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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열상장비의  검출기에서 검출된 미약한 기  신호를 상신호처리를 하기 한 신호로 증폭을 해 주는 단증

폭부의 성능 검사용 ATE(Automatic Test Equipment)를 개발 하 다. 기존 ATE 장비는 주로 반도체 소자 양품검사 분야에서 활발

히 개발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장비의 성능검사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열상장비 성능검사 분야의  ATE 에 한 연구

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진하여 우리군의 핵심 인 감시 장비인 열상장비는 정비가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열상장비 분야의 ATE 연구가 필요하여 단증폭부   열상장비의 다른 회로카드의 범용 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Matrix Relay를 

개발하 다. 개발된 ATE로 단증폭부의 증폭도를 측정한 결과 증폭 압은 평균 2.71 Vpp로써 이론 인 분석 범  내에 있음이 

확인되어 개발된  ATE가 우수한 성능임이 검증되었다.

Abstract

We have developed the ATE(Automatic Test Equipment) system for the performance test of pre-amplifier of thermal 

imaging devices. The device regenerates the electronic signals of photon detection module which is normally in weak 

energy, for the image signals processing. Previous ATE system was primarily and actively developed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devices quality parts inspection. Recently, it has been studied in the field of performance testing of 

equipment. In the field of thermal performance test equipment, however, it lacks the study of ATE compared to other 

areas, which causes the maintenance related to the core of military thermal imaging system maintenance to be limited. In 

this paper, a new study of ATE in the field of thermal imaging system is done. It is designed to be used universally for 

the ATE system with different types of circuit card of thermal imaging system by adopting matrix relays. Using the 

developed ATE measuring the pre-amplifier amplitude, an average amplified amplitude of 2.71Vpp was measured which 

confirms that it is within the range of theoretical analysis and also verifies the good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ATE. 

      Keywords : Thermal imaging system, ATE, Matrix relay, Test program set, Pre-amplifier

Ⅰ. 서  론

열상장비는 외부로부터 빛의 공  없이도 가시 선

으로 변환시켜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 획득이 

용이하여 군사용 감시 장비나 사격통제장비로 많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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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송 선로의 이상 유무 단, 

장 탱크의 장량 확인, 사스 환자의 체열 검색 등 산

업계와 의료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1]
 열상장비의 

개발은 국내에서는 90년  반부터 군용장비를 심으

로 시작되었고, 재는 냉각방식에서 2세 의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일

본 등에서 활발히 소재  장비에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2～7]. 국내의 열상장비에 한 연구는 다른 나라

에 비해 늦었지만, 다행히도 재에는 학에서 기 소

자에 한 연구가 비냉각 방식에서 조 씩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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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11]
 열상장비의 상품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성능

요소(Performance parameter)는 Resolution, Sensitivity, 

MRT, MDT 등이 있으며,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그 에서도 특히 외선  검출기 분야

의 소재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재 배열 방식

의 3세  소자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련

된 Performance 측정시스템의 자동화는 상 으로 부

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 상인 90년

 반에 개발되어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열상장비 

단증폭부의 상 품질에 련된 기능을 확인하고 주

기능인 증폭도를 계산하여 검사기 으로 설정하고 단

증폭부를 검할 수 있는 ATE의 주요 구성부[12] 인 

Matrix Relay와 단증폭부의 검 TPS(Test 

Program Set)를 설계하 다. ATE Matrix Relay의 핵

심기술은 호스트(PC)에서 보내지는 제어신호 처리 방

법이다. 제어신호를 처리하기 해서는 병렬통신과 직

렬통신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

서는 직렬통신 방식을 사용한 Matrix Relay 구  방법

을 다루겠다. 한 ATE의 계측기 구성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한 TPS를 설계 구 하며, 구 된 ATE를 이용한 

실험을 하고자 한다.  

Ⅱ. 전단증폭부 검사기준 설정

1. 열상장비의 성능평가 기준

성능평가 기 은 II장 3 의 단증폭부 증폭도 계산

의 기본이 되는 지수들을 알아 보기 해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상 품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가 있다.

상 품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는 장면의 내

그림 1. 상 품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

Fig. 1. Various factors affecting image quality.

