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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열적외선 카메라의 해상력 평가는 최소 분해 가능 온도차(MRTD) 측정 방법으로 해상력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기존 방법의
해상력 측정 방법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재현성이 부족하며,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객관적이며, 정량적으로 열적외선 카메라의 해상력을 측정하기 위해 흑체로와 Slanted-Edge target을 이용하여 MTF
기반의 해상력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열적외선 카메라의 해상력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Ⅰ. 서 론

최근 COVID-19 확산에따라, 사회 전반적으로방역을위한열화상카메

라의수요가급증하고있다. 제품에대한신뢰성확보를위한열화상카메

라의 성능 검증이 필요하나, 국내 열화상카메라의 성능 검증 방법이 미비

하며, 국외 표준인 NATO STANAG 4349의 경우, MRTD 측정방법의관

측자의 시력 및기준등의주관적인요소들을포함하고있어재현성과정

량적인 지표의 부족으로 적합하지 않다.[1],[2]

이에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산업용 카메라 대량 구매로 인한 큰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국내 실정을 고려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의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Slanted-Edge 방식의 해상력을 측정하는 방법[3]을 이용

하여 흑체로(Black body)와 Slanted-Edge target을 사용하여 Grayscale

영상을추출한 후해상력평가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정량적인열적외선

카메라의 해상력 성능을 측정하였다.

Ⅱ. 본론

1. 시료 사양 및 성능평가

Fig. 1 열화상카메라 시료(FLIR사

T560제품)

모델명 FLIR T560
렌즈 IR lens, f=9.7mm(42°)

디스플레이 640 x 480

<표 1 시료 사양>

Fig. 2 열화상 카메라 정지해상력 성능평가 구성도

2. 성능 평가

카메라와 교정된 Black body 거치 후, Black body의 온도 설정값을

(36.5±0.5)℃로 한 뒤, Slanted edge target과 밀착하여 고정시켰다.

열화상카메라시료는차트와 정면이 되도록 설치 후, target 세로 크기

기준으로 풀촬상한 상태를 유지하여 Grayscale 영상을 추출하였으며, 해

상력 측정 소프트웨어는 Imatest 5.0 버전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Fig. 3 열화상 카메라 해상력 측정 방법

Fig. 4 Slanted-Edge target을 이용한 해상력 측정 전

Fig. 5 Slanted-Edge target을 이용한 해상력

측정 이미지

Fig. 6 실험 측정 결과

카메라의 해상도 설정값 640×480를 기준으로 MTF50P 186 LW/PH가

측정되었다. 이는 480 pixel 대비 186 pixel이 관측됨을 나타내며 지원 해

상도의 38.8%의 해상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추가로 MTF50, MTF10P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방식 측정결과(LW/PH)
MTF50P 186
MTF50 186.6
MTF10P 394

위의결과로관측자의 주관적인판단이배제된상태에서 동일한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Ⅲ. 결론

본논문은열적외선카메라의 기존해상력 측정방법은정성적평가 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적 성능 평가를 위해 Slanted-Edge target

과 Black body를 사용하였으며, 실험결과 MTF50P 186 LW/PH의 정량

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필요 시 MTF50, MTF10 등의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카메라의 정량적인 정지해상력 성능평가를 위해

Slanted-Edge target을 성능지표로 설정하여 MTF방식으로 평가하는 정

량적인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감시장치로 활용되는 열화

상카메라에대해서 정량적인 MTF 기반의 해상력 검증이 가능하다는것

을실험을통해확인하였다. 또한 향후이를활용하여이동객체, 안개상황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정량적인 화질 성능검증까지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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