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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atellite Electro-Optic Payload System needs special requirements with the conditions
of limited power consumption and the space environment of solar radiation. The acquired image quality
should be mainly depend on the GSD (Ground Sampled Distance), SNR (Signal to Noise Ratio), and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On the well-manufactured sensor level, the thermal noise is removed on ASP (Analog Signal

Processing) using the CDS (Corrective Double Sampling); the noise signal from the image sensor can be
reduced from the offset signals based on the pre-pixels and the dark-pixels. The non-uniformity shall be
corrected with gain, offset, and correction parameter of the image sensor pixel characteristic on the sensor
control system. This paper describes the SNR enhancement method of the satellite EOS payload using
the mentioned noise remove processes on the system design and operation, which is verified by tests and
simulations.
Key Words : Satellite, Camera, Image, Sensor, SNR

요약 : 위성용 전자광학탑재체는 제한된 소모전력 및 우주방사선과 같은 사용 환경에 의해 설계부터 특별

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획득 영상의 품질은 주로 GSD (Ground Sampled Distance), 신호대잡음비

(SNR, Signal to Noise Ratio),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에 따라 좌우된다.

영상센서의 출력신호에 포함된 잡음 감소를 통한 신호대잡음비 개선을 위하여, 센서에 추가된 프리픽셀

(Pre-pixel) 및 다크픽셀(Dark-pixel)을 사용하여 CDS (Corrective Double Sampling) 방식을 통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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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위성을 비롯한 인류의 우주개발 역사는 1957년

발사한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소간의 냉전시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

재까지 지구관측용 인공위성을 주축으로 활발히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Young, 2015). 인공위성은 주로 저궤

도 및 정지궤도에서 임무에 따른 탑재체를 장착하여 운

영하며, 운영고도에 따른 장단점을 반영한 설계가 적용

된다(Buchen, 2015). 특히 위성탑재카메라의 경우 주로

저궤도 또는 정지궤도의 우주환경에서 영상을 획득해

야 하는 특성 때문에 영상전자센서 설계과정에서 온도

를 포함한 외부 잡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고해상

도 위성영상의 경우 신호대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 GSD (Ground Sampled Distance),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등이 품질판단의 기준이

된다. 고해상도 위성탑재카메라의 영상센서시스템에

서는 센서와 부품레벨에서의 잡음, 시스템의 내부 잡음

과 외부 인터페이스에 의한 잡음 등이 신호대잡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잡음 요소가 된다(Hobbs, 2011).

영상센서는 제작 시 고유한 물리적 특성인 암흑신호

(Dark Signal)를 가지며, 이는 검보정 처리 작업에서 센

서레벨의 잡음 보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제거된다. 전

자센서시스템에서 기 제작되어 조립된 센서의 고유 잡

음은 현실적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고, 시스템 제어를

통해서 열잡음을 포함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추가되는

잡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Lee and

Yoon, 2003). 대표적인 영상센서의 잡음 감소 방법으로

빛 수광 목적의 이미지픽셀(Image Pixel)과 별도로 추가

된 프리픽셀(Pre-pixel)과 다크픽셀(Dark-pixel)을 사용하

여 ASP (Analog Signal Processor)에서 원신호에 추가된

잡음 성분의 오프셋 (Offset) 신호를 제거하는 CDS

(Correlative Double Sampling) 방식이 있다(Sohn, 2003).

영상시스템에서의 대표적 잡음으로는 출력포트별

특성과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 변환기의 특

성이 반영된 다양한 불균형성이 잡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이점(Two-point) 기준영

상을 이용한 방법, 다점(Multi-point) 기준영상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보정계수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

전자시스템의 선형계수와 불균일 특성 보정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Kong, 2011).