용(Scene content)에서 목표물의 특징, 배경의 특징, 움

직임, 난잡스러움 등의 요소들이 향을 미치며 이러한 

것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주로 다룬다. 기투과율

(Atmospheric transmittance)은 안개, 비, 먼지 등으로

부터 향을 받으며 학분야에서 처리해야 할 숙제로 

항상 언 된다. 찰자의 경험(Observer experience)은 

교육, 피로, 업무강도 등이 상품질에 향을 주며, 모

니터(Monitor)는 휘도, 조비, 찰자의 거리 등이 

상품질에 향을 주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룰 열상장비

에 련된 상품질 기 은 그림 2에 나타난 성능요소

(Performance parameter)로 요약된다.[14]

 

가. Resolution(Spatial frequency)

공간주 수(Spatial frequency)는 는 시스템 응답 

특성으로 사용되며,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

림 2에 나타낸 것처럼 작은 각도의 근사 값으로 사용되

는, 한 주기 (하나의 바에 하나의 공간)로 더해지는 각

도는 d/R이다. 여기서 d는 한주기의 공간 범 이고 R은 

상으로부터 외선 시스템 입구 조리개까지의 거리이

다. 콜리메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의 

거리 이고, R은 콜리메이터의  평면에 목

표 치를 개체 공간에 설명될 수 있도록 체한다.

 
 

 



 



 


 (1)

그림 2. 공간주 수.

Fig. 2. Spatial frequency.

나. Sensitivity(NEDT)

Sensitivity의 기 은 NEDT(Noise Equivalent 

Temperature Difference)로 카메라 흑체 온도를 망하

면, 흑체 온도는 참조값과 비교되고 변경된다. ∆는 
상 배경온도 차이 값이고 ∆는 차동 출력 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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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잡음의 RMS(Root Mean Square) 값 이며, 여

기서 기울기 ∆∆ 는 달함수 (SiTF)이고 NEDT
는 아래 식 (2)와 같다.

 


∆∆


    (2)

다. MRT 와 MDT

MRT와 MDT는 인 값이 아니라 감지할 수 있

는 온도 차이로 주어진 배경에 상 이고, 때때로 그

들은 최소로 확인할 온도차 MRTD(Minimum Resolvable 

Temperature Difference)와 최소 감지 온도 차이 MDTD

이다. 련된 식은 (3)과 같다.

  


 (3)

여기서,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는 시

스템의 변조 변환함수이다. 는 측정된 값으로 신

호  잡음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는 다양

한 잡음 성분을 해석하는 다양한 필터”를 나타내는 
값이다. 

2. 전단증폭부의 검사기준 설정

단증폭부는 감지기에서 출력되는 수십 미크론 볼

트의 미약한 기 신호를 상신호로 처리할 수 있는 

크기로 증폭(400배∼600배)하는 기 이다.

그림 3은 단증폭기 회로이다. 이 회로의 체 신호 

증폭도는 상의 입력 온도 범 와 주사변환부의 A/D 

변환기 최  입력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를 참조하면 온도 범 는 검출기의 성능과 요구

되는 시스템의 MRTD는 7.5 cycles/mrad에서 0.5 K〬 이다. 

감지온도 범 는 최소분해가능온도차(MRTD)와 실

제 상의 배경과 표 들 간의 온도차이 등을 고려하여 

6 ∼ 60 ℃로 정하 다. 사용된 A/D 변환기의 입력범

는 2이다. 이에 따라 체 증폭도는 1,200∼12,000

그림 3. 단증폭기회로.

Fig. 3. Pre-Amplifier circuit.

그림 4. 최소분해가능온도차(MRTD) 측정값.

Fig. 4. Measured MRTD values.

배로 주어진다. 

시스템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가  단에

서의 압이득을 최 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득을 

무 크게 잡으면 증폭기의 GBW(Gain Bandwidth) 특성

으로 인해 신호 역폭이 제한되며, 원잡음이 증폭되고, 

기생발진 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향들을 고려

하여 여기서는 압 이득율 500배(54dB)로 설정하 다. 

