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 서 론

샥하트만 파면 측정 센서는 적응광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샥하트만 파면 측정 센서-
는 각 배열렌즈에 의해 생성되는 점영상의 변위로부터 측정

하고자 하는 파면의 국부적인 기울기를 구한다 이와 같은.
간단한 기하학적 원리로 파면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파면 측정 시스템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샥하트만 파면 측. -
정 센서를 이용한 파면 측정은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2
다 첫번째 부분은 점영상의 중심점을 찾는 것이고 두번째. ,
부분은 국부적인 기울기로부터 파면을 복원 하는 것이다 파.
면 측정의 정확도는 점영상의 중심점 탐색 방법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샥하트만 파면 측정 센서에서 중심점 탐색. , -
은 가장 중요하다.
중심점탐색방법으로무게중심법(center of mass method, COM

상관관계법 이 있method), (correlation method, COR method)
다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계산시간이 작기 때문에 적. COM
응광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은. COM
광자 잡음과 판독 잡음과 바탕 잡음과 같은 잡음에 취약하

다.[12] 방법은 최근에COR Lisa A. Poyneer[2]에 의해 제안되

었다 이 방법은 측정된 이미지와 기준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점영상의 중심점을 계산한다 방법은 다양한. COR
잡음의 영향에서도 방법에 비해 높은 측정 정확도를COM
보인다.[2,3,5] 하지만 계산시간이 매우 크다 고속 푸리에 변환.

를 이용하면 방법의 계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FFT) COR
다 하지만 방법에 비해 여전히 계산시간이 크기 때문. COM

에 실시간 파면 측정 시스템에서 방법을 사용하기COR 위

해서는 방법의 계산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COR .
는 다중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여 중심점 탐색의 계산속도를

향상시킨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 이 제안(MULTI-RES-COR)
된다 제안된 방법의 측정 정확도와 계산시간을 다른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해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II.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무게중심법 이. (COM method)
고 두 번째는 상관관계법 이다 장에서는 두(COR method) . 2
가지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이 간략하게 설명된다.

2.1 무게중심법
무게중심법에서 점영상의 중심점은 점영상의 각각의 픽셀

강도와 픽셀의 좌표의 곱을 전체 픽셀에 대해 합한 후 전체

픽셀에 대한 광강도의 합으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무게.
중심법은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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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이미지 검출기예 에서( CCD) N×N 픽셀배열의

크기, Ii,j(i,j)는 (i,j)좌표의 픽셀의 강도, xi yi는 하부 개구(sub-
영역에서aperture) (i, j 픽셀의 좌표) , (Cx, Cy 는 특정 하부 개)

다중해상도중심점탐색법을이용한샥 하트만센서용상관관계법의속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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샥하트만 파면 측정 센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적응광학은 주요 응용분야 중 하나이- (Shack-Hartmann) .
다 적응광학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동작되어야 하므로 고속 파면 측정이 필수적이다 고속 파면 측정에서는 카메라의 노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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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상도 상관관계법 의 계산시간과 측정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전산모사 방법이 사용되었다(multi-resolution correlation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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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역에서의 중심점 좌표를 의미한다.
무게중심법의정확도는여러가지잡음에대해매우큰영향을

받기 때문에문턱치방법 이나윈도잉(thresholding) (windowing)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3,4,11,12]이 잡음 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게중심법의 측정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문턱치 방법이 사용되었다 문턱치 방법에서는.
원래의 측정된 영상에서 문턱치값을 빼주어 새로운 점영상

을 생성한다 문턱치 값은 측정된 점영상의 최대 광강도값에.
대한 비율로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의 값이 사용되었0.3
다 문턱치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2)

여기서 I는 측정된 점영상의 광 강도이고, I′은 문턱치방법

으로 수정된 강도이다. Imax는 측정된 점영상의 최대 광 강도

이고, T는 문턱치값으로 범위의 값이다0~1 . IT는 광 강도값으

로 표현되는 문턱치값이다.

