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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 is one of parameter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imaging systems. Also, it can be used to restore information that is lost by a harsh space
environment (radioactivity, extreme cold/heat condition and electromagnetic field etc.), atmospheric
effects and falloff of system performance etc. This paper evaluated the MTF values of images taken by
DubaiSat-1 satellite which was launched in 2009 by EIAST(Emirates Institute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Satrec Initiative. Generally, the MTF was assessed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a point source method and a knife-edge method. This paper used the slanted-edge method. The slanted-
edge method is the ISO 12233 standard for the MTF measurement of electronic still-picture cameras.
The method is adapted to estimate the MTF values of line-scanning telescopes. After assessing the
MTF, we performed the MTF compensation by generating a MTF convolution kernel based on the
PSF(point spread function) with image denoising to enhance the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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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는 광학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

한파라미터중하나이다. 또한열악한우주환경(방사능, 극한열조건및전자기장등), 대기 향및시스템

성능의저하등으로저하된 상품질을복원시켜주기위한파라미터로사용될수도있다. 본논문에서는소

형 지구관측위성인 DubaiSat-1이 발사된 후, 위성 상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MTF를 측정하 다. 일

반적으로 MTF는 point source 혹은 knife-edge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되어왔다.

그러나본논문에서는 ISO에서 line source에의한MTF 측정을표준화한 slanted-edge 방법을이용하여

MTF를측정하 다. Slanted-edge 방법은전자스틸카메라(electronic still-picture camera)의MTF를

측정하기 위한 ISO 12233 표준으로써, 라인스캐닝 망원경(line-scanning telescope)의 MTF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이다. 또한 PSF(point spread function) 기반으로 제작된 MTF 회선 커널(MTF

convolution kernel)에의한MTF 보상(MTF compensation)과 상의노이즈제거(image denoising)를

수행하여 상의품질저하(degradation)를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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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쎄트렉아이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EIAST

(Emirates Institute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는 공동으로 200 kg급 2.5 m의 공간해상

도(spatial resolution)를 가지는 지구관측소형위성

DubaiSat-1을지난2009년6월29일에카자흐스탄바

이코누르 발사기지에서 드네퍼 발사체에 실려 우주에

발사하 다. 인공위성이 발사된 후, 지상에서는 수신된

상을 바탕으로 상품질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하여

상품질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고 보정해주는

검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Fig. 1은

DubaiSat-1의 전반적인 검보정 작업을 보여주고 있으

며, Fig. 1에서 MTF는 광학 시스템의 공간해상도와 관

련된 파라미터로써 고해상도 광학 시스템일수록 매우

중요한파라미터이다.

일반적으로 MTF는 point source와 같이 알려진 입

력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을 상화한 PSF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평가하 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PSF는 광학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흐려짐

(blurring)을정량적으로표현할수있다. 이러한PSF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한 것을 OTF (optical

transfer function)라고불리우며, OTF의정규화된값

을MTF라고한다(Helder, 2003; Léger, 2003).

또한 line source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을 상화한

LSF(line spread function)를 추정한 후, 2D MTF의

1D 프로파일을추정할수있다. 이러한방법으로경계선

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인 ESF(edge spread function)

를측정하는knife-edge 방법이있다. Knife-edge 방법

은ESF를미분하여LSF를얻은후, 다시LSF를푸리에

변환하여MTF를계산하는방법이다(Choi, 2002).

일반적으로 위성 상의 MTF 측정은 point source

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타겟 선정이 쉬운 line source를

이용한knife-edge 방법을많이이용한다.

최근에 ISO 12233 표준에서는 전자 스틸 카메라 및

스캐너의 MTF를 측정하기 위하여 slanted-edge 방법

을 제공하고 있다. Slanted-edge 방법은 slanted-

edge 객체 상의 경계선의 기울기를 분석하여 수행하

는방법으로써, ISO 12233에서표준화한MTF 측정방

법이다. 따라서 신뢰성이 있는 MTF를 측정할 수 있으

며, 이 방법은 knife-edge 방법을 수행하는 것과 수학

적으로동등한방법이다.

