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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DI CCD sensors are being used for most of the electro-optical camera mounted on the
low earth orbit satellite to meet high performance requirements such as SNR and MTF. However, the
CMOS sensors which have a lot of implementation advantages over the CCD, are being upgraded to have
the TDI function. A few methods for improving the issue of motion blur which is apparent in the CMOS
sensor than the CCD sensor, are being introduced. Each pixel can be divided into a few sub-pixels to be
read more than once as is the same case with three or four phased CCDs. The fill factor can be reduced
intentionally or even a kind of mask can also be implemented at the edge of pixels to reduce the blur. The
motion blur can also be reduced in the TDI CMOS sensor by reducing the integration time from the full
line scan time. Because the integration time can be controlled easily by the versatile control electronics,
one of two performance parameters, MTF and SNR, can be concentrated dynamically depending on the
aim of target imaging. MATLAB simulation has been performed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The goal of the simulation is to compare dynamic MTFs affected by the different methods for
reducing the motion blur in the TDI CMOS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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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저궤도 지구관측위성에 탑재되는 전자광학 카메라는 높은 SNR 및 MTF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

기 위하여, TDI 기능이 포함된 CCD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CMOS 센서가 가진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CMOS 센서에도 TDI 기능이 추가되고 있으며, CMOS 센서의 취약점 중의 하나인

motion blur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CMOS 센서에서도 CCD 센서의 multi-

phased clocking 방법과 유사하게, 하나의 픽셀을 다수의 서브픽셀로 나누어 각각을 별도로 읽어내거나,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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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인공위성 탑재용 지구관측 전자광학 카메

라는Charge Coupled Device (CCD) 영상센서를 사용하여

개발되며, 이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CMOS) 영상센서에 비해 우

수한 영상품질을 제공한다. 그러나, CCD는 CMOS에 비

해, 많은 종류의 전원 및 클럭 신호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카메라 제어를 위한 전자 유닛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

점이있다. 반면에, 간단한종류의전원과클럭신호만으

로동작되는CMOS는상대적인성능의단점에도불구하

고, 카메라 전자부의 집적도를 높여 소형화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지구관측 카메라에 채택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저궤도에서 동작되는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는많은경우 push broom 방식으로지상관측을수

행하고, 고속촬영으로 인해 부족한 신호의 크기는 Time

Delayed Integration (TDI) 기능을 활용하여 증가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가진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한다. TDI 기능

은 카메라가 목표물을 스캔 하면서, CCD 영상센서 내

의 여러 개 픽셀들이 동일한 목표물을 반복적으로 촬영

하여 얻어진 개별 신호를 더함으로써, 잡음에 대한 신

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영상데이터

의 선명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목표물 스

캔하는 속도와 신호전하의 센서 내 이동속도가 정확히

일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센서 내에서 신호전하

가 이동하지 않고, 각 픽셀 내에서 전압으로 읽혀지는

CMOS 영상센서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다. 그러나, CMOS 영상센서가 push broom 관측 방식의

저궤도 지구관측 전자광학 카메라에 사용되기 위해서

는 짧은 시간 동안 얻어지는 신호를 중첩시켜서 크게 만

드는 TDI 기능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현되어야 한다. 이

런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는 CMOS 영상센서 외부의 디

지털 도메인에서 개별 픽셀의 값을 더하여 신호의 크기

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신호 대 잡음 비

(SNR)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Chao et al., 2014; Michaelis et al., 2005; Wan et al., 2012). 그

러나, TDI 기능이 구현된 CMOS 카메라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고정된 물체를 일정 시간 동

안 스캔 함에 따라 발생되는 motion blur에 의해 영상의

선명도(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가 현저히 떨어

지는 것이다. 목표물을 스캔 함에 따라 발생되는motion

blur 문제는, 목표물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획

득된 신호전하는 불연속적인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 문제는 CCD 센

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된다. 그러나, CCD의 경

우에는 하나의 픽셀이 다수의 phase clock 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통 three phase 또는 four phase), 각 픽셀

에 축적되는 신호(charge)가 그만큼 더 연속적으로 이동

하기 때문에motion blur 의 영향은 크지 않다. CMOS 영

상센서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motion blur 에

의한 영상품질의 저하로 인하여, 저궤도 지구관측용 전

자광학 카메라에 채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

라, TDI 기능을 가지는CMOS 영상센서에서motion blur

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MOS 센서에서도 CCD 센서의multi-phased clocking 방