2.2 상관관계법
상관관계법은 측정된 영상의 광 강도값(I 과 기준 이미지)

(templet, K 의 상관관계) (Rx,y)를 계산하고 가장 큰 상관관계

값을 갖는 픽셀을 찾는다 구해진 픽셀 좌표는 점영상의 중.
심점이 된다 상관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5]

 









 (3)

Ix+i,,y+j는 측정된 영상의 (x+i, y+j 번째 픽셀의 좌표에서의)
광강도값이고, Ki+1,,j+1는 (i+1, j 번째 픽셀의 좌표에서의+1)
기준영상의 광강도이고, n,m은 기준영상의 크기이다.
상관관계법에서 구한 중심점은 픽셀단위이기 때문에 다항

식 보간을 이용하여 좀 더 세밀한 단위의 중심점을 구한다.
그림 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최대 상관관계값을 갖는 픽셀1
에 인접한 픽셀들에서의 상관관계값은 포물면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림 의 가운데 부분의 식은 포물면 보간 식을. 1 나

타낸다 이 때. , x, y는 픽셀의 좌표를 나타내는데 그림 의 오1
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최대 상관관계값을 갖는 픽셀을 원점

으로 하는 좌표이다 그림에서 의 숫자는 최대 상관관계. 1~5
값을 갖는 픽셀과 주위 픽셀의 번호를 나타낸다 는 각 픽. Z
셀에서의 광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번 픽셀의 광강도. , 4
는 Z4로 표현되고 픽셀 좌표는 x=1, y 이다 보간 다항식에=0 .
의해 보다 세밀한 단위의 중심점은 xmax, ymax으로 구해진다.
상관관계법이 잡음에 둔감하지만 무게중심법에 비해 계산

시간이 매우 크다 상관관계법의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 푸리에 변환이 사용될 수 있다 상관관계법. FFT (FFT-

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COR) .

     (4)

여기서 R은 상관관계 행렬 는 푸리에 변환, F , I는 측정된

점영상의 광강도 행렬, K는 기준영상의 광강도 행렬을 의미

한다.
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중심점 탐색시간은 무게중FFT-COR

심법의 계산시간보다 훨씬 크다.

III.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

3.1 기본 개념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게중심법은 계산속도가 매우2
빠르지만 잡음이 크게 작용할 때 측정 정확도가 떨어지고 반

면에 상관관계법은 측정 정확도는 좋지만 계산속도가 느리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상관관계법의 계산시간을 줄인 다.
중 해상도 상관관계법 이라는 새로운 중(MULTI-RES-COR)
심점 탐색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은 두 가지.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첫 번째는 다중 해상도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중심점을 탐색.
한 후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더 세밀한 중심점을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구한 중심점으로부터 구한다 두 번째.
기본개념은 국부적인 탐색이다 기존의 상관관계법에서는 최.
대 상관관계값을 갖는 픽셀을 찾기 위해 넓은 영역에 대한

그림 상관관계법에서의 포물면 근사1. . 그림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의 기본 개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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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값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
법에서는 국부적인 탐색을 통해 기존의 상관관계법에서의

비효율적인 넓은 영역에 대한 탐색을 피한다.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측정된

점영상의 중심점을 계산한다 첫 번째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 ,
를 원본 측정 이미지의 픽셀 광강도의 평균을 통해 생성한다.
두 번째 다중 해상도 이미지로부터 중심점이 순차적으로 계,
산된다 이 단계에서 가장 낮은 해상도 이미지의 중심점은 최.
대 광강도값을 갖는 픽셀을 찾음으로써 결정되고 보다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의 중심점은 바로 전 단계의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의 중심점으로부터 국부적인 영역에서 상관관계법을

이용함으로써 중심점을 계산한다 방법의. MULTI-RES-COR
절차는 그림 에 설명되어있다3 .

3.2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의 적용

다중 해상도 이미지의 생성3.2.1.
생성할 다중 해상도 이미지의 개수는 하부 개구 영역의 픽

셀 갯수 즉 하부 개구 영역의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 .
에서는 단계의 서로 다른 해상도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다3 .
중 해상도 이미지는 그림 와 같이 픽셀 광강도의 평균을 통4
해 생성된다 그림에서 각각의 회색 사각형은 측. 정된 이미지

와 생성된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의 하나의 픽셀에 해당된다.
평균값을 취하는 과정은 단순한 덧셈과정이므로 다중 해상

도 이미지의 생성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작다 그림 에서와. 3
같이 평균값을 취하는 과정에서 잡음 효과는 다소 감소된다.