또한 영상센서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정확한 요구 조

건 도출을 통해 획득 영상의 최적 신호대잡음비 요구규

격을 설정하여 설계 및 제작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이

를 위해서 위성의 임무 환경 및 운영 조건을 반영한 노

출시간 조정과 다촬영 중첩처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

며, 균일한 영상 획득에 영향을 주는 센서 및 제어시스

템의 영상 출력포트에 의한 영향 분석을 통한 잡음개선

방법도 활용된다(Nakamura, 2016).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센서

시스템에서의 대표적인 잡음에 관한 기술과 각 단계별

잡음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

안하며, 제작된 시제를 통해 제안된 방법을 구현, 검증

함으로써 전자광학카메라의 신호대잡음비를 포함한

영상 품질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 영상센서 시스템의 잡음 특성

전자광학시스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영상센서는

CCD (Charge Coupled Device)와CIS (CMOS Image Sensor)

이며, 고해상도 영상 획득을 위한 시스템에서는 센서제

어부의 구현은 복잡하나 적은 양의 빛을 고속으로 획득

할 수 있는CCD가 장점을 갖는다. 영상센서시스템 설계

에는 신호대잡음비, 양자효율(QE, Quantum Efficiency),

응 답 (Responsivity), 등 가 잡 음 전 력 (Noise-Equivalent

Power), 정전용량(Capacitance), 스펙트럼 응답(Spec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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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잡음 성분을 포함한 오프셋 신호(Offset Signal)를 제거하는 아날로그 신호처리(ASP, Analog

Signal Processor)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센서 제어시스템에서는 영상의 불균일성 처리를 위해 제어시스템

의 출력 포트별 게인(Gain), 오프셋, 및 센서의 화소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에 의한 보정 방법이 적용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 설명한 여러 가지 잡음 개선방법을 시스템 설계 및 운영에 적용하여 위성탑재용

전자광학카메라의 신호대잡음비 향상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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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공간균일성 (Spatial Uniformity) 등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며, 영상센서를 이용한 획득 신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센서를 포함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잡음 개선을 통한 신호대잡음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잡음이란 구현된 시스템이 획득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로, 전자시스템에서 대표적으로 백색

잡음(White Noise)이 있다. 백색잡음은 평균값이 0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스펙트럼 밀도

로 측정 가능한 특징이 있다. 영상센서시스템의 주요

부품은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산란(Scattering)을 포함

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으며, 전원을 인가하면 열잡음

(Thermal Noise), 산탄잡음 (Shot Noise), 플리커잡음

(Flicker Noise) 등이 발생한다. 저항성분에 나타나는 열

잡음에 대한 잡음밀도(Noise Density)는 식(1), 잡음전력

(Noise Power)은 식(2)와 같다(Arnaud and Carlos, 2003).

= 4kTR, V2 / Hz                                     (1)

Vn
2 = 4kTR∆f, V2                                         (2)

T; 온도, R; 저항
k = 1.3806488 × 10

_23 m2kgs
_2K

_1

∆f ; 잡음 대역폭(Noise Bandwidth)

포토다이오드나 CCD 등의 photosensitive 디바이스

에서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비교적 적은 양

의 암전류(Dark Current)가 흐르며, 이는 영상센서에서

주요 잡음으로 작용하고 암흑신호와 암흑신호잡음

(Dark Signal Noi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흑신호는 디

바이스의 특성에 의해 고정된 양의 잡음이며, 암흑신호

잡음은 시간에 의해 변하는 암전류에 의한 잡음을 의미

한다.

센서를 제어 및 운영하기 위한 제어보드 레벨에서는

잡음 성분으로 메모리칩에 중요한 클럭(Clock), 제어신

호(Control Signal) 등의 고주파 라인들과 전원, 접지 등

의 신호들이 전자기적인 결합이나 복사 전자파의 증가

와 전자파 장해 등의 문제로 오동작 및 다른 보드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 센서 제어보드를 용도에 맞게 동시에 통합, 운영

하는 영상센서시스템 레벨에서는 인접 보드간의 Cross

talk, AC 전원 및 외부환경에 의한 진동, 열에 의한 각종

잡음들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

른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과정에서 시스템 간의 신호 전

송, 공용 전원 및 접지 사용 등의 원인에 의한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 잡음은 Shielding, Filtering,