법과 유사하게, 하나의 픽셀을 다수의 서브픽셀로 나누

어 각각을 별도로 읽어내거나, 픽셀 사이에 인위적인 마

스크을 삽입하기도 한다(B. Dupont and Bart Dierickx,

2013; Eric Fox, 2014). 또한, 노출 시간(integration time)을

각 라인의 스캔시간, 즉, 라인 타임보다 짧게 하여, TDI

CMOS 카메라 시스템의 motion blur를 최소화 할 수도

있다. 노출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카메

라 제어 유닛의 명령을 통하여, 요구된 특정 촬영임무

의 목적에 맞도록, SNR 우선 영상 또는 MTF 우선 영상

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TDI CMOS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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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사이에 인위적인 마스크을 삽입하기도 한다. 또한, 노출시간(integration time)을 라인타임보다 짧게 하

여, TDI CMOS 카메라 시스템의 motion blur를 최소화 할 수도 있다. 노출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함

으로써, 카메라 제어 유닛의 명령을 통하여, 각각의 촬영임무의 목적에 맞도록, SNR 우선 영상 또는 MTF

우선 영상을 선택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출시간을 조절하여 motion blur를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된 영상품질(dynamic MTF)의 개선 정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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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용 전자광학 카메라에서motion blur를 줄이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노출시간 조절방법의 효과는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 되었으며, 결과적

으로 나타나는 dynamic MTF의 개선 정도를 비교 분석

하였다.

2. Motion Blur에 의한 영상품질 저하

전자광학 카메라에 사용되는 영상센서는 픽셀의 배

열형태에 따라, 1차원 선형센서(one dimensional linear

sensor)와 2차원 영역센서(two dimension area sensor)로

나눌 수 있다. 1차원 선형센서는 한 줄로 배열된 픽셀들

이 촬영대상을 스캔하고, 각 라인을 이어 붙여 2차원 영

상을 생성하며, 2차원 영역센서는 사각형 모양으로 배

열된 픽셀들이 촬영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획득한다.

저궤도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전자광학 카메라는, 많은

경우 1차원 선형센서를 이용하여 지상을 스캔하는 push

broom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한다. 2차원 센서가 촬영

대상을 스냅샷으로 캡쳐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에

는, 센서의 픽셀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 동

안에는, 촬영대상과 카메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도

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1차원 센서를 이용하

여 지속적인 움직임 속에서 촬영대상을 스캔 하는 방법

은, 영상센서가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는 순간에도 움직

임은 계속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영상데이터가 흐려지

는 blur 현상이 발생된다. 촬영대상과 카메라의 상대적

인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motion blur 현상은, 모든 방

향으로 랜덤하게 고주파로 움직이는 미세진동에 의한

blur 현상과, push broom 카메라에서와 같이 스캔에 의

해 발생되는 선형motion blur 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으

나, 본논문에서는후자의경우에대해서만다루고있다.

1) Push Broom 카메라의 Motion Blur

지구 저궤도에서 동작되는 인공위성은 고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초속 7 km 정도의 속도로 비행하

고, 여기에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는 1차원 선형센서

를 이용하여 지상을 스캔하며, 촬영하는 스캔속도는 위

성의 비행속도와 일치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인공

위성이 자세를 능동적으로 제어하여 스캔방향이나 속

도를 조절하여 촬영 할 수도 있으나, 1차원 선형센서가

장착된 카메라의 경우에는 촬영대상을 스캔하는 모션

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카메라의 노출시

간 동안 촬영대상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하나

의 픽셀에 축적된 신호는 지상의 두 픽셀에 대응되는 목

표물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영상데이터의 blur가

발생된다.

Fig. 1에 표현된 것과 같이, 전자광학 카메라의 영상

센서는 대부분 정사각형 모양의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은 카메라 광학부를 통하여 정사각형 모양의

Minimization of Motion Blur and Dynamic MTF Analysis in the Electro-Optical TDI CMOS Camera on a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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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tion blur in the push broom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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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목표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이때, 각 픽셀에 축적된 신호를 샘플링하는

주기는 각 픽셀의 스캔시간과 동일하게 제어된다. 따라

서, 피사체의 밝기에 따라 노출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카

메라의 기본적인 조작이, push broom 카메라에서는 조

절 가능한 파라미터가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센서 내에서의 전하의 이동속도와 지상 목표물의 스캔

속도는 일치된 상황에 한정하여 기술 될 것이며, 이들

두 속도의 오차에 의해 발생되는 영상품질의 저하는 본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

게 언급하지 않는다.