본 논문은 DuabaiSat-1 상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MTF를 평가하기 위하여 ISO 12233 표준에서 제

시한 slanted-edge 방법을 이용하여 DubaiSat-1 위

성 상의MTF를측정하 다.

그리고정확한MTF를측정하기위하여Fermi 함수에

의한ESF의곡선적합(curve fitting)을수행하 고, 이와

같이얻어진ESF로부터LSF를계산하고, 다시LSF로부

터푸리에변환을수행하여MTF를계산하 다.

또한 MTF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산된 수평 방향의

LSF와 수직 방향의 LSF로부터 PSF를 생성한 다음,

MTF 회선 커널을 제작하 고, 제작된 MTF 회선 커널

로부터 MTF 보상을 수행하여 상의 선명도

(sharpness)를향상시켰다.

그러나 MTF 보상을 수행한 상은 상의 선명도는

향상되지만 노이즈(noise)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utterworth 필터를 이용하여

MTF 보상으로인하여증가된노이즈를제거하 다.

이와같이본논문에서는slanted-edge 방법을이용

하여 DubaiSat-1 위성 상의 MTF를 평가하 고,

MTF 보상과노이즈제거를수행하여 상의품질을향

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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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libration Process of DubaiSat-1. Fig. 2.  MTF measurement by using line source.



2. MTF 측정

ISO 12233 표준에서제공되는slanted-edge 방법을
이용하여 MTF를 측정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Fig. 3과
같다. Fig. 3의 과정은 ISO 12233 표준에서 제공되는
MTF 측정과정과동일하며, 다만Fermi 함수를이용하
여ESF의곡선적합을수행하는과정만추가하 다.

먼저 slanted-edge 객체 주변에 ROI(region of
interest)를설정한후, ROI 내의 상데이터를선형화

(linearization)한다. 그런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

하여 선형화된 상 데이터로부터 경계선의 위치와 방

향을 계산한다. 경계선은 1차원 이산 도함수(discrete

derivative)를 수행하여 상 데이터의 각 라인에 대한

중심위치를계산하여결정한다. 이와같이결정된경계

선의 방향은 상 데이터의 모든 픽셀을 경계선의 방향

에 따라서 투 하여 1차원의 super-sampling된 ESF

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MTF의 앨리어싱(aliasing) 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과정이다.

그러나 위성 상은 여러 가지 항으로 인하여 노이

즈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이즈가 존재하는 상

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super-sampling된 ESF는

LSF를 계산하기 위하여 도함수 계산을 수행하는 동안

노이즈로인하여부정확한MTF를측정하게된다. 따라

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SF의 곡선적합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ESF의 곡선적합은 Fermi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Fermi 함수의 공식은 식 (1)

과같다.

F(x) = D + (1)

ESF의 곡선적합을 수행하기 위한 Fermi 함수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 10개의 미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10개의 미지수는 심플렉스 루틴(simplex

routine) 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심플렉스

루틴을적용하기전, Fermi 함수의미지수는다음과같

이초기화할수있다(Tzannes and Mooney, 1995).

D = A
a1 = 0.75(B _ A)
a2 = 0.125(B _ A)
a3 = 0.125(B _ A)
b1 = R

(2)
b2 = R + 0.5
b3 = R _ 0.5
c1 = ±0.15
c2 = ±0.14
c3 = ±0.14

여기서,

R: slanted-edge 객체 상의 각 스캔 라인에 대한
경계선의위치

A: ESF의하단을구성하는 DN값의평균값

ai

exp[(x _ bi)/ci]+1

2S
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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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chart of the MTF measurement using ISO 12233
slanted-edge method with Fermi function(Hwang et al.,
2008).

Fig. 4.  Projection(Shift) of image data along edge.