중심점 탐색3.2.2.
첫번째 단계에서 가장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중심점이

결정된다 가장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점영상의 점에 해.
당하는 크기는 하나의 픽셀크기에 해당되고 잡음 효과는 작

다 따라서 단순하게 단계의 중심점은 최대 광강도를 갖는. 1
픽셀을 탐색하여 결정된다.

두번째 단계에서 단계의 중심점은 단계의 해상도 이미2 2
지와 단계의 기준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함으로써 결2
정된다 이 때 최대 상관관계값을 찾는 과정에서 계산량을. ,
줄이기 위해 언덕등반 탐색이 적용된다 그림(Hill-climbing) . 5
에서 언덕등반탐색 과정이 설명되어있다 언덕등반탐색의 시.
작점은 단계의 중심점으로부터 구해진다 현재 단계의 시작1 .
점과 이전 단계의 중심점과의 관계는 그림 에 표현되어있6

그림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의 중심점 탐색 절차위 그림은3. (
하나의 하부 개구 영역에 대한 계산과정을 나타냄).

그림 픽셀 광강도의 평균값의 계산4. .

그림 5. 언덕등반 탐색 과정 시작점의 주위의(Hill-climbing) ((1) 4
개 점에 대한 상관관계값을 계산 개의 점 중에서, (2) 5
가장 큰 상관관계값을 갖는 점을 찾고 그 점 주위의 점

에 대한 상관관계값을 계산 번과정을 반복 가, (3) 2 , (4)
장 큰 상관관계값을 갖는 점이 시작점과 동일할 때 탐

색을 종료).

그림 6. 현재 단계의 시작점과 이전 단계의 중심점과의 관계(Ci
는 번째 단계의 중심점i , Si는 번째 단계의 시작점이다i .
빨간색의 채워진 사각형은 현재 단계에서의 시작점을

의미하고 채워지지 않은 파란색의 사각형은 이전단계에

서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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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의 상관관계값의 계산 후에 픽셀단위보다 더 세밀. 2
한 중심점을 찾기 위해 포물면 근사를 한다 포물면 근사는.
그림 에 설명된 방법을 따른다1 .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에서는 이미지 검출기의 하부 개구

영역에 해당하는 크기에 따라 셋 혹은 그 이상의 단계가 사

용될 수 있다 단계 이후의 단계에서는 중심점 계산은 단. 2 2
계의 과정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 개구 영역의 크.
기는 픽셀이고 세 개의 단계가 사용되었다 가지 단30×30 . 3
계의 하부 개구 이미지 크기는 각각 픽셀30×30, 10×10, 5×5
이다 단계와 단계의 유일한 차이. 2 3 점은 기준이미지의 크기

이다 단계에서는 픽셀 크기의 기준이미지를 사용하였. 2 3×3
고 단계에서는 픽셀 크기의 기준이미지를 사용하였다3 9×9 .

픽셀 크기의 기준이미지는 픽셀 기준이미지의 광강3×3 9×9
도의 평균값으로부터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원 가우.
시안 함수를 기준 이미지로 사용하였다.[12]

IV. 파면 측정 전산모사

4.1 개요
다양한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들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서는 파면정보를 알고 있는 파면을 생성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면정보에 해당하는 파면을 실험으

로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파면 측정 과정의 전.
산모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파면. 측정 전산모사의 과

정은 그림 에 도식화 하였다7 .
샥하트만 점영상은 푸리에 광학 에 의해 생- (Fourier optics)

성될 수 있다.[6] 이상적인 점영상의 생성 이후에 생성된 이상

적인 점영상에 잡음 효과가 추가된다 광자 잡음과 판독 잡.
음과 같은 랜덤 잡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Monte Carlo simulation) .
서는 특정 파면 형상에 대해 회의 파면 측정 전산모사를100
반복하였다.

4.2 이상적인 점영상의 생성

그림 은 점영상의 생성과정을 나타낸다 이상적인 점영상8 .
은 동함수 의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얻을 수(pupil function)
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함수. . , P(x,y) =
A(x,y)eiø(x,y)가 정의 된다 여기서. A(x,y 이) amplitute function
고 (x, y 는 위상함수이다 위상함수) . (x, y 는 제르니케 다)
항식(Zernike polynomials)[7]에 의해 생성된다 두번째 부분. ,
동함수 가 추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sub-pupil function) .

