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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Jean Pierre Brahic은 유럽 최고의 태양 관측가입니다. 

그는 프랑스 Uzes에 살며 Hydrogen Ha 밴드로 알려져 

있는 특수 스펙트럼 범위의 태양광을 연구합니다. 이 

범위는 스펙트럼에서 656.3 nm의 적색 부분으로서 

태양 채층 복사광의 매우 좁은 부분(<0.7 옹스트롬)에 

해당됩니다. 채층에는 플라주(plages)라는 아주 밝은 

영역과 필라멘트(filaments)라는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제트인 필라멘트는 태양의 홍염과 동일하지만 

솔라 디스크 (solar disk) 상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형태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수 분만에 

홍염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홍염의 탄생은 솔라 

플레어로 불리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2011년 5월 1일, 

Jean Pierre는 매우 인상적인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는 

20분 간 지속된 솔라 플레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지난 수 년 동안 아마추어 행성, 태양 및 달 사진 촬영은 

화상 처리 및 CCD 센서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크게 

진보했습니다. Sony의 EXview HAD 센서는 가장 

최근의 혁신 기술이며 적색과 근적외선 스펙트럼에서의 

감도가 표준 센서 대비 두 배에 달합니다. 아마추어 

천문가 들 은“요행 영상 촬 영법( luck y imaging) ”

이라 불리는 이미징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는 전문 

천문대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아주 짧은 시간에 

Basler ace GigE 카메라를 사용한  
고속 솔라 이미징

수 천 장의 이미지를 캡처한 뒤 이미지를 결합 해 

신호대잡음비(SNR)를 크게 개선하는 고속 동영상 

캡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속 이미지 

개선 알고리즘의 효율이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요행 

영상 촬영법을 이용하면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는 대기 

교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촬영한 일부 이미지는 지구상에서 촬영한 사진들 중 

최고의 사진에 속합니다. 

솔루션 및 장점  

Jean Pierre는 656 nm에서 50%의 양자 효율을 

갖고 있고 매우 효율적인 130만 픽셀 Sony ICX445 

센서가 포함된 Basler ace GigE 카메라(acA1300-
30g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Ha-etalon을 

사용하도록 개조된 155 mm 천체물리학 굴절망원경에 

이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 카메라는 Airylab의 천체 

관측용 Genika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작동되며 추가 

처리를 위한 동영상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 아마추어 

천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Basler ace 카메라의 

GigE 인터페이스는 노이즈가 거의 없는 아주 역동적인 

12비트 이미지를 80 MB/s 이상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카메라는 예산이 

빠 듯한 아마추어가 구매해도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태양 홍염 이미지 - 지구의 이미지를 통해 규모를 알 수 있음 

 Basler ace GigE 카메라가 부착된 155 mm 천체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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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행 영상 촬영법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이미지 

촬영이 필요하며 Basler의 ace GigE 카메라는 이 

기술 적용에 필요한 빠른 프레임 속도를 제공합니다.

태양 표면의 변화는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Basler의 ace GigE 카메라는 매우 민감하기도 한데 

이는 행성 이미지 촬영에 특히 유용한 특징입니다. 속도와 

민감성이 결합되어 난기류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범위에서 노이즈나 다른 패턴이 없는 사진을 

제공합니다. Basler ace1300-30gm에는 특히 656 
nm에서 높은 민감성을 갖고 있는 신형 흑백 EXview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술 

■ EXview 센서 내장 Basler ace GigE 카메라

(acA1300-30gm)  

■ 약 0.7 옹스트롬의 스펙트럼 대역(FWHM)을 갖고 

있는 Hα 필터가 내장된 155 mm 천체 망원경 

■ 원시 프레임을 고속으로 녹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Airylab의 Genika Astro(12비트 32 fps) 

■ 웨이블릿용 Registax 6 및 Avistack 1.81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http://jp-brahic.chez-alice.fr/

http://airylab.net/index.php?option=com_conte
nt&view=article&id=50&Itemid=68

플레어 발생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