2) Motion Blur에 의한 MTF 저하

영상센서의 각 픽셀이 지상 목표물을 스캔하며 촬영

할 때, 정사각형 모양의 픽셀은 신호의 샘플러(sampler)

가 되며, 샘플링 타임은 노출시간 또는 스캔시간과 같

게 된다. 이때, 각 픽셀은 노출시간 동안 두 픽셀에 해당

되는 목표물을 걸쳐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Fig.1에서

촬영한 2번과 3번 픽셀에서 상대적인 노출시간의 프로

파일, 또는 각 픽셀에서 수신한 신호크기의 세부 프로

파일을 도식화 하면 Fig. 2와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

타낼 수 있다. 각 픽셀에 입력된 신호의 프로파일을 인

접픽셀들과 함께 도식화하면 Fig. 3과 같은 모양으로 나

타나며, 신호가 상호 중첩되어 결과적으로는 영상의 선

명도가 떨어지는 blur 현상이 발생됨을 유추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motion blur 현상에 의해MTF 로 나타내

어지는 카메라 성능의 저하는, 위성의 진행방향과 수직

한 방향(cross-track)보다 나란한 방향(along-track)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Multi-Phase Clocking에 의한 Motion
Blur 최소화

1차원 선형센서에 의해 push broom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발생되는 motion blur 현상은, 정지하고

있는 목표물을 이동하는 카메라가 촬영하기 때문에, 센

서의 픽셀이 에너지를 획득하고 있는 순간에도 촬영대

상은 지속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다. 즉,

연속적인 위성의 움직임과 이산적인(discrete) 신호의 샘

플링 사이에 불일치(mismatch)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차이는 그대로 motion blur 로 이어져 영상의

MTF 저하로 나타난다.

CCD 영상센서의 경우에는 수광 영역(active area) 내

에서 광자(photon)에 의해 생성된 신호전하(charge)가,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일렬로 배열된 픽셀 클럭의 바이어스 전압으로 인

해 전위장벽 및 전위우물이 발생되고, 여기에 채집된 신

호전하가 바이어스 전압의 연속적인 움직임에 의해 한

쪽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배열된 게이트의 수가

많고 촘촘히 배열되어 있다면, 전하의 흐름은 이산적이

아닌 연속적인 것처럼 제어될 수 있다.

CCD 센서에서는 신호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Fig. 4에서와 같은 multi-phase clocking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물리적으로 한 픽셀 내에서 전하가 이

동될 때 네 번에 걸쳐서 나뉘어 이동 됨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신호전하 움직임의 세분화는, 피사체의 연속적

인 움직임과 센서 내에서의 전하의 이동을 동기화 시켜,

push broom 카메라의 motion blur 를 현격하게 감소시

켜주는 효과가 있다(Wang et al., 2011). 따라서, CCD 내

에서 전하의 이동이 two phase clocking 인 경우에 비해

four phase clocking 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motion blur

는 감소 된다. Multi-phase clocking에 의한motion blur 감

소의 효과는 Fig. 5에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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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gnal profile of a pixel caused by scanning for one line
time.

Fig. 3. Amount of motion blur in a pixel caused by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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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CMOS 에서와 같이 일정시간 노출 이후에 전체

데이터를 한번에 읽어 내는 경우에 비해, 스캔방향으로

전하를 이동할 때 네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four

phase clocking 의 경우에는, motion blur의 크기가 상대

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CCD

센서의 TDI 영역에 구현된multi-phase clocking 방법은,

연속적인 스캔 동작과 불연속적인 픽셀 신호의 샘플링

에 의해 발생되는 motion blur를 최소화 하는 데에는 최

적의 설계라고 할 수 있다.