Isolation 기법 등을 사용하여 차단하지만 시스템간의

통합운영으로 인해 완벽한 차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3. 잡음에 의한 영상센서시스템 영향 분석

영상센서시스템의 잡음에 의한 영향 분석은 시제 제

작된 1D 및 2D 가시광 영상센서시스템과 지상시험을

위한 적분구 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및 관련 데이

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영상 품질을 좌우하는

다양한 잡음에 대해서 센서, 제어시스템 및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까지 단계별로 분류 및 분석하였고,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1) 영상센서 레벨에서의 잡음

기본적으로 영상센서제어시스템에서 전체 동작을

위해 전원을 인가하면 동작 및 대기전류 소모로 인해 전

체시스템의 온도는 서서히 증가하며, 영상획득을 위한

센서의 동작모드 및 최고 성능발휘를 위한 피크모드에

선 특별히 그 동작으로 인해 추가적 온도의 상승 현상

이 발생한다. 주로 저궤도 탑재카메라에서 고속의 영상

획득을 위해 푸시브룸(Push-Broom) 방식으로 동작하는

스캔 방식의 1D 라인센서의 경우, Fig. 1과 같이 앞서 언

급한 열잡음을 포함한 기본 잡음이 발생한다. Fig. 1은

외부의 빛이 전혀 없는 암흑환경에서 획득한 잡음만을

포함한 기본 신호이다. (Fig. 1은 1D 라인센서 이해를 위

한 예제신호이며, 일반적으로 센서의 끝단은 보정이 적

용되는 유효 영상신호가 아닐 수 있다.)

FPN (Fixed Pattern Noise, 고정 패턴 노이즈)과 구별

되는 이러한 암전류에 의한 잡음 신호는 시간별, 영상

픽셀별로 매번 다르게 나타나므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는 없으나, 센서의 운영을 통한 저감방법으로 그 영향

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

2D 평면센서의 경우, 1D 라인센서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은 수의 영상 픽셀이 존재하여 기본 잡음에 대한

Vn
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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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간의 불균일성 등이 1D 라인센서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다. 복사보정을 통해 획득한 보정 값을 이용한 센

서의 실시간 보정에서도 1D에 비해 훨씬 많은 영상픽

셀과 이로 인한 사용 메모리, 프로세서내의 연산량 등

의 이유로 궤도상에서 실시간 보상도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2) 제어보드 및 센서시스템 레벨에서의 잡음

비교적 제어가 간단한 CMOS 센서에 비해 , TDI

(Time Delay Integration) CCD는 획득된 전하의 수많은

수직, 수평이동을 위한 클럭 및 시스템 마스터 클럭 등

의 사용으로 인해 보드 내부에서 센서의 동작 및 출력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이 발생 확률이 높으며, 칼

라 영상 (MS, Multi Spectral image) 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개의 밴드별 동작으로 인한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흑백 영상 (PAN, PANchromatic image)과

칼라 영상의 동기화 동작을 위한 다양한 제어신호들이

서로간의 간섭 잡음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고해상도의 영상획득을 목표로 설계된 영상센서제

어시스템은 시스템의 요구조건 만족을 위해 1D의CCD

가 주로 사용되며, 넓은 지상 관측폭 확보를 위해서 여

러 개의 센서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사용되고, 빠른 영

상데이터의 출력을 위해 각각의 센서에 많은 출력포트

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각 출력포트 별로 설치된 각각

의 ADC별 특성에 따른 잡음이 발생 가능하다. 추가적

으로, 흑백 밴드와 칼라 밴드의 다출력에 의한 간섭에

이어, 지구를 도는 위성의 고도 변경 및 촬영 각도에 따

른 고속 라인스캔을 위한 수광 시간 (라인레이트 ,

linerate)의 미세 조정에 의해 서로간의 간섭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위성탑재카메라의 영상센서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된다.

영상센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영상(빛) 정보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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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1D Line Sensor Basic output signal.