B: ESF의상단을구성하는 DN값의평균값
c1, c2 및 c3: 경계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양수로

설정하고, 경계선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음수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Fermi 함수를 이용하여 곡선적합을 수행

한 super-sampling된 ESF는 미분을 수행하여

super-sampling된 LSF를 계산하고, Hamming 윈도

우를 super-sampling된 LSF에 적용한 후, 푸리에 변

환을수행한다음정규화를수행하게되면MTF를얻을

수있게된다.

3. MTF 회선커널제작및MTF 보상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성 상은 대기 환경, 시스

템의성능저하등으로인하여 상의품질이저하되며,

노이즈및흐려짐(blurring) 등의현상을유발시키게된

다. 따라서 상의품질저하로인한 향을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복원 기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MTF 보상은 상복원 기법 중의 하나로써 MTF 회선

커널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MTF

회선커널을제작하기위하여Wiener 필터를이용하

다.

Wiener 필터는노이즈뿐만아니라 상의흐려짐이

존재하는 상을 복원해주는 필터로써 원본 상과 필

터링이후의 상의오차를최소화한다.

W(u, v) = (3)

여기서,

W(u, v): Wiener 필터

H(u, v): 광학시스템의 OTF

H*(u, v): OTF의 complex conjugate

Suu(u, v) & Snn(u, v) : 신호와노이즈의 power spectra

MTF 보상을 위한 Wiener 필터는 PSF와 SNR

(signal to noise ratio)을 이용하여 제작한다(강치호,

최해진, 2003). 일반적으로 위성 상을 이용하여 PSF

를생성하기위해서는위성에서촬 된경계타겟(edge

target)으로부터 추출된 수평방향의 1D LSF와 수직방

향의1D LSF를이용한다. 추출된2개의 1D LSF로부터

2D PSF의생성은식(4)를이용하여생성할수있다.

PSF(i, j) = (4)

여기서,

PSF(i, 0): 수평방향의 1D LSF

PSF(0, j): 수직방향의 1D LSF

PSF(0, 0): 수평및수직방향의 1D LSF의정점

또한 MTF 회선 커널을 제작하기 위한 SNR은 PSF

의 SNR이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SF의 SNR을 계
산하기위하여식(5)를이용하여계산하 다

SNR = (5)

여기서,

<DNb>: Bright Side의 DN값의평균

<DNd>: Dark Side의 DN값의평균
sb: Bright Side의 DN값의표준편차
sd: Dark Side의 DN값의표준편차

이와같이PSF와 SNR을결정하게되면, Wiener 필

터는식(3)으로부터계산할수있다.
식 (3)으로부터Wiener 필터기반의MTF 회선커널

을제작하게되면MTF 보상을수행하여 상의선명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서, MTF 보상은 위성 상과
MTF 회선커널을2차원회선(2D convolution)을수행

하는 것으로 광학 시스템의 PSF로 인하여 위성 상에
서손실된고주파성분을보상하거나높여주게된다. 이

<DNb> _ <DNd>

(sb + sd)/2

PSF(i, 0)×PSF(0, j)
PSF(0, 0)

H*(u, v)

｜H(u, v)｜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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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n(u, v)
Suu(u, v)

Fig. 5.  Structure of 2D PSF.



와같이MTF 보상을수행하는것은2차원고역통과필

터(high-pass filter)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Wiener 필터 기반의 MTF 보상은 고주파 성분을 손실

시키는 원인을 모델링하여 상 복원을 수행하는 것이

므로일반적인2차원고역통과필터나모델링이어려운

역(inverse) 필터보다적합하다.