4. TDI CMOS 센서의 Motion Blur

고성능 지구관측용 전자광학 카메라에는 TDI CCD

센서가 최적의 영상센서로 인식되고 있지만, 카메라 개

발의 일정, 비용,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는 CMOS 센

서에 비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

소모와 간단한 주변회로를 필요로 하는 CMOS 영상센

서에 대한 성능향상도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특

히, 고속으로 이동하는 위성의 빠른 움직임에 의해 짧

은 노출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CCD 센서의 TDI 기능은 CMOS 센서에도 구

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TDI 를 사용하지 않을 때, 즉 TDI 단계가 1인 경우의

신호 대 잡음 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GNALTDI_1 = ∫γ1

γ2 
dγ  (1)

NOISETDI_1 =

(Nshot)2 + (Nreadout)2 + (Nanalog_electronics)2 + (Nquantization)2  (2)

                     SNRTDI_1 =                        (3)

여기서, L(λ) 는 지상의 목표물에서 반사하는 에너지

(radiance from the target)를 나타내는 값으로, W/sr·

m2·um의 단위를 가진다. τ0는 카메라 광학부의 투과

율(optical transmittance)을 나타내며, Ad는 영상센서 픽

셀의 면적을 나타내고, F#는 카메라 광학부의 초점거

리에 대한 구경의 비를 나타내는 에프넘버이다. QE는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을 나타내고, Ti는 노출시

간을 나타내고, Ep(λ)는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광

자(photon)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N개의 TDI

단계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식에서 노출시간(Ti)를N배

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때의 신호 대 잡음 비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GNALTDI_N = N × SIGNALTDI_1               (4)

SHOT_NOISETDI_N =   SIGNALTDI_N

             = N × SIGNALTDI1                                        (5)
             =  N × SHOT_NOISETDI_1

SNRTDI_N =  ≅

= =  N × SNRTDI_1      
(6)

결과적으로, 고성능 전자광학 카메라 시스템에서 잡

음(noise)은 shot noise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신호 대 잡음 비는 TDI 단계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

가한다.

CCD 센서의 TDI 기능은 신호전하가 센서 내에서 이

L(λ) × τ0 ×                × QE(γ) × Ti
Ep(γ)

SIGNALTDI_1

NOISETDI_1

SIGNALTDI_N

SHOT_NOISETDI_N

SIGNALTDI_N

NOISETDI_N

N × SIGNALTDI_1

N × SHOT_NOISETDI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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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rge transfer in the CCD Sensor (Janesick, 2001).

Fig. 5. Reduced motion blur by four phase clocking.

πAd

4 ×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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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면서 노출시간을 연장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각 픽

셀에서 신호의 생성과 샘플링까지 완료되는 CMOS 영

상센서 내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

라, 부족한 신호의 크기를 보상하기 위한 TDI 기능이,

CMOS 센서 외부에서, 즉 디지털 영역에서 구현된 센서

도 등장하고 있다(Michaelis et al., 2005). Fig. 6은 TDI 기

능이 부가된 CMOS 영상센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

며, 여기에서 이차원 배열로 구성된 각 픽셀은, TDI

CCD 에서와 동일하게, 스캔하는 카메라에서 동일한 피

사체를 반복적으로 촬영 하도록 제어되며, 이들 신호가

합쳐지는 동작은 CCD 에서와 달리, 외부 메모리에서

수행 된다. 동일한 피사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이들

신호를 더함으로써 밝은 영상을 얻는 점에서는 TDI

CCD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신호의 크기가 커짐

에 따라 얻어지는 신호 대 잡음 비의 개선효과 또한 동

일하게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CMOS 센서이기 때문에

주변 제어회로가 간단하고 집적도가 높은 카메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즉, 스

캔하는 피사체를 하나의 라인타임 동안 연속적으로 노

출하고, 마지막에 한번만 샘플링을 함에 따라, 앞에서

기술한 motion blur에 의한 영향은, TDI CCD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상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즉, 연속적인 피사체의 움직임과 이산적인

신호 샘플링 사이에서 동기화 오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

는 단점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5. TDI CMOS 에서의 Motion Blur 개선

CMOS 센서가 가진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TDI CMOS 센서에서 발생되는 motion blur를 최소화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다양한 방안들

이 제시되고 있다(Dupont and Dierickx, 2013; Fox, 2014;

Wan et al., 2012).

TDI CMOS 카메라에서motion blur를 최소화하는 하

나의 접근 방법은, 비록 각 픽셀에서 생성된 신호전하

가 그 픽셀 내에서 전압으로 또는 심지어 디지털 픽셀

값으로 변환되는 CMOS의 구조이지만, CCD가 가지는

multi-phase clocking 에 의한 동기화 향상의 장점을 도입

하는 것이다.

