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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x Sony IMX174 센서 탑재 Basler ace USB 3.0 카메라 - 태양 

이미지 촬영에 탁월한 성능 제공

고객

 � Stuart Green 박사

 � 소재지: 영국 랭커셔주 프레스턴

 � 업종: 아마추어 천문학

 � 수행 연도: 2015년 8월  

애플리케이션

Stuart Green 박사는 Basler 영국 대리점인 Multipix Imaging에 

수소알파선 태양 천문학(Hydrogen Alpha Solar Astronomy) 연구

와 관련해 자신에게 필요한 특성을 가진 카메라를 문의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특수 광학 필터가 장착된 망원경을 이용해 

656.28nm의 수소 알파(hydrogen-alpha) 파장에서 태양 채층 이

미지를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아마추어 태양 관측가인 Green 박사는 보유하고 있는 태양 관측용 

망원경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물 렌즈부터 특수 태양 관측용 필터, 그리고 카메라에 이르는 모

든 광학 관측용 부품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것들 중 취약한 연결 고리 하나가 탁월한 이미지를 평범한 이

미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카메라는 태양 촬영에 필수 요소이며 용도에 맞는 특성을 

가진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IMX174 CMOS 센서가 탑재된 Basler acA1920-155um을 선택

했습니다.”라고 Green 박사는 말합니다.

이 카메라는 이상적인 범위의 픽셀 크기를 갖고 있어 원하는 배율로 

태양 채층 내의 형태들을 우수한 이미지 품질과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빠른 프레임 속도(최대 155 fps, 하지만 그의 애플리케이

션에서는 93 fps 사용)와 고속 셔터 속도(6 ms)를 제공해 각 프레

임에서 대기 교란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것은 

태양 화상 처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스태킹(image 

stacking)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추가 보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

이내믹레인지와 감도가 아주 우수해 표면 디테일과 흐릿한 홍염을 

한 번의 촬영으로 캡처할 수 있어 이러한 특징들을 표현하기 위해 

이중 노출 합성(double exposure composites) 기법을 꼭 사용하

지 않아도 됩니다.

Sony IMX174 센서 장착 Basler acA1920-155um 카메라가 사용된  
Double-stacked Lunt60THa 압력 조절식 태양 망원경.

2.5x Televue Barlow 및 Basler acA1920-155um 카메라 장착 double-
stacked 태양 망원경으로 촬영한 활동 영역 12396 뒤의 태양 가장자리의 홍염.

모노크롬으로 촬영한 뒤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컬러를 입힌 활동 영
역 1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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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박사: “CMOS 칩이 뉴턴의 링(굴절/반사 현상에 의한 동심

원 발생 현상) 발생에 원인이 되지 않을까 다소 걱정했습니다. 하지

만, 이 현상은 거의 전무했고 발생할 경우 접안렌즈에서 카메라를 

아주 조금만 기울이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

메라는 CCD를 포함해 제가 태양 이미지 촬영에 사용했던 것들 중 

단연코 최고입니다”.

사용 기술

 � Sony IMX174 CMOS 센서 채택 Basler acA1920-155um

 � 1.5x 및 2.5x Televue Barlow 렌즈

 � 노트북의 USB3

 � Genika Astro 사용 AVI 이미지 캡처. ImPPG 디컨볼루션(de-

convolution)을 이용한 파인징(finessing) 포함 AviStack2 사

용 화상 처리. PixInsight를 이용한 컬러링

추가 정보

https://www.flickr.com/photos/solarcarbon60/

http://www.baslerweb.com/en/products/area-scan-cameras/ace/

aca1920-155um

수소 알파(hydrogen alpha) 선에 맞춰 촬영한 태양 가장자리의 홍염 

필라멘트, 채층 내의 홍염 및 AR12396이 촬영된 전체 태양 원반. Basler 
acA1920-155um 카메라와 1.5x Barlow 렌즈가 장착된 Lunt60THa 압력 
조절식 태양 망원경으로 촬영 (잘린 이미지).

Basler acA1920-155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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