배열렌즈 개수는 이므로 개의 부분(lenslet array) 16×16 256
동함수들이 추출된다 그 다음 각 하부 개구 영역에 해당하. ,
는 점퍼짐함수 는 추출된 각각의(point spread function, PSF)
부분 동함수의 푸리에 변환을 통해 계산된다 이미지 검출기.
의 픽셀 크기와 푸리에 변환을 통해 구한 이미지의 각PSF
각의 픽셀크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제로 패딩(zero padding)
을 한다 전산 모사에서 사용한 배열렌즈는 사각 배열을 갖.
고 각각의 렌즈는 사각형의 동공을 갖는다 또한 의. 0.3 mm
렌즈간 거리 의 초점거리를 갖는다 이미지(pitch), 26.375 mm .
검출기의 각각의 픽셀 크기는 이고 사용된 입사광의10 mμ
파장은 이다0.633 m .μ
샘플링 이론에 따라 입력 데이터의 간격(Δx, Δy 과 출력)

데이터의 간격(Δξ, Δη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5)

여기서 N은 제로 패딩을 수행한 부분 동함수의 크기(N×N
사각 배열를 나타낸다 입력과 출력 데이터 간격은 다음과) .
같이 표현된다.

∆ ∆ 

 ∆ 

∆
 ∆ 

∆ (6)

이상적인 점영상의 생성(a)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잡음 효과 표현(b) .

그림 전산모사를 통한 점영상의 생성8. .그림 파면 측정 전산모사의 전체 과정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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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pupil은 이산화된 동함수(Npupil×Npupil 사각배열의 데)
이터 크기 는 배열렌즈 하나의 직경 는 입사광의 파장, D , ,λ f
는 배열렌즈의 초점거리, Δu와 Δv는 이미지 검출기에서의

픽셀 크기 이미지의 데이터 간격을 나타낸다 위의 관(PSF ) .
계식을 이용하여 구해진 이미지의 데이터 간격, PSF (Δu, Δv)
은 다음과 같다.

∆ ∆ 






･



   (7)

식 에서 제로 패딩 데이터의 크기(7) , (N 과 입력 데이터의)
크기(Npupil 는 이미지 검출기의 픽셀 크기) (Δu, Δν 에 의해 결)
정된다 본 연구에서 이미지 검출기의 픽셀크기는 이. 10 mμ
다 따라서. Npupil/N는 결정된다 이 때. , N을 으로 정하면256
Npupil는 으로 결정된46 다.
이상적인 하부 개구의 를 생성한 후에 각각의 하부 개PSF ,

구 는 각각의 하부 개구 점영상으로 변환되고 모든 하부PSF
개구의 점영상들은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진다 생성된 이미.
지는 배열렌즈에 의해 생성되는 이상적인 점영상이다 전산.
모사로 생성된 점영상의 예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생성된9 .
이미지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각 픽셀의 강도는8bit gray .

의 값을 갖는다0~255 .

4.3 잡음 효과

샥하트만 파면 센서를 사용하여 파면을 측정할 때 다양한-
잡음 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입사광의 세기와.
카메라의 성능과 관련이 있는 광자 잡음과 판독 잡음이 고려

되었다 광자 잡음과 판독 잡음은 각각 포아송 분포. (Poisson)
와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될 수 있다(Gaussian) .[3,10] 포아송 분

포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난수 발생을 통해 잡음 효과를

표현한다.
이상적인 점영상의 각 픽셀의 강도는 이미지 검출기의 각

픽셀에 입사하는 광자 의 개수로 간주된다 따라서(photon) . ,
이상적인 점영상은 광자 잡음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크기

로 정규화된다 이상적인 점영상의 강도 정규화는 다음과 같.
이 수행된다.[8]


 




(8)

여기서 inf는 이상적인 잡음이 없는 이미지의 광강도,
infnorm는 정규화된 강도를 나타낸다 정규화된 강도를 이.
용하면 입사 광자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9)

여기서 는 하나의 하부 개구에 해당하는 평균 입사 광자

수이고 는 의 위치에서의 포아송 난수를 발생시킬 때

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정규화 이후에 각 픽셀의 강도는 포.
아송 랜덤 변수로 대체된다.
본 연구에서 판독 잡음은 의, Analog-to-Digital Unit(ADU)