CCD 센서의 각 픽셀의 구조처럼, CMOS 센서의 각

픽셀도 Fig. 7에서와 같이 수광영역(active area)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카메라의 스캔 방향과 동일하게 순차

적으로 샘플링을 수행하는 것이다(Dupont and Dierickx,

2013; Fox, 2014). CCD에서처럼 신호전하가 스캔속도와

동일하게 이동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픽셀을 네 구역으

로 나누어 읽어 들임에 따라, 피사체의 움직임과 신호

의 샘플링을 최대한 동기화 시킴으로써 기존의 motion

blur를 효과적으로 감소 시켜서 영상품질에 있어서도

CCD 와 유사한 정도까지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MOS 각 픽셀들을, 미

세 제작공정을 통하여 아주 작은 크기의 서브픽셀로 구

현해야 하는 공정기술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한번의 샘플링을 수행 할 시간 동안 네 번의 샘플링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주변 제어회로의 동작속도가 높아

져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CCD 에서는 신호전하

를 반복적으로 이동(shift) 시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신

호를 샘플링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동작속도에 대한 부담

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반면, Fig. 7과 같이 하나의 픽

셀을 다수의 서브픽셀로 나눈 구조에서는 샘플링 속도

가 그만큼 증가되어야 하고, 관련 제어회로의 동작속도

또한 증가되어 전체 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에 부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TDI CMOS 를 이용한 카메라에서 motion blur를 줄

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Fig. 8에서와 같이 각 픽셀과

픽셀 사이에 인위적인 공간(gap)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것은 영상센서의 fill factor 를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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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pt of CMOS image sensor with TDI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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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otion blur 의 정도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각 픽셀

의 수광 영역의 크기가 줄어들고 인접픽셀과의 간격이

커질 경우, 신호의 중첩이 줄어 들기 때문에 영상데이

터에서는 고주파 성분이 사라지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은 Fig. 9에 표현된 것과 같이, 공간주파

수 상의MTF 그래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즉, 픽셀 사

이의 간격(pitch)은 유지되고 픽셀 각각의 크기가 줄어

드는 경우, 각 픽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cut-off 주파

Minimization of Motion Blur and Dynamic MTF Analysis in the Electro-Optical TDI CMOS Camera on a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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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ixels are divided into four sub-pixels to reduce motion blur.

Fig. 8. Intentional gaps between pixels to reduced motion blur in TDI CMOS.

Fig. 9. MTF changes by the intentional gaps between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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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커짐에 따라, 나이퀴스트 주파수에서의MTF 성능

은 그 이전에 비해 커지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fill factor 를 줄여서MTF 를 향상시키는 경우

에는, 삽입한 인위적 공간만큼 빛을 받아들이는 수광 영

역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고 신호

대 잡음비가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

은 TDI 단계를 늘려서, 즉 픽셀의 개수를 늘려서 그만큼

더 많은 샘플링을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보완 할 수 있

다. 그러나, TDI 단계를 증가시켜서 광자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확장하는 것은, 위성의 자세가 그만큼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6. 노출시간 조절에 의한 Motion Blur 개선

앞에서 언급된 CMOS 픽셀구조의 세분화 방법이나

인위적인 공간삽입 방법은, 기존의 TDI CMOS 센서의

구조를 바꾸거나, 센서의 동작속도를 몇 배 증가시켜야

하는 어려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구조를 유지한 채로,

각 픽셀의 노출시간을 라인타임보다 짧게 설정하여 신

호를 읽어 들임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motion blur를

줄일 수 있다.

픽셀 사이의 공간적 간격(spatial gap) 삽입을 이용한

픽셀간 중첩 신호 저감의 효과는 CMOS 센서의 물리적

인 형상을 변경하여 얻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센서설계

를 변경하지 않고, 시간 도메인에서 각 픽셀의 노출시

간을 조절 함으로써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픽셀 라인의 노출시간을 줄이는 것은, Fig. 10에서와 같

이 각 픽셀의 읽기 동작과 그 다음 읽기 동작 사이에 리

셋 동작을 추가함으로써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다.