Fig. 2. Image Sensor System of the Satellite Pay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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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자신호로 변환하는 영상센서와 영상센서를 제

어하는 많은 전자부품들, 그리고 디지털화된 영상정보

를 저장, 전송하는 자료 처리장치로 구성된다. 영상센서

를 비롯하여 ADC까지의 영역은 아날로그 영역으로 외

부 잡음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며, 그 이

후는 디지털 영역으로 영상정보의 질에는 더 이상의 영

향을 주지 않지만, 데이터의 전송 등에 물리적으로 영

향을 줄 수는 있으며 이는 성공 혹은 실패로 극명하게

나뉜다.

센서의 아날로그 출력이 ASP내에서 처리되는 절차

는 Fig. 2의 비디오 프로세서와 같다. 우선 처리되는

CDS방식은 기준 신호를 저장하고 다음 입력신호에서

저장된 기준 신호를 빼서 출력하는 샘플링 방식이다. 아

날로그 회로설계에서 주로 저주파 잡음 제거에 사용되

는 방식이며, 센서 제어에서는 기본적인 신호처리 방식

으로 사용되나, 스위칭(Switching)으로 인한 고주파 열

잡음(Noise Folding) 현상 및 스위칭 잡음의 증가 가능성

은 존재한다.

영상전자시스템의 카메라전자부에 영향을 주는 주

요 외부 노이즈에는 고주파 성분에 의한 영향(Main

Clock 등의 영향)과 저주파 성분에 의한 영향(통신 라인

에 의한 영향)으로 구분 될 수 있다. Fig. 3은 외부 디지

털화된 영상정보의 전송 및 내부, 외부간의 인터페이스

에 영향을 주는 외부 잡음에 의한 영향을 보여준다.

Fig. 3에서와 같이, 저주파 및 고주파 잡음 성분이 다

양하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자시스템

외부 노이즈 감쇄를 위해 기본적인 통신 신호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Twisted line 사용’, ‘통신라인, 쉴딩

(Shielding) 사용’, ‘접지(Ground) 처리 및 강화’를 통해서

통신신호에 미치는 잡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4. 단계별 잡음 감소 최적화 설계

앞장을 통해 확인한 영상센서시스템에 영상을 주는

다양한 종류의 단계별 잡음에 대해서, 센서 제어를 통

한 방법과 불균일성 보정을 통한 보드 및 시스템 레벨

에서의 감소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영상센서 제어를 통한 잡음 개선 방법

영상센서로부터 획득한 영상데이터는 ASP내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 전에 다양한 외부 잡음에 노출된다.

영상센서 제어를 위한 다양한 클럭신호와 전체 시스템

의 동작을 위한 마스터 클럭, FPGA 동작을 위한 클럭

및 통신모듈에 사용되는 고속의 동작 클럭까지 영상센

서에 잡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는 그 종류가 다

양하다.

ASP내의 게인(Gain)과 오프셋의 동작 개념은 Fig. 2

와 같다. CDS 처리된 아날로그 영상데이터는 ADC에

의해 디지털로 처리되기 전, 게인과 오프셋 처리를 통

해 ADC 입력에 맞게 변환된다. ADC 전체 허용범위에

맞게 증폭이 이루이지며, 신호와 잡음이 동시에 커지므

로 잡음 감쇄에는 큰 효과가 없다.

ADC 처리되어 디지털로 변환된 센서신호는 디지털

레벨의 오프셋처리와 다크픽셀처리 과정을 거친다. 센

서에서 영상획득과 별개로 설치된 프리픽셀의 경우 센

서의 출력 포트에 대한 기본 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

크픽셀의 경우 온도를 포함한 외부 잡음에 의한 변화 값

을 오프셋 값으로 포함하고, 이는 영상센서의 잡음 성

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신호에서 프리픽셀과 다크픽셀

의 값을 단순 제거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실시간으로 변

화하는 센서의 잡음제거를 위해 프리픽셀과 다크픽셀

의 회귀(Feedback) 보정을 통한 실시간 보정 방법을 구

현하였다. (Fig. 4)

영상센서에 영상 수광 목적의 동작픽셀(Active Pixel)

영역 이외에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프리픽셀과 다

크픽셀이 센서의 제작과정에서 추가되어 센서의 동작

시 보정작업 및 방사선시험을 비롯한 각종시험에 유용

The Signal-to-Noise Ratio Enhancement of the Satellite Electro-Optical Imager using Noise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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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side Noise Effect to the Image Data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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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된다(Cohen and J-P, 2000;Hopkinson, 2000).