단위로 표현된다 단위는 이미지 검출기에서 얻게 되는. ADU
이산화된 광강도의 단위값이다 즉 비트 영상의 경우. , 8 gray
한 픽셀에 대한 광강도는 의 값을 갖는다 판독0~255 ADU .
잡음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평균값이 이고 표준편차값이0
어떤 값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발생시킨다 이.
때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편차는 단위로 주어진 판독, ADU
잡음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V. 전산 모사 결과

5.1 전산 모사 방법

각각의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장의 잡음 효과가 추가된 이미지에 대해100 root mean square
파면 오차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RMS) . RMS

파면 오차는 전산모사 과정에서 측정된 파면의 위상값과

입력값으로 주어진 파면의 위상값의 오차의 값을 취RMS
함으로써 계산되었다 문턱치값을 이용한 무게중심법. (COM-

이용한 상관관계법 다중 해상도 상관TH), FFT (FFT-COR),
관계법 이 점영상의 중심점을 탐색하는(MULTI-RES-COR)
데 사용되었다 무게중심법의 경우에 문턱치값은 최대. 광강

도의 로 주어진다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의 경우 단30% . 3
계의 기준이미지 크기는 이고 단계의 기준이미지 크기9×9 2
는 이다 파면 복원을 할 때3×3 . Southwell model[9]이 사용되

었고 사각 배열의 배열렌즈가 사용되었다 하나의16×16 .
하부 개구 이미지의 크기는 픽셀이고 점영상에서 각30×30
각의 렌즈에 의해 생성되는 점에 해당되는 크기는 약 픽10
셀이다.

5.2 정확도
정확도 비교를 위해 초점벗어남 과 구면수차(defocus) (spherical

를 갖는 파면이 생성되었다 초점벗어남 표현하기aberration) .
위해 제르니케 다항식의 초점벗어남항의 계수는 로 주었0.1
다 와 의 두 가지 크기의 판독 잡음에 대해. 1 ADU 3 ADU
각각의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측정 정확도를 비

교하였다.
그림 에서 파면오차의 평균값은 점으로 표현되고10 RMS

표준편차는 수직 막대로 표현된다 그림 의 는. 10 (a) 1 ADU그림 파면 측정 전산모사로부터 생성된 점영상의 예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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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독 잡음에 대한 결과이고 는 의 판독 잡음에(b) 3 ADU
대한 결과이다 의 판독 잡음의 경우 다중 해상도 상. 1 ADU ,
관관계법의 정확도는 상관관계법의 정확도와 유사하고FFT
문턱치 적용 무게중심법의 정확도는 이에 비해 크게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의 판독 잡음의 경우 상관관계법. 3 ADU ,
들의 정확도와 무게중심법의 정확도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상관관계법들은 판독잡음의 값이 큰.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은 특정 잡음 크기에서의 복원된 파면의 모습을 나11

타낸다 같은 크기의 광자 잡음과 판독 잡음에 대해 상. , FFT
관관계법과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은 무게중심법과 비교하

여 더 정확하게 파면 복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
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상관관계법과 다중해상도 상FFT
관관계법은 모두 잡음에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와 그림 은 구면수차에 대한 결과이다 초점벗어12 13 .

남 파면에 대한 경우와 같은 경향의 결과를 보인다 다중 해.
상도 상관관계법과 상관관계법은 구면수차에 대해서도FFT
좋은 성능을 보인다.

(a) (a)

(b) (b)

그림 10. 세 가지 중심점 탐색알고리즘을 이용한 파면 측정 정

확도제르니케 초점벗어남항의 계수 판독 잡음( = 0.1,
= (a) 1 ADU, (b) 3 ADU).

그림 세가지 중심점 탐색알고리즘을 이용한 파면 측정 정확도12.
제르니케 구면수차항의 계수 판독 잡음( = 0.1, = (a) 1
ADU, (b) 3 ADU).

그림 세 가지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원된 파면11.
의 예제르니케 초점벗어남항의 계수 하부 개구( = 0.1,
당 입사 광자 수 판독 잡음= 350, = 3 ADU).