Motion blur의 저감을 통한MTF의 향상과, 신호의 량

을 크게 하여 신호 대 잡음 비를 극대화하는 것은, 두 가

지의 상반된 성능 요구조건으로, 이들 두 가지 모두 극

대화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즉, MTF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노출시간도 줄이고, 픽셀의 크기도 줄여야 하

지만, 이런 경우 신호의 량이 줄어들어 신호 대 잡음 비

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신호의 크

기를 늘리기 위해 fill factor를 극대화 하고 노출시간도

길게 할 경우, motion blur 가 커지고, 위성 플랫폼의 미

세진동 등에 의한MTF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앞 장에서 기술된, CMOS 센서의 각 픽셀 사이에 인

위적인 간격을 삽입하는 것은 신호 대 잡음 비 보다는

MTF 성능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노출 시간 단

축에 의한 motion blur의 최소화 정도는 앞 장에서 기술

된 Fig. 3과 Fig. 11을 비교하면 정성적인 비교가 가능하

다. 즉, Fig. 3에서의 신호 중첩 량보다 Fig. 11에서의 신

호 중첩 량이 훨씬 적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선형

센서를 이용한 push broom 카메라의 경우, 각 픽셀의 노

출시간, 즉 신호를 읽어내는 주기는 카메라가 하나의 라

인을 스캔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Fig. 2 및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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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dditional reset clock for integration time control in C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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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경우에도, 각 픽셀은 인접한 다음 픽셀에 도달할 때

까지 노출되어 신호를 수집한다. 반면에, Fig.11에 표현

된 방법에서는, 각 라인을 읽어 내는 주기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스캔하는 속도와 동일하게 동기를 맞추고 있

다. 그러나, 각 픽셀이 광자신호를 수신하는 노출시간은

라인타임보다 짧게 설정하여 시간 도메인에서 각 픽셀

사이의 간극을 삽입하고 있다(tintegration < tline_scan). 이렇게

함으로써, 인접한 각각의 픽셀들이 중첩되어 수신하는

신호의 양이 줄어들어motion blur 의 양이 줄어들고, 스

캔 방향으로의MTF 감소는 완화 될 수 있다. 이처럼 물

리적인 픽셀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시간 도메인에서

픽셀 사이에 간극을 삽입하는 방법은 카메라를 제어하

는 전자회로의 유연한 설계가 지원 될 경우, 지상목표

물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즉, 신호

대 잡음 비 성능보다MTF 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

록 카메라의 노출시간을 라인 스캔시간보다 짧게 설정

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MTF 성능보다는 신호 대 잡

음 비 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출시간의 축소

없이 전체 라인 스캔시간 동안 신호를 수신하도록 설정

할 수도 있다.

7. 노출시간 조절 방법의 Dynamic MTF
시뮬레이션

노출시간을 라인타임보다 짧게 설정 함으로써motion

blur 를 저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dynamic MTF

를 얻기 위한 제어방법에 대한MATLAB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센서의 각 픽셀이 knife edge를 가

로질러 이동하면서 픽셀에 축적되는 신호의 크기를 획

득하고, 이를 픽셀의 위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

Edge Spread Function (ESF)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행

되었다.

시뮬레이션에 얻어지는 ESF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U(x) = {                     (8)

ESF(Xd) | ( -p < Xd < p) 

= ΣN
Xs = 1 ΣN

X_p { R × u(Xd + Xs + Xp)}           (9)

위의관계식에사용된각변수의의미는다음과같다.

Xd : 픽셀에서 knife edge 까지의 거리(=initial
position of the scan)

Xs : 픽셀이 스캔 한 거리

Xp : 서브 픽셀의 상대적인 위치

p : 픽셀 사이의 간격

R : 각 서브픽셀에 축적되는 신호의 크기
(0.05 in this simulation)

N :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정한 픽셀당 서브픽
셀의 개수

시뮬레이션은, 노출시간을 라인타임으로부터 단계

적으로 축소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ESF 를 획득하고,

dynamic MTF가 증가되는 정도를 확인 함으로써 ,

motion blur 의 감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A. CMOS센서의 static MTF시뮬레이션
B. CMOS센서의 노출시간을 라인타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dynamic MTF확인 (노출시간 = 100% 라
인타임)

C. CMOS센서의 노출시간을 라인타임의 75%로 축
소하여 dynamic MTF확인

D. CMOS센서의 노출시간을 라인타임의 50%로 축
소하여 dynamic MTF확인

1) CMOS 센서의 Static MTF 시뮬레이션

CMOS 센서의 fill factor 가 100% 인 경우, 나이퀴스트

주파수에서의 이상적인, 정적(static) MTF 값은 63.7%로

1,        when x > 0
0,        els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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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ducing motion blur by changing the integ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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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며(Holst, 1998), 시뮬레이션 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함께 수행되었다.