본 논문의 센서 제어 방법에 의한 잡음 저감 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1D 라인센서는 TDI CCD로 4개

의 프리픽셀(PPixel )과 여러 개의 다크픽셀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라인에서 프리픽셀의 평균값(Avg)은

                          Avgt = PPixeli
t                           (3)

와 같고, 이 값은 센서의 오프셋 처리에 사용한다.

획득한 영상에서 프리픽셀에 의한 오프셋 값(Offset )

은 현재 라인의 평균값을 포함한 이전 4개 라인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Offsett = Avgt _ i                           (4)

이렇게 획득한 영상픽셀(Pxi)에서 오프셋 처리된 최

종 값(Pxoffset, i)은

                    Pxt
offset, i = Pxi

t _ Offsett _ A                      (5)

와 같다. 일반적인 오프셋 처리에 추가적인 실시간

보정을 위한 추가 값(A, additive value)을 적용한다. 오프

셋 픽셀과 함께 다크픽셀 처리를 위해 센서에 설치된 모

든 다크픽셀의 평균값(DPavg )을 구한다. 영상픽셀의 실

시간 암흑신호 보정을 위한 추가 값(A)은 시스템에서

미리 구한 오프셋과 다크픽셀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제

어보드에서 아래의 수식으로 획득한다.

Darkt = DP t
avg

_ Offsett + At _ 1                            (6)

I t
dark = (W•I t _ 1

dark+ Darkt)                           (7)

     At = I t
dark

_ C ; C is 제어 값(사용자 설정 값)      (8)

암흑신호 계산에는 센서 및 시스템의 동작시간 및 외

부환경 등의 다양한 상태를 실시간 반영한 보정 수행을

위해, 회귀 보정을 통한 추가 값(A)을 계산해서 사용하

며, 이 과정에서 계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C’ (사용

자에 의해 설정되는 값, 식(8))를 사용한다. 이 값은 주로

센서의 암전류(Dark Current) 값을 고려하여 ADC에 맞

는 DN (Digital Number) 값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너무 높게 값을 주면 영상 값이 0(제로)으로 출력되

어 유효 영상정보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W’는 암흑신호 계산에 적용한 가중 인자(Weight Factor)

로 0부터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최대 설정 값을

둔다. 이렇게 구해진 값은 초점면전자부의 영상센서 제

어를 통한 영상획득 과정에서 프리픽셀, 다크픽셀과 함

께 처리된다.

2) 제어보드 및 센서시스템 레벨의 잡음 감소 방법

다양한 제어보드 및 센서시스템에서의 잡음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센서에서 ADC를 통해 디지털 영상정보

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획득 영상데이터에 포함된 잡음

에 대해서 후처리 과정을 통해 그 값을 낮추는 방식을

1
4

3

∑
i = 0

1
4

3

∑
i = 0

1
W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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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ffset, Dark pixel processing routine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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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센서의 출력포트로부터의 신호는 각 포트 별

로 장착 된 ADC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센서

는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약간의 픽셀별 불균형성이 존

재하며, 각 출력포트 별 특성과 ADC 변환기의 특성, 그

리고 기타 전자시스템에 의한 외부 잡음 등이 획득한 영

상에서 불균일성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 역시 센서시

스템에서 원하지 않은 정보, 즉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

고 이는 센서레벨의 잡음과는 다르게 FPN의 특징을 일

부 갖는다.

