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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charge-coupled device)는 민감도(sensitivity), 다이내믹 영역(dynamic range), 선형성

(linearity) 등에서 다른 광학센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1). 이 때, 측정 대상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두 개 이상의 CCD를 사용하기도 한

다(2-4). 이와 같은 복수 개의 CCD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측정 정확도는 CCD 간의 정렬 정도에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복수 개의 CCD를 정확히 정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실

험자의 경험에 의해 대부분의 정렬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개 이상의 CCD를 쉽

고 정량적으로 정렬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패턴 인식 분야에

서 널리 쓰이는 matched filte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5).

그림 1은 matched filter 알고리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입사파가 렌즈 1에 의해 필

터면에 푸리에 변환된다. 이 때 필터가 입사파의 푸리에 변환의 공액이면, 필터를 통과한 신호는 

평면파가 되어 렌즈 2에 의해 출력면에 초점으로 맺히게 된다. 따라서 관심 있는 신호에 해당하는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신호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개념을 그림 2.(1)의 실험장치에 적용해 보았다. CCD1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의 푸리에 

변환의 공액을 필터라고 생각했을 때, CCD2를 통해 들어오는 신호가 입력 신호가 된다. 이와 같은 

입력 신호가 필터를 통과 했을 때, 출력면에 초점이 맺히는 여부를 분석하여, 두 CCD의 정렬 정도

를 판단한다. 이 때, 측정대상에 대해 두 CCD가 완벽히 동일하게 정렬되었다면, 두 CCD로부터 얻

어지는 신호도 같다고 가정하였다. 정렬된 정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 2.(2)와 

같이 CCD면을 9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matched filter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

그림 3은 두 CCD가 이상적으로 정렬되었을 때, 정렬되지 않았을 때, 실제적으로 정렬되었을 

때, 각각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정렬이 되어 질수록, 피크값은 커지고, 주변의 노이즈는 줄어드

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2)의 6축을 제어하여 두 CCD를 정렬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개 이상의 CCD에 대해서도 동일한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복수의 CCD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측정정확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 Matched filter 알고리즘의 원리. f: 렌즈의 초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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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실험장치의 개념도 (2)정렬 변수

그림 3. 두 CCD의 정렬 정도 (1)이상적인 정렬 (2)정렬되지 않음 (3)실제적인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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