나머지는 뒷단에서 2.4∼24배로 신호 증폭을 한다. 

검출기에 입사된 외선 에 지에 의해 발생한 자

의 이동속도는 186 m/sec 로서 검출기 수평방향의 한 

pixel 길이를 62.5 μm로 가정하면 pixel rate가 

×  pixels/sec 가 된다. 이것은 상신호 주

수로 약 1.5 MHz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고역차단 주

수를 1.5 MHz로 결정하 다. 

증폭기의 허용 등가 잡음 압은 열상 시스템의 

NETD(Noise Equivalent Temperature Difference)와 

단  온도차에 한 검출기외 출력 특성으로 산출되었

다. 시스템 설계 시 이론 으로 산출한 NETD는 약 

0.33 K〬이고, 검출기의 출력특성은 15 μV/K〬이므로 이 

수치들을 용하여 허용 등가 잡음을 계산하면 

0.33×15×1/2=2.5 μV(rms 값)정도이다. 

한 단증폭부의 증폭도 500배를 기 으로 계산하

면 검출기의 동작온도가 냉각방식 일 경우 80 K〬이고 

실제의 인체 온도는 평균 으로 300 K〬이므로 단증폭

도 압(   )은 아래 (4) 계산과 같다.

    ×
  ×  ××

 
(4)

그러므로 검사기 은 2∼3.2 로 설정하 고, 고

역차단주 수는 1.5 MHz이므로 범 내의 값인 90∼110 

kHz를 검사기 으로 설정했다.



2012년 1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9 권 SC 편 제 1 호 83

(83)

Ⅲ. 전단증폭기 정비용 ATE의 구현

1. ATE시스템 H/W개발

본 논문의 연구 상 열상장비의 외선 상을 취

득하여 기 인 신호로 변환하는 검출기에 의해 검출

된 미약한 기 인 신호를 상 신호처리를 하기 한 

단증폭부 검용 ATE(Automatic Test Equipment)

를 구 하 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향후 확장성을 고

려한 Matrix Relay를 자체 개발하여 단증폭부 이외

의 열상장비의 회로기 을 개발가능 하도록 하 다.  

가. Matrix Relay 설계 및 구현

[22]에서는 50∼1000 MHz의 주 수 범 에서 력과 

임피던스의 표 을 이용해 RF 압을 자동으로 정  측

정하 는데, 써미스터 마운트의 실효효율과 열 압 변

환기의 RF-DC차를 측정하기 해 컴퓨터와 디지털 멀

티메터, RF신호발생기, 원공 기를 GPIB 규약에 의

해 연결하여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러나 그

림 5와 같이 1개의 스 치를 이용하여 용의 측정 용

도로 여러 가지 체 기능을 갖지는 못했다.  

ATE 개발에 한 많은 논문이 [22]번과 같이 용의 

테스터나 는 소자 자체의 검을 한 바운더리 스캔

셀과 같은 방식을 연구한 [23]번 논문과 같은 부류들이 

그림 5. 측정 구성.

Fig. 5. Test setup. 

그림 6. Matrix relay동작방법.

Fig. 6. Operation method of matrix relays. 

부분 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ATE를 범용으로 사용

하기 해 32개의 채 을 제어할 수 있는 직렬통신방식

의 Matrix Relay를 개발하 다. 