영상센서의 픽셀에서 동일한 광량에 대해 동일한 디

지털응답을 얻기 위한 보드레벨의 보정작업은 대용량

의 영상획득 및 실시간 전송으로 인해 복잡한 다차원방

정식의 처리가 불가능하며 대부분 1차식으로 수행되고

카메라시스템 레벨의 복사보정시험을 통해 획득한 보

정계수를 이용하여 카메라시스템의 불균일 보정 작업

이 수행된다.

영상센서시스템의 조립 이후, 지상시험과정에서 카

메라에 공급할 동일한 광량의 생성이 가능한 적분구

(Integration Sphere)를 사용하여 보정계수를 획득할 수

있다. 보정계수는 카메라에서의 실시간 처리를 위하여

게인과 오프셋으로 구성된 1차식 계수로 정의되어 사

용된다.

보정계수 획득 방법에는 이점 기준영상을 이용한 방

법과 다점 기준영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다점 기준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다시 최소자승법에 근

거한 방법과 영상전자시스템의 선형계수와 불균일 특

성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점을 이

용한 방법은 계수 획득 방법이 간단하고, 사용한 두 입

력광 근처에서는 높은 보정 효율을 가지나, 그 외의 입

력광 영역에선 선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다

점 기준영상을 사용한 방법은 이점 기준영상을 보완하

기 위해 세 곳 이상에서 획득한 영상을 사용하여 보정

계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 외에 각 픽셀 별 최적의 선

형계수를 미리 계산하여 보정계수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영상보정에 있어, 센서 자체의 프리픽셀과 다크픽셀

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오프셋 처리가 수행된 이후, 카

메라의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 오프셋 처리가

수행되며, 이를 DSNU (Dark Signal Non-Uniformity, 암

흑신호 불균일)로 정의할 수 있다. 센서레벨의 오프셋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DSNU의 신호 레벨은 크지

않으나, 획득 영상의 정밀 보정을 위해 추가 수행된다.

DSNU 처리 이후, 영상센서의 PRNU (Photo Response

Non-Uniformity, 광응답불균일) 처리가 수행되며 일반

적인DSNU, PRNU 획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적 보정계수 획득 방법

일반적으로 DSNU의 경우, 암흑신호를 그대로 이용

하거나 암흑신호의 평균에서 암흑신호를 제한 값을 사

용하며, PRNU의 경우 이점을 이용한 방식으로 암흑신

호와 최대신호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Hobbs,

2011;Nakamura, 2016).

- 암흑신호, DSNU
                     DSNUi, j = Dark _ Darki, j                       (9)

Dark = Average Dark Signal                                  (10)
Darki, j > AvgDark ; DSNUi, j = 0x8000 + Darki, j

_ AvgDark

AvgDark
_ Darki, j ; DSNUi, j = AvgDark

_ Darki, j

- PRNU
PRNUi, j = 0x8000• ; High

_ High Average Signal

Darki, j > High ; PRNUi, j = 0                                  
(11)

PRNUi, j > 0xFFFF ; PRNUi, j = 0xFFFF

(2) 제안 보정계수 획득 방법

제안된 보정계수 획득 방법에서DSNU의 경우, 기본

암흑신호 혹은 암흑신호의 평균값에 앞서 암흑신호 보

정에 사용한 것과 같은 Additive Value를 사용하는 방법

이다. Additive Value의 값에는 암흑신호의 표준편차 값

이나 프리픽셀, 다크픽셀을 추가로 이용한다. PRNU의

계산에서 이점 이용방식에서 암흑신호와 최대신호 이

용방식에서 벗어나, 최적의 선형성을 갖는 구간을 기준

으로, 카메라의 사용에 있어 최다로 사용되는 광원의 특

성을 반영한 구간을 선택하여 PRNU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되는 곳의 광량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다.