4. 상의노이즈제거

MTF 보상을수행하게되면손실된고주파성분을높

여줌으로써 상의 선명도는 향상되지만, 원하지 않는

성분인 노이즈도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MTF 보상으로 인하여 증가된 노이즈는 오히려 상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

상을개선해주어야한다. 본논문에서는MTF 보상으로

인하여증가된노이즈를제거하기위하여Butterworth

필터를 이용하 다. Butterworth 필터는 Chebyshev

나 Elliptic 필터와 같은 필터들과는 달리 통과대역

(passband)이나 차단대역(stopband)에 굴곡(ripple)이

존재하지 않아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왜곡없이 전달하

고 원치 않는 주파수 대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Butterworth 필터는 통과대역이나

차단대역 내에서 주파수 응답(frequency response)이

굴곡이 없이 평탄한 최대 평탄 필터(maximally flat

filter)이기 때문에 기존의 MTF 회선 커널에 의하여 보

상된 주파수 역은 왜곡시키지 않으며 노이즈에 해당

하는 대역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Oppenheim

et al., 1999).
여기서, Butterworth 필터는 저역통과(low-pass)

와고역통과로분류할수있으며, 상에적용할경우에

는 Butterworth 저역통과 필터는 고주파 성분은 차단

되고, 저주파 성분들만 남아 상이 흐려지면서 부드러

워지고, Butterworth 고역통과 필터는 저주파 성분이

차단되고, 고주파 성분들만 남아 상의 선명도가 높아

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Butterworth 저역통과 필

터는 상의노이즈제거에많이사용된다. 그러나저역

통과를사용하게되면MTF 보상으로인하여증가된노

이즈를 제거하지만, 이와 동시에 향상된 고주파 성분의

정보도 제거됨으로써 상의 선명도가 다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리는 모순될 수 있다. 그러나

Butterworth 저역통과 필터는 설정된 차단 주파수

(cut-off frequency)를 기준으로 차단 주파수를 넘지

않은부분은MTF 보상으로인하여향상된고주파성분

으로 간주하고, 차단 주파수를 넘어서는 부분을 노이즈

로 간주하여 필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MTF 보상으로

향상된 상의선명도를유지시켜주면서노이즈를제거

하는데적합한필터이다.

디지털필터의변환함수는z-transform 도메인에서

아래와같이다항식으로정의한다.

Y(z)= = X(z) (6)
b(1) + b(2)z

_1 + …+b(nb + 1)z
_nb

1 + a(2)z
_1 + …+a(na + 1)z

_na
B(z)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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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NR computation using edge target (Helder et al., 2003).



식 (6)에서일반화된디지털Butterworth 필터를구

성하는파라미터를정리하면Table 1과같다.

식 (6)에서 B(z)의 order nb는 L + M으로정의한다.

여기서, L은Z = -1일때zero의개수이고, M은통과대역

에 향을 주는 zero의 개수이다. 그리고 A(z)의 order

na는N으로정의되며, pole의총개수를의미한다.

Z = -1일 때의 zero는 w = p일 때의 주파수 응답 크

기(frequency response magnitude)를 평탄하게 만들

어주며, 나머지 zero와 pole은 w = 0일때의주파수응

답 크기를 평탄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Butterworth

필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B(z)의 order nb와 A(z)의

order na를정의해주어야한다.

이외에도 차단주파수 w0를 정의해주어야 한다. w0는

half-magnitude 주파수를사용하지만, 정확한필터의

설계를 위해서는 주파수 응답 크기가 1/ 2 일 때(약

-3dB)의 정규화된 차단 주파수(normalized cut-off

frequency)로써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1은Nyquist 주파수와일치한다.

Table 1에서 Butterworth 필터를 제작하기 위한

nb, na 및 w0는 실험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정

의된 값을 상에 적용함으로써 적합한 값을 결정해주

어야한다.

5. 실험결과및분석

1) 실험 데이터

DubaiSat-1의 발사 후 검보정을 위한 MTF 평가 및

상복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DubaiSat-1에서 촬 된

상중, 2009년부터2010년까지촬 된 상을이용하

다. DubaiSat-1 카메라의 제원은 Table 2와 같으며,

MTF 평가를위하여사용된 상은Table 3과같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MS 상은 MTF 보상을 수행하

지 않아도 충분히 MTF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TF가 떨어지는 PAN 상에 대해서만 MTF 평가 및

상복원을수행하 다.