                       MTFdetector = |  |                      (10)

여기서, d는 픽셀의 크기, f는 공간주파수 이고 나이

퀴스트 주파수 fNyquist = 이므로,

           MTFdetector (fNyquist) =   = 0.637           (11)

하나의 픽셀이 knife edge 에 점점 가까워 짐에 따라

픽셀에서 얻어지는 영상 신호의 크기를 기록하여 ESF

를 얻을 수 있다. CMOS 센서의 각 픽셀이 신호를 수신

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고, 촬영이 중단된 상

태에서, 픽셀과 knife edge의 상대적인 위치를 조정하고,

각 픽셀에서 얻어진 신호의 크기를 픽셀과 knife edge의

상대적인 위치의 관계로 나타내어 ESF를 얻을 수 있다.

얻어진ESF를 일차 미분하여 Line Spread Function (LSF)

를 얻고, 이를 다시 Fast Fourier Transform (FFT)하면

MTF 를 얻을 수 있다.

MTFdetector (f) = FT{ LSFdetector (x)} 

= FT { ESFdetector (x)}               
(12)

얻어진 ESF에 대한 curve fitting 및 smoothing 을 수행

한 다음, 일차 미분하여 Fig. 13과 같은 LSF를 얻었다. 픽

셀의 LSF 는 예상대로 스텝함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

sin(πdf)
πdf

1
2 d

sin(π/2)
(π/2)

d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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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Knife edge for static MTF measurement.

Fig. 13. ESF & LSF of the detector.

Fig. 14. Static Detector MTF.

04허행팔(85~99)ok_원격탐사  15. 5. 7.  오후 6:20  페이지 94



를 FFT 하여 Fig. 14와 같은 전형적인 detector MTF 모양

을 얻었다. 나이퀴스트 주파수에서의 MTF는 앞 절의

계산에서 얻어진 것과 동일한 63.7%로 나왔다.

2) CMOS 센서의 노출시간이 라인타임과 같은 경우의
dynamic MTF

다음 단계에서 수행된 시뮬레이션에서는, 신호를 수

신하는 동안 각 픽셀이 이동하는 dynamic MTF를 다루

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CMOS 센서의 한 픽셀이 knife

edge를 가로질러 한 라인타임 동안 스캔하여 얻어진 신

호의 크기를 획득하고, 초기 픽셀의 상대적인 위치와 얻

어진 신호의 크기를 이용하여 ESF를 획득한다.

CMOS 센서의 dynamic MTF 획득을 위한 시뮬레이

션의 환경은 Fig. 15에 표현된 것과 같으며, 설정한 카메

라의 동작 환경은 다음과 같다.

Minimization of Motion Blur and Dynamic MTF Analysis in the Electro-Optical TDI CMOS Camera on a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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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ynamic MTF simulation with knife edge method.

Fig. 16. Obtaining ESF from dynamic MTF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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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픽셀이하나의라인타임(one line time) 동안이동
- 픽셀은 knife edge 를가로질러이동 (black to white 이동)
- 한 라인타임 경과 후 픽셀 데이터 샘플링 수행 (라인타
임=노출시간)
- 픽셀의 스캔효과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한 픽셀을 400
개의 서브 픽셀로 나눔
- 픽셀의 knife edge 스캔을 통해 ESF 획득

픽셀의 스캔 시작위치와 knife edge 의 상대적인 거리

에 따라 얻어지는 픽셀 값을 이용하여 ESF 를 획득함.

Fig. 16은 dynamic MTF 확인을 위한ESF 획득 시뮬레

이션의 개념을 보여준다. knife edge 와 픽셀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픽셀의 값을 이용하여 ESF를 획득하는 개

념은 동일하지만, 픽셀이 노출을 시작하여 knife edge를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신호를 획득하는 것이 static MTF

의 측정방법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픽셀은 정확히 한 라인타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획득된 ESF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dynamic MTF 값을 획득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과정은

앞의 static MTF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인타임과 노출시

간을 동일하게 한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

과 Fig. 17과 같은 ESF를 얻었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Fig. 17의 ESF 는 픽셀이 특정

위치에서 출발하여 한 라인타임 동안 이동한 후, 얻어

진 신호의 크기를 그래프 상의 한 점에 표시한 다음, 다

시 출발위치를 달리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얻어

진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Fig. 17 (a)의 ESF는 푸리에 변환을 수

행하기 위해 앞과 뒤에 일정량의 포화(saturated) 신호 값

을 삽입하여 Fig. 17 (b)와 같은 형태로 변환하였고, 이를

일차 미분하여 Fig.18과 같은 형태의 LSF를 얻었다.

Fig. 18의그래프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는 triangular

함수이다.

