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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광기란 2차원 공간 정보과 1차원 파장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현제
국제적으로 인공위성에 탑재하여 환경조사, 자원 탐사, 농업 식량 예측, 해양 오염 분석 등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널리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아리랑 1호에 탑재되어 해양관측 자료로
이용되며 해수면의 온도변화, 적조나 황사는 물론 태풍의 진로 등을 관측하는데 사용 되고 있으며, 주로
가시광 영역의 파장대를 이용하고 있다.
SWIR(short wave infrared) 영역은 보통 0.7~2.5um 영역 대를 말하며, 이 대역은 사람의 눈으로
감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측 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적으로는 야시 장비, 민간용으로는
제품의 식별등 여러 분야에 이용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SWIR 영역에서의 현상에 관한 연구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 영역 대의 영상 분광기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렌즈형 영상 분광기 계략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렌즈형 영상 분광기 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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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광기의 영상획득은 영상을 Scanning 하여 얻는 push-broom(1)방식을 택하였고, 렌즈의
형태는 collimation lens와 focusing lens 모두 같은 형태의 렌즈를 사용 하였다.
Fore-optics 와 collimation lens, focusing lens는 F/#가 1.4 이고, 초점 거리가 50mm이며 SWIR
영역에 대해 최적화된 렌즈를 이용하여 구성 하였다.(2) Dispersion material 은 반사 형 회절격자를
사용하였다. 각 광학 부품들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정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LD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광학계를 정렬하여 오차와 잡음 등을 개선하는 영상처리 및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적으로 깨끗한 영상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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