2) MTF 측정

본논문에서제시한slanted-edge 방법은DubaiSat-

1 발사전, 실험실에서측정한MTF 값과유사하게측정

됨으로써 정확하게 MTF를 측정한다는 것을 실험적으

로검증하 다(Hwang et al., 2008).
일반적으로 slanted-edge 방법을 이용하여 MTF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밝기값으로 분포되어 있는

어두운 역과밝은 역사이에경계부분이선명한자

연(natural) 혹은인공(artificial) 타겟을이용하여야한

다. 그러나균일한밝기값으로분포되어있는자연타겟

을선정하는것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인공타겟(프랑

스의 Salon-de-Province, 미국의 NASA Stennis

Space Center 및 전라도 고흥 등)을 이용하는 것이

MTF 측정에 수월하다(Léger et al., 2003). 또한 자연

혹은 인공 타겟으로부터 정확한 MTF를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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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Butterworth filter

Parameters

L + M(=nb) Total number of zeros

L Number of zeros at Z = _1

N(=na) Total number of poles

w0 Cut-off frequency

Flatness

L + M + N Total degrees of flatness

M + N Degree of flatness at w = 0

L Degree of flatness at w = p

Parameters

Flatness

Table 2.  DubaiSat-1 camera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Spectral Bands
PAN : 420-730 nm

4 MS : 420-890 nm

GSD
PAN : 2.5m

MS : 5m

Swath width ≥ 20 km

MTF
PAN : ≥ 8%

MS : ≥ 15%

Power consumption ≤ 60 W

Mass ≤ 50 Kg

Item Specification

Table 3.  DubaiSat-1 images for MTF assessment

Band Date Place Name

PAN August, 2009 Parm, Jebel Ali, Dubai

PAN February, 2010 Manama, Bahrain

PAN March, 2010 Melbourne, Australia

PAN September, 2010 New York, USA

Band Date Place Name



서는 전형적으로 ROI 사이즈를 120×80과 300×410
사이로설정하여야한다. 그러나2.5 m(PAN)의공간해
상도를 가지는 DuabaiSat-1 카메라로부터 전형적인
ROI 사이즈를 만족하는 인공 타겟을 촬 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DubaiSat-1의 MTF 측정은 자연 타
겟을 이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MTF 측정을 위하여
균일한 밝기값으로 분포되어 있는 자연 타겟을 선정하
지만, 인공타겟과같이완벽하게균일한밝기값을가

지는타겟이아니기때문에MTF의정확도에오류를줄
수 있다. Table 4는 4개의 타겟에 대해서 MTF를 측정
한결과이고, Fig. 7에서Fig. 10는MTF 측정에사용된
상의 타겟과 타겟으로부터 측정된 MTF를 보여주고

있다.

Fig. 7은DubaiSat-1이발사한이후초기운용중에
MTF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7의 상은 NUC(non-
uniformity correction) 테이블의 불완전한 적용과 위
성의 자세 제어 불안정으로 인한 위성의 흔들림 등으로
위성의운용이안정화되어있지않은초기운용중에촬
된 상이어서 다른 상들에 비해 상의 선명도가

낮지만, MTF가 9.1%로 Table 2의 카메라 제원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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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TF measurement for target No. 1(Parm, Jebel Ali, Dubai on August, 2009).

(a) Natural Target (b) MTF Result

Fig. 8.  MTF measurement for target No. 2(Manama, Bahrain on February, 2010).

(a) Natural Target (b) MTF Result

Table 4.  MTF Measurements

Target No. Date MTF@Nyquist Frequency

1 August, 2009 9.1%

2 February, 2010 8.8%

3 March, 2010 9.9%

4 September, 2010 9.1%

Target No. Date MTF@Nyquis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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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TF measurement for target No. 3(Melbourne, Australia on March, 2010).

(a) Natural Target (b) MTF Result

Fig. 10.  MTF measurement for target No. 4(New York, USA on September, 2010).

(a) Natural Target (b) MTF Result

Fig. 11.  ESF and LSF of target No. 2.