LSF(x) = {  }(13)

따라서, (sinc)2 = FFT [Triangular Function] 이므로, 이

LSF 를 FFT 하여 Fig. 19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것

은 cut-off 주파수까지 정규화(normalize)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출시간을 라인타임과 동일하게 설정

하여 수행된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나이퀴스트 주파

수에서의MTF 값은 41% 이며, 이 값은 SINC 함수를 제

곱하여 얻은 값과 동일한 값이다.

0.2 _ 5*| x _ 1.04 |,       when |x _ 1.04|≤0.04
0,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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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SF by the simulation with knife edge scanning (integration time=line time).
(a) Original ESF (b) ESF after appending saturated value

Fig. 18. LSF by the simulation with knife edge scanning
(integration time=lin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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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시간을 라인타임보다 짧게 설정한 dynamic

MTF 시뮬레이션 (75%)

Fig. 11에 표현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라인타임

의 75% 동안만 노출하고, 나머지 25%의 시간은 전자 셔

터를 사용하여, 신호가 입력되지 않게 함으로써, motion

blur 에 의한 영상품질 저하를 축소시키는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이외의 시뮬레이션 방법

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75% 노출시간을 적용하여 수행된 시뮬레이션에서

Fig. 20과 같은 ESF를 얻었다. 얻어진 ESF를 100% 라인

타임에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LSF를 획득하고 FFT

를 수행한 결과, Fig. 21과 같은 MTF 그래프를 얻었다.

여기에서 얻어진 나이퀴스트 주파수에서의 MTF 값은

50%로, 앞의 100% 라인타임의 경우에서 얻어진 41%

보다 향상된 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노출시간을 라인타임보다 짧게 설정하여 dynamic
MTF 시뮬레이션 (50%)

Fig. 11에 표현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라인타임

의 50% 동안만 노출하고, 나머지 50%의 시간은 전자 셔

터를 차단하여, 신호의 입력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motion blur 에 의한 영상품질 저하를 저감시키는 과정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Knife edge를 이용한 dynamic MTF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고, 50% 노출시간을 적용하여 Fig. 22와 같은ESF

를 획득하였다. 얻어진 ESF를 100% 라인타임에서와 동

일한 과정을 거쳐, LSF를 획득하고 FFT를 수행한 결과,

Fig. 23과 같은MTF 그래프를 얻었다. 여기에서 얻어진

나이퀴스트 주파수에서의 MTF 값은 57.3%로, 앞의

100% 라인타임의 경우에서 얻어진 41% 보다, 75% 라

인 타임의 경우에서 얻어진 50% 보다 많이 향상된 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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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MTF by the simulation with knife edge scanning
(integration time=line time).

Fig. 20. ESF & LSF when integration time is 75% of the line time. Fig. 21. MTF when integration time is 75% of the lin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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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정지하고 있는 지상 목표물을, 이동하고 있는 인공위

성 탑재 카메라가 스캔하여 촬영 할 때 발생되는motion

blur와 이에 따른 영상품질의 저하 현상이, 목표물의 이

동과 신호전하의 이동을 동기화 시켜주는 TDI CCD 에

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신호전하의

이동 없이 각 픽셀에서 신호를 읽어내는 CMOS 센서에

서는 motion blur 에 의한 영상품질의 저하는 해결되어

야 할 과제이다. 저궤도 지구관측용 전자광학 카메라의

개발에 CMOS 센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CCD

센서의 TDI 기능을 CMOS 센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TDI CMOS 센

서에서 motion blur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

되고 있다. CMOS 센서도 CCD 센서처럼 각 픽셀을 서

브픽셀로 나누어 신호를 읽어 내거나, 픽셀과 픽셀 사

이에 인위적인 공간을 삽입하여 motion blur를 저감 시

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TDI CMOS를

이용한 카메라 시스템에서, 센서의 설계 변경 없이 노

출시간 만을 제어하여motion blur 저감 시킬 수도 있다.

MATLAB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축소된 노출

시간에 따른 dynamic MTF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여기서, motion blur 최소화를 위해 줄어든 노출시간

은 TDI 단계를 늘임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 따라서,

CMOS 센서의 부족한 dynamic MTF 성능을 향상 시키

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카메라를 제어하는 전자회로의 기능을 확장하여, 노

출시간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상 촬영

의 목적에 따라, MTF 우선 영상 또는 신호 대 잡음 비 우

선 영상을 선택적으로 획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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