- 암흑신호, DSNU

          DSNUi, j = Dark _ Darki, j
_ (StdDark*N)         (12)

(Highi, j
_ Darki, j)

High _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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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 Average Dark Signal                         (13)

Darki, j > AvgDark ; DSNUi, j = 0x8000 + Darki, j
_ AvgDark(14)

+ (StdDark)*N
AvgDark

_ Darki, j ; DSNUi, j = AvgDark
_ Darki, j

_ (StdDark)*N   

- PRNU

PRNUi, j = 0x8000•

High _ Selected Average Signal
Low _ Selected Average Signal                         (15)
Darki, j > High ; PRNUi, j = 0
PRNUi, j > 0xFFFF; PRNUi, j = 0xFFFF

5. 신호대잡음비 최적화 설계 방안

앞서, 센서 및 제어시스템에 미치는 잡음의 영향을

다양한 방법의 제어를 통해 감소시켜 전체 영상정보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보다 근본적으로 목

표영상의 활용을 위해 탑재카메라의 신호대잡음비에

대한 최적 요구 규격 설정 및 이를 만족하기 위한 설계

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출시간 조정 등의 다양한 운용

방법과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설계, 제작에 사용하는 센

서의 크기와 획득 목표로 하는 신호를 미리 결정하는 등

의 다양한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Fig. 5에서의 지상 관

측영역과 위성카메라의 영상픽셀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Cho, 2002).

     Es = L(λ) × As ;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Energy  (16)

E0 = Es × ; 광학계 구경 도착 Energy       (17)

= L(λ) × As ×

          Signal =
λ2

λ1
LOTOQλdλ         (18)

Ap ; 광검출기소자 면적
ti ; 적분시간
COR ; 중앙차폐율
F ; F-number
h ; Plank 상수 (6.626196 × 10

_34 Jsec)
c ; 광속 (2.997925 × 108 m/sec)
λ ; 파장
L0 ; 입력 Radiance
T0 ; 광학계 투과율
Q ; 양자효율

Signal = E0 × τop × τatm ×QE ×Δt ×

= L(λ) ×As × × τop ×τatm ×QE ×Δt × (19)

= × A0 × τop × τatm× QE ×Δt ×

식(19)에서와 같이 획득 영상의 신호 세기가 결정되

므로, 노출시간 조정 및 정확한 목표 신호의 정의, 센서

의 크기 선택 등을 센서시스템의 초기 요구 규격 설정

과 실제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여 원하는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영상센서시스템의 잡음은 촬영 잡음(Shot Noise), 암

흑 잡음(Dark Noise), 출력 잡음(Read-Out Noise), 이산

화 잡음(Digitization Noise), FPN, 기타 전자회로 잡음의

집합이다. 촬영 잡음Ns는 탑재체에 입사하는 광량자의

Poisson 분포에 기인하며, Ns, 이산화잡음 및 전체 잡음

은 다음과 같다.

(Highi, j
_ Lowi, j)

High _ Low

∫�Apti(1 _ COR2)
4hcF2

1
ΔE

1
ΔE

A0

H2

A0

H2

A0

H2

1
ΔE

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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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arth Position and Satellite Camera Image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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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  Signal                                                         (20)
Nr ; 출력 잡음 (광검출기소자에서 읽을 때)

이산화잡음 ;

Nq =
      

(21)

Nt =  N2
s + N2

d + N2
r + N2

q + N2
FP + …                (22)

        Sensor Noise = N2
d + N2

r + N2
q + N2

FP + …        (23)

배경 신호와 센서의 잡음이 전체 잡음으로 동작한다.

   Noise =  Signal Background + (Sensor Noise)2  (24)

앞서 획득한 신호의 세기와 잡음의 크기를 이용한 신

호대잡음비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SNR =                                                        (25)

= 

식(19)와 식(25)를 사용하여, 설계, 제작 될 위성탑재

용 전자광학시스템의 초점면 전자부 설계(Ap)와 광학

부 설계(T0 )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제작된 시스템에서 노

출시간(Δt )과 같은 운영 조건 설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획득 목표 영상의 신호대잡음비 최적화 시스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6. 신호대잡음비 개선 효과

1) 각 단계별 신호대잡음비 개선 효과

센서의 제어를 통한 잡음제거 방법으로 센서의 암전

류 제거를 통한 잡음 개선효과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해당 시험에 사용한 센서시스템은 1D CCD를 사용

하며, ADC의 동적범위(Dynamic Range)는 14bit, 센서의

기본 잡음(보정 전 암흑신호)은 약 포화 대비 3%이다.