(a) ESF (b) LSF



여높게측정되는것을볼수있다.

Fig. 8은 2010년 2월에 촬 된 상으로 MTF가

8.8%로 측정되었다. 초기에 측정된 MTF보다 낮으며,

다른 상들에 비해 MTF가 제일 낮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MTF 곡선과 같이 단조감소하지 않

고, 0.35(cy/pixel) 근방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되는 골

(valley)이형성되는것을볼수있다. 이와같이MTF가

제일 낮게 측정되고, MTF 곡선에서 골이 형성되는 원

인은 밝은 역의 DN값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어두

운 역과밝은 역사이의경계부분이선명하지않기

때문에발생하 다. 이와같이어두운 역과밝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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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TF convolution kernel of DubaiSat-1.

Fig. 13.  MTF compensation results of DubaiSat-1 images(Dubai on August, 2009).

(a) Before MTF compensation (b) After MTF compensation



사이의선명하지않은경계부분으로인하여MTF를계

산하기위한ESF와 LSF가 Fig. 11과같이계산되었고,

이러한 ESF와 LSF로부터 계산된 MTF 곡선은

0.35(cy/pixel) 근방에서 골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Fig.

8은 MTF 측정의 좋지 않은 예로 MTF 측정은 타겟의

선정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Fig. 9와Fig. 10는2010년3월과9월에촬 된 상

으로Fig. 8의타겟에비해경계부분이선명하며, 밝기

값의분포도균일한것을볼수있다. 따라서MTF가각

각9.9%와 9.1%로Fig. 8의타겟에서측정한MTF보다

높게측정된것을볼수있다.

이와 같이 MTF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9.2%로

측정되었으며, 여러가지의 향(열악한우주환경, 대기

향및시스템성능저하등)을받았음에도DubaiSat-

1이안정적으로수행한다는것을볼수있다.

3) MTF 회선 커널 제작 및 MTF 보상

두바이 팜아일랜드 지역의 자연 타겟으로 추출한 수

평 방향의 LSF와 수직 방향의 LSF로부터 PSF를 생성

한 후, MTF 회선 커널을 제작하 고, 제작된 MTF 회

선 커널을 이용하여 MTF 보상을 수행하 다. 제작된

MTF 회선커널은Fig. 12와같으며, MTF 보상을수행

한결과는Fig. 13과같다.

Fig. 13을 보면 MTF 보상을 적용한 상이 원본

상에 비해 도로 및 구조물의 경계 부분이 선명해짐으로

써 전반적으로 상의 선명도가 향상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의 선명도는 향상되었지만

노이즈도증가하는형상을보이고있다. 그리고원본

상의 SNR은 106.1이고, MTF 보상을 적용한 상의

SNR은 61.8로 SNR이 감소된 것으로도 노이즈가 증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성 상의 품질을 유

지및향상시키기위해서는MTF 보상을적용한후에는

반드시 상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상의 노이즈 제거

MTF 보상을 적용하여 증가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

하여Butterworth 필터를이용하 다.

먼저 Butterworth 필터를 설계하기 위한 차단주파

수(w0), nb 및 na를결정하기위하여MTF 보상을적용

한 상을주파수도메인으로변환하 다.

Fig. 14와 같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한 다음, 최

적의 Butterworth 필터 설계를 위한 w0, nb 및 na를
주파수도메인변환 상으로부터실험적으로결정하

다. Fig. 14에서 u는 상의 x축에 대한 공간 주파수이

고, v는 상의y축에대한공간주파수이다.

Butterworth 필터 설계를 위하여 실험적으로 결정된

w0, nb 및na는Table 5와같으며, 설계된Butterworth

필터는Fig. 1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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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requency domain of MTF compensated Image.

Fig. 15.  Design of Butterworth filter.

Table 5.  Parameters of Butterworth filter design

Parameter Value

Cut-off frequency(w0) 0.35

nb 3

na 2

Paramete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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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Denoising results of DubaiSat-1 Images(Dubai on August, 2009).