개발된 Matrix relay 동작 방법은 그림 6과 같이 먼

 PC의 RS-232C 직렬통신 단자를 통하여 달된 제

어 신호는 Matrix Relay 제어부의 직렬통신 소자 

U1 U2 U8 비  고

PA0 : 1 D0 : 1 → PA0 : 1 D0 : 1 → Q1 : 1 Relay1번 ON

PA1 : 0 D1 : 0 → PA1 : 0 D1 : 0 → Q2 : 0 Relay2번 Off

PA2 : 0 D2 : 0 → PA2 : 0 D2 : 0 → Q3 : 0 Relay3번 Off

PA3 : 0 D3 : 0 → PA3 : 0 D3 : 0 → Q4 : 0 Relay4번 Off

PA4 : 0 D4 : 0 → PA4 : 0 D4 : 0 → Q5 : 0 Relay5번 Off

PA5 : 0 D5 : 0 → PA5 : 0 D5 : 0 → Q6 : 0 Relay6번 Off

PA6 : 0 D6 : 0 → PA6 : 0 D6 : 0 → Q7 : 0 Relay7번 Off

PA7 : 0 D7 : 0 → PA7 : 0 D7 : 0 → Q8 : 0 Relay8번 Off

PB0 : 101(클럭입력) CLOCK : 101(클럭입력) U8번 래치동작

PB1 : 0   : 0 U8번   선택

PC3 : 1 U3   : 1 U3(8255)동작 Off

PC4 : 0   : 0 U2(8255)동작 ON

PC5 : 0 RESET : 0 RESET 무신호

PC6 : 0 A1 : 0
 PORTA 선택

PC7 : 0 A0 : 0

표 1. 1번 Relay 동작 과정 표.

Table 1. Operation procedure for the first relay. 

그림 7. 1번 Relay 동작 타이 도.

Fig. 7. Operation timing diagram for the first r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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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232)를 통하여 마이크로 로세서(Atmega16)에 

수신되면, 마이크로 로세서(Atmega16)는 I/O포트를 

통해서 포트 제어소자(8255)로 제어 명령을 송출하고 

포트 제어소자(8255)는 A포트와 B포트를 통해 4개의 8

채  래치소자(74HC573)에 신호를 인가하면 래치 작업

을 통하여 다음 명령이 올 때 까지 명령을 수행한다. 8

채  래치소자가 4개 이므로 32채  까지 제어가 가능

하며, 뒷단에 릴 이를 연결하면 32개의 릴 이가 제어

된다. 여기서 U1은 마이크로 로세서(Atmega16)이며, 

U2, U3는 8255, U7, U8은 74HC574 래치소자 이다. 

표 1은 1번 Relay동작을 한 과정을 표로 나타내었

으며, 그림 7은 1번 Relay를 한 동작 타이 도 이다. 

나. 전단증폭부 TPS구현

단증폭부의 ATE구성은 그림 8과 같으며, ATE의 

계측기 제어를 해 소 트웨어 개발에 Visual Basic 

6.0을 사용하 다. DMM (HP33401A), 원공 기

(HP6032), Oscilloscope (HP54520) 등 계측기 제어는 

GPIB (General Purpose Interface Bus)를 이용했고, 계

측기 Handling을 해 HP에서 개발한 SCPI (Standard 

Commands for Programmable Instrument)와 VISA함

수를 주로 사용 하 다. 

한 개발된 Matrix Relay를 제어하기 한 소 트

웨어 개발에는 PC쪽의 handling에는 Visual Basic 6.0

을 사용하 고 8bit Microprocessor인 Atmega16를 이

용한 Matrix Relay의 제어에는 IDE를 지원하는 마이컴

용 C언어인 CodeVision AVR 2.03.4를 이용해 개발을 

하 다.

그림 9는 단증폭기 회로 TPS  채 이득 시험 메

그림 8. 단증폭부회로 ATE 구성.

Fig. 8. Configuration of ATE pre-amplifier circuit.

그림 9. 단증폭부 시험 화면.

Fig. 9. Pre-amplifier test screen.

그림 10. 단증폭부 시험 결과 화면.

Fig. 10. Test result screen of pre-amplifier.

인화면이다. 굵은 사각형으로 표시한 채 이득 버튼을 

클릭하면 채  2 이득부터 채  7 이득까지 순차 으로 

실행되고, 련된 순서도에 따른 채 별 이득을 측정하

게 된다. 그림 10은 단증폭기 회로 TPS  채 이득 

시험의 포트를 표시한 화면이다. 채 이득 시험 버튼

을 클릭한 포트가 표시된 화면으로 하한 값과 상한 

값의 범 와 측정값  단 와 결과 값이 표시가 된다. 