그림 13. 세가지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원된 파면

의 예제르니케 구면수차항의 계수 하부 개구 당 입( =0.1,
사 광자 수 판독 잡음= 350, = 3 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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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산시간
계산시간은 를 장착한 컴퓨터와Pentium M 1.4 GHz CPU

운영체제에서 작동되는 을 이용하여Windows XP MATLAB
측정되었다 제르니케 다항식의 개 항에 해당하는 입력 파. 14
면에 대해 세가지 중심점 탐색 알고리즘의 계산시간을 측정

하고 계산시간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결과는 표 에 나타. 1
내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개의 입력 파면에 대한 계산시. 14
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낸다 다중해상도 상관관계법의.
계산시간은 상관관계법의 계산시간의 절반 이하이고 문FFT
턱치 방법을 이용한 무게중심법과 비교할 만한 크기이다.

5.4 기준이미지 크기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에서 단계의 기준이미지 크기는, 3
조절할 수 있다 기준이미지의 크기가 증가되면 정확도와 계.
산시간은 같이 증가한다 기준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계산.
시간과 계산 정확도는 서로 상충되므로 원하는 정확도와 계

산시간에 해당하는 적절한 기준이미지의 크기를 선택해야 한

다 다양한 크기의 기준이미지에 대해 정확도와 계산시간을.
비교하였다 가지 서로 다른 크기의 기준이미지. 4 (3×3, 5×5,

픽셀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기준이미지 크기를 이7×7, 9×9 ) .
용한 다중해상도 상관관계법을 이용하였을 때의 정확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계산시간은 표14 . 2
에 나타내었다.

과 크기의 기준이미지의 경우 파면 오차는7×7 9×9 , RMS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픽셀 보다 큰 기준이미. 7×7
지는 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높은 정.
확도가 필요한 경우 기준이미지와 기준이미지는 유7×7 9×9
사한 측정정확도를 나타내지만 계산시간은 기준이미지, 7×7
가 작기 때문에 기준이미지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7×7 .

VI. 결 론

제안된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은 기존의 상관관계법의 정

확도를 유지하면서 계산시간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적절한.
기준이미지의 크기를 선택함으로써 원하는 측정 정확도를

만족하면서 계산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잡음의 영향을 크.
게 받는 적응 광학 시스템의 경우에 기존의 무게중심법은 문

턱치 방법을 이용하여도 측정 정확도를 만족할 수 없다 하.
지만 제안된 다중 해상도 상관관계법은 상관관계법과FFT
비교하여 훨씬 작은 계산 시간으로 충분한 측정 정확도를 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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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산 시간 비교평균값 괄호안의 숫자는 최소값과 최대값1. ( , ).

COM-TH MULTI-RES-COR FFT-COR

0.05297 s (0.05282~0.05337) 0.07562 s (0.07339~0.07731) 0.17269 s (0.15783~0.17484)

Defoucus Spherical aberration

그림 기준이미지의 크기에 따른 정확도 비교비교판독잡음14. ( : 1 ADU).

표 기준이미지 크기에 대한 계산시간의 비교제르니케 다항식 번 항 번 항까지의 계산시간의 평균값을 나타냄2. ( 2 ~ 15 ).

MULTI-RES-COR 3×3 templet MULTI-RES-COR 5×5 templet MULTI-RES-COR 7×7 templet MULTI-RES-COR 9×9 templet

0.06648 s 0.06875 s 0.07417 s 0.0756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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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ck-Hartmann sensors are widely employed as a wavefront measuring device in various applications. Adaptive optics is one
of the major applications. Since an adaptive optics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real-time, high-speed wavefront sensing is
essential. In high-speed operation, integration time of an image detector is very short. In this case, noises such as readout noise
and photon noise greatly influence the accuracy of wavefront sensing. Therefore a fast and noise-insensitive centroid finding
algorithm is required for the real-time wavefront sensing. In this paper, the multi-resolution correlation method is proposed. By
employing multi-resolution images, this method greatly reduces the computation time when compared to the fast Fourier transform
(FFT) correlation method. The verification is performed through the computational simulation. In this paper, the center of mass
method, correlation method and multi-resolution correlation method are employed to compare the measurement accuracy of the
centroid finding algorithms. The accuracy of a Shack-Hartmann wavefront sensor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is proved to be
comparable to that of the conventional corre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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