Fig. 6은 대용량의 1D 영상센서를 사용한 영상센서 시

스템에서 프로세서(Fig. 4)를 사용하지 않고 획득한 영

상이며, Fig. 7은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획득한 결과이다.

Fig. 6은 ‘Max ; 630 DN, Mean ; 413 DN, Std ; 83.6’와 Fig.

7은 ‘Max ; 106 DN, Mean ; 42 DN, Std ; 13.6’과 같이 차이

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은 일반 실험실 온도에서 수행

하였으며, 온도의 증가에 대해서도 잡음 제거 효과가 동

일함을 확인하였다.

보드 및 시스템레벨의 잡음 개선방법 중 영상센서의

픽셀 별 출력 값에 대한 보정을 통한 신호대잡음비 개

선 방법에 대해서 대용량 2D 영상센서시스템을 사용하

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식(10, 11))과 제안된 보정

계수 획득 방법(식(14, 15))에 의해 실험한 결과 값은 아

래 그림(Fig. 8)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특정 신호세기

에서 좋은 특성을 갖도록 설계한 일반적 방법에 비해,

제안된 방법은 신호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대잡음

비가 점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목표 신

호의 크기가 영상센서 측정 범위 내에서 어느 특정 영

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영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는 시

스템에 유리할 수 있다.

보정에 의한 방법의 경우에는 획득 목표신호의 특징

과 사용하는 영상센서의 동작 특성 및 영상센서를 포함

한 시스템의 에이징에 의한 특성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특성

을 고려한 보정값 획득과 함께 주기적 보정데이터 획득,

갱신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Ssat

2n ×  12

Signal
Noise

Target Signal Radiation
Background Radiation + (Sensor Noi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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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age data without offset, dark-pixel processing

Fig. 7. Image data with offset, dark-pixe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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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대잡음비 최적화 설계 검증

센서, 보드 및 시스템 레벨의 개선방법에 이어서, 시

스템 설계에 사용되는 식(19, 25)을 이용하여 노출 시간

조정, 획득 목표 신호 정의 및 최적 센서크기에 등의 연

구 수행을 통해 최적의 신호대잡음비를 산출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 중 노출 시간 조정을 통한 방법을 구현된

시제(2D 영상센서시스템)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값

(신호(DN값), 잡음(DN값), SNR)은 각각 Fig. 9, 10과 같

다. Fig. 9에서와 같이, 노출시간의 증가에 대해 신호의

크기는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잡음의 증가 폭이 적어, 결

과적으로 최적의 신호대잡음비를 획득할 수 있으며(Fig.

10), 이를 반영하여 영상센서의 시스템 설계 시 정확한

요구조건을 도출을 통한 설계 작업이 선행될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위성에 탑재되는 전자광학시스템의

획득 영상 품질을 좌우하는 다양한 잡음에 대해서, 영

상센서시스템의 영상센서에서 센서시스템까지 단계별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영상시스

템의 신호대잡음비 최적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논

문의 연구는 시제 제작된 영상센서시스템과 적분구 등

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및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위성의 종류와 임무, 임무 수

행 환경에 따라 선택 적용 될 수 있으며, 본 논문을 통해

주로 고속의 라인 스캔을 통해 영상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저궤도 정밀관측용 전자광학탑재체에는 짧은 시

간 대용량의 영상신호 획득 요구를 만족하기 위한 센서

(주로 CCD)와 센서제어를 통한 방법이 유용하고, 상대

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는 정지궤도용 탑재체의

경우에는 충분한 노출시간과 오랜 운영시간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한 센서(주로 CMOS)와 노출시간 조정과

같은 시스템 운영 및 기본 설계에 의한 방법이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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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NR influence with two method.

Fig. 9. Signal and Noise effect for integration time test. Fig. 10. SNR for integration tim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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