채 이득 시험은 채 주 수와 채 압을 측정하게 되

는데 채  3 이득 시험 결과 값을 보면 압에서 1.239 

Vpp로 하한 값 2 Vpp보다 낮아 결과 값이 불량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채 들은 모두 범  내에 있으므로 정상

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실  험 

실험 상 시료는 단증폭기 8개 회로카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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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1 2 3 4 5 6 7 8

단증폭기 

주 수(KHz)
108.91 99.20 101.21 100.20 97.28 100.20 99.20 102.24

단증폭기 

압(Vpp)
2.71 2.82 2.72 2.36 2.60 2.52 3.09 2.84

표 2. 단증폭부 측정값.

Table 2. Measured results of pre-amplifier. 

그림 11. 단증폭부 주 수 상자그림.

Fig. 11. Frequency box plot for pre-amplifier.

변수 N 평균 표 편차 SE평균 %95 CI

단증폭부

주 수
8 101.06 3.50 1.24 (98.13, 103.98)

표 3. 단증폭부 주 수 기 통계량.

Table 3. The basic statistics of frequencies for 

pre-amplifier.

개발한 ATE를 이용하여 재 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해 

단증폭부의 출력 압  주 수를 확인하 다. 표 2는 

단증폭부 측정값이다.

단증폭부 회로의 주 수와 증폭 압에 한 일표

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주 수의 평균에 한 95% t-

신뢰 구간의 상자그림은 그림 1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

이 범 는 99.20∼101.99 kHz의 구간이며, 가장 가운데 

값은 100.20 kHz이다. 한 표 3과 같이 주 수 기 통

계량을 확인한 결과 평균은 101.06 kHz이고 표 편차는 

3.50이며 95% 신뢰구간은 98.13∼103.98 kHz이며, 상자

그림의 앙값 100.20 kHz와 평균값은 101.06 kHz로 약

간의 차이가 있으며, 신뢰구간 체가 단증폭부의 II

장에서 계산한 주 수 기 을 충족하므로 실험조건을 

만족한다. 

증폭 압 평균에 한 95% t-신뢰 구간의 상자그림

은 그림 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범 는 2.54∼2.84 

Vpp의 구간이며, 가장 가운데 값은 2.72 Vpp이다. 표 4

변수 N 평균 표 편차 SE평균 %95 CI

단증폭부 압 8 2.71 0.22 0.08 (2.53, 2.90)

표 4. 단증폭부 압 기 통계량.

Table 4. The basic statistics of voltages for pre-amplifier. 

그림 12. 단증폭부 압 상자그림.

Fig. 12. Voltage box plot for pre-amplifier. 

의 단 증폭부 증폭 압 기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평균은 2.71 Vpp이고 표 편차는 0.22이며 95% 신뢰구

간은 2.53∼2.90 Vpp이며, 상자그림의 앙값 2.72 Vpp

와 평균값은 2.71 Vpp로 거의 값이 같으며, 신뢰구간 

체가 II장의 단증폭도 검사기  설정에서 계산된 

이론 인 값인 2∼3.2 Vpp범  내에 치하므로 이론

인 기  값을 만족하여 개발된 ATE 측정 시스템이 재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열상장비의 단증폭부를 검하기 해서 단증폭

부의 증폭 압과 주 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

이 필요하여 GPIB를 이용한 련 계측기를 Handling하

도록 구성하고 Matrix Relay를 자체 설계하여 신호의 

연결 단을 통하여 단증폭부의 성능을 검할 수 있

는 ATE 시스템과 TPS 로그램을 구 하 다. 한 

단증폭부의 증폭도는 II장에서 설명 하 듯이 상의 

입력 온도 범 와 주사변환부의 A/D 변환기 최  입력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러 가지 향들을 고려하여 

압 이득율을 500배(54 dB)로 설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발된 ATE를 이용하여 단증폭부 시료

로 증폭 압과 주 수에 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주 수는 95% 신뢰구간이 98.13∼103.95 kHz이며, 

증폭 압은 평균이 2.71 Vpp임으로 II장에서 분석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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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계산 범  내의 값이 측정되어 우수한 성능을 나타

내었다. 

특히 직렬통신방식의 Matrix Relay를 개발하여 단

증폭부 기능 시험 외에도 추가 인 열상장비의 타 회로

카드의 개발에도 범용으로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의 열상장비 정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 되며, 새로운 열상장비의 연구의 역을 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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