물체의 온도 차가 거의 없는 경우 물

체의 분해가 불가능하다[14].

표 4에 근축광선 추적을 통해 렌즈 각 면의 나르시서스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은 파장 영역 3.6~4.9 µm 이고, 

검출기 온도는 -195.9°C (77.3 K), 하우징과 배경온도는 -20°C 

(293.2 K)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광학 면당 반사율은 1%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각 면의 NIR 값의 합이 클 수록 나르

시서스가 많이 발생하며, NITD 값은 1.496°C로 1.496°C 이

하이면 나르시서스에 의해 이미지를 구별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본 적외선 광학계 설계 시 NITD 값이 1.5°C 이하가 되

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이중시야 중적외선 광학계의 비열화 및 나르

시서스 분석을 시도한 결과 넓은 운용 온도 범위를 갖는 적

외선 광학계는 가장 큰 변수가 온도변화에 따른 굴절률 변화

이며, 광학계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분석 대상의 중적외선 광학계의 나르시서스 분석 결과 

NITD 값이 목표 사양인 1.5°C 이하가 되도록 설계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열화 분석 시 보상자를 정하기 위한 민

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따라 -55~50°C의 온도 

변화에서의 비열화를 수행하였다. 비열화 후 MTF 해상력을 

확인한 결과 보상자 렌즈를 통해 광학계 요구조건인 33 lp/mm

에서 광축 상 1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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