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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분광 영상 분광 분해기(Hyper-spectral imaging spectrometer)란 2차원의 공간 정보와 1차원 파장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1). 기존의 초분광 영상 분광 분해기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광물 탐
사, 해양 오염 탐지, 목표물 탐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었다. 또한 InGaAS 기반의 소형 검출기의 개발로 인하
여, 900 - 1700 nm 영역의 휴대 가능한 초분광 영상 분광 분해기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900 - 1700 nm에서
빛은 기존의 상용 렌즈에서 투과가 가능하여 영상을 보는데 특수한 재질의 렌즈가 필요 없으며, 어두운 밤에 물
체 감별이 가능케 하며, 가시광선 영역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을 관측할 수 있어서 군사용등 많은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수차의 기하 광학적 해석을 이용하여, 900 - 1700 nm 영역의 초분광 영상 분광 분해기
의 광학 시스템 설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렌즈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3 개의 비
구면을 이용한 concentric 형태의 광학 시스템 최적화를 완료하였으며, F/2.4, 10 micrometer 이하의 spot size,
Nyquist frequency에서 80 % 이상의 MTF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된 결과를 이용하여, 정밀 가공을
통하여 3 개의 비구면을 제작하고, 정밀 정렬을 통해 prototype 제작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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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900 - 1700 nm 초분광 영상 분광 분해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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