(c) Denoised image

(b) MTF compensated image

(a) Original Image



설계된 Butterworth 필터를 이용하여 MTF 보상으

로인하여증폭된노이즈를제거하 고, 결과는Fig. 16

과같다.

Fig. 16(a)는 원본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6(b)는 MTF 보상을 적용한 상을 보여주고 있다. 육

안으로 보았을 때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MTF 보상

을 적용한 상은 구조물의 경계 부분이 선명해진 것을

볼수있지만, 노이즈가증폭된것을볼수있다. 그러나

Fig. 16(c)와 같이 노이즈 제거를 수행한 결과, 상이

선명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이즈도 제거되어 상의

품질이원본 상에비해향상된것을볼수있다.

정량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MTF 보상 및 노이즈 제

거를 수행한 상의 MTF는 평균 11.9%이고, SNR은

95.5로 측정되었다. MTF는 원본 상에서 측정한

MTF(평균 9.2%)보다 향상되었지만, SNR은 원본 상

의 SNR(106.1)보다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MTF 보상만을수행한 상의SNR(61.8)과비교해보았

을때에는노이즈제거를수행한 상의SNR이95.5로

측정되어서 노이즈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원본

상의 SNR(106.1)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SNR이 낮으

므로노이즈제거가완벽하게수행되지않은것을볼수

있다.

그러나 원본 상의 SNR과 MTF 보상 및 노이즈 제

거를 수행한 상의 SNR의 차이가 약 10으로 미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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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ubai on August 09, 2009. 

(a) Original Image (b) MTF compensated and denoisied image

Fig. 18.  Tanta, Egypt on November 11, 2009.

(a) Original Image (b) MTF compensated and denoisied image



차이이고, MTF는 향상되었기 때문에 MTF 보상 및 노

이즈제거로 상의품질은개선되었다고볼수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작된 MTF 회선 커널에 의한

MTF 보상과 Butterworth 필터에 의한 노이즈 제거의

적용이Fig. 17에서Fig. 20과같은다른 상에서도

상이개선되는것을볼수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DubaiSat-1의 발사 후 검보정을 위

하여MTF 평가를수행하 다. ISO 12233 표준에서제

시한 slanted-edge 방법을 이용하여 4개의 자연 타겟

으로부터 MTF를 측정하 고, ESF에서 LSF로 계산

시, 노이즈의증폭으로인한부정확한MTF를측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ermi 함수를 이용하여 ESF의

곡선적합을 수행하 다. 또한 우주 및 대기 환경 및 시

스템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손실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

하여 상복원 기법 중의 하나인 MTF 보상과 노이즈

제거를수행하 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

면다음과같다.

첫번째, Fermi 함수에의하여ESF 곡선적합을수행

한 slanted-edge 방법을이용하여 상의자연타겟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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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aejeon, South Korea on November 23, 2009.

(a) Original Image (b) MTF compensated and denoisied image

Fig. 20.  Sasayama, Japan on January 24, 2010.

(a) Original Image (b) MTF compensated and denoisied image



로부터 MTF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9.2%로 측정
되어 DubaiSat-1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상을 촬 하
는것을볼수있다.

두 번째, 정확한 MTF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밝기값으로 분포되어 있는 어두운 역과 밝은 역 사
이에경계부분이선명한자연혹은인공타겟을이용하
여야하며, 자연타겟보다는인공타겟을이용하는것이
수월하고 정확한 MTF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MTF 측정을위한ROI 사이즈는 120×80과 300×410
사이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DubaiSat-1은 2.5 m
(PAN)의공간해상도를가지기때문에전형적인ROI 사
이즈를 만족하는 인공 타겟을 촬 하기가 어려워서 자
연타겟을선정하여MTF를측정하 다.

세 번째, MTF 보상과 노이즈 제거를 수행하여 우주
및 대기 환경, 시스템의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손실
된 정보를 복원해줌으로써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상의
품질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MTF는 원본 상
에서측정된MTF보다11.9%로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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