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perspectral Camera

초분광카메라



Camera types

• Snapshot – 스냅샷

• Snapscan – 스냅샷 + 라인스캔

• Linescan – 라인스캔

• Mobile – 휴대형

• Drone – 드론 시스템



Snapshot Spectral Camera

•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filter patterned on chip 초분광 센서

• One-shot 촬영 방식

• 가볍고 컴팩트한 구조



Snapshot – VIS / RedNIR / NIR
Snapshot VIS Snapshot RedNIR Snapshot NIR

공간 해상도 512 x 272 픽셀 512 x 272 픽셀 409 x 218 픽셀

분광 밴드 16 밴드 16 밴드 25 밴드

파장 범위 470 ~ 630nm 595 ~ 860nm 665 ~ 975nm

FWHM < 15nm collimated < 15nm collimated < 15nm collimated

측정 속도
최대 180 hyperspectral 

cubes/sec
최대 180 hyperspectral 

cubes/sec
최대 180 hyperspectral 

cubes/sec

Bit depth 10 bit 10 bit 10 bit

수광부
near telecentric 35mm, 

C마운트
near telecentric 35mm, 

C마운트
near telecentric 35mm, 

C마운트

광학 보정 Software corrected Software corrected Software corrected

통신 인터페이스 USB3.0 + GPIO USB3.0 + GPIO USB3.0 + GPIO

작동 온도 50℃ 50℃ 50℃

크기(mm) 31(L) x 26(W) x 26(H) 31(L) x 26(W) x 26(H) 31(L) x 26(W) x 26(H)

무게 32g (렌즈 제외시) 32g (렌즈 제외시) 32g (렌즈 제외시)



Snapshot – SWIR
Snapshot Mosaic SWIR

공간 해상도 215 x 160 픽셀 160 x 120 픽셀

분광 밴드 9 밴드 16 밴드

파장 범위 1100 ~ 1650nm

FWHM < 10 ~ 15nm

측정 속도 최대 120 hyperspectral cubes/sec

Bit depth 13 bit

수광부 16 / 25 / 35 / 50mm, F2.8, C마운트

이미지 센서
InGaAs based 640 sensor 
with TEC cooler electronic

픽셀 크기 15㎛ pixels

통신 인터페이스 USB3.0 + GPIO

크기(mm) 130(L) x 65(W) x 65(H)

무게 260g (렌즈 제외시)



Snapshot – HSI Mosaic software

Single band images SAM classification



Snapscan Hyperspectral Camera

•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filter patterned on chip 초분광 센서

• 내부 스캔 촬영 방식

• 고해상도의 full spectrum 이미지



Snapscan Hyperspectral Camera



Snapscan – VNIR / NIR
SNAPSCAN VNIR SNAPSCAN NIR

공간 해상도 최대 3650 x 2048 픽셀

분광 밴드 150+ 밴드 100+ 밴드

파장 범위 470 ~ 900nm 600 ~ 970nm

FWHM < 10 ~ 15nm

측정 속도 200ms ~ 20s (depends on acquisition parameters)

스캔 시스템 내장형 piezo scanning platform

Bit depth 8 / 10 bit

수광부 20 / 24 / 35 / 50mm, F2.0, C마운트

냉각 방식 fan based + TE cooling electronics

셔터 자동 영점 조정을 위한 기계식 셔터 내장

SNR > 100 ~ 200

통신 인터페이스 USB3.0 + GPIO

크기(mm) 100(L) x 70(W) x 65(H)

무게 580g (렌즈 제외시)



Snapscan – SWIR
SNAPSCAN SWIR

공간 해상도 최대 1200 x 640 픽셀

분광 밴드 100+ 밴드

파장 범위 1100 ~ 1650nm

FWHM < 10 ~ 15nm

측정 속도 100ms ~ 10s (depends on acquisition parameters)

스캔 시스템 내장형 piezo scanning platform

Bit depth 12 / 13 bit

수광부 16 / 25 / 50mm available based upon request

냉각 방식 fan based + TE cooling electronics

셔터 자동 영점 조정을 위한 기계식 셔터 내장

SNR 최대 600 : 1

통신 인터페이스 USB3.0 + GPIO

크기(mm) 90(L) x 90(W) x 150(H)

무게 895g (렌즈 제외시)



Snapscan – HSI Snapscan software

Live view display for acquisition mode Image analysis and classification in cube display mode



Linescan Hyperspectral Camera

• 투과형 분광 광학계

• 라인 스캔 촬영 방식

• 고해상도의 full spectrum 이미지



Linescan Hyperspectral Camera



Linescan Hyperspectral Camera



Linescan – FX camera



Linescan – FX camera



Linescan – FX camera



Linescan – SWIR



Linescan – FENIX



Linescan – LWIR



Linescan – LUMO data acquisition software



Mobile Hyperspectral Camera

• 디지털 카메라 방식의 휴대형 초분광 카메라

• 측정에서 분석까지 자율적 운용 가능

• 내장 GPS를 활용한 측정데이터의 위치정보 기록

• USB연결 또는 WIFI를 통신을 이용한 원격 제어



Mobile Hyperspectral Camera



Mobile Hyperspectral Camera – High resolution



Drone Hyperspectral Camera – Linescan

• Push-broom 방식

• GPS/IMU 통합형 센서

• 다양한 플랫폼 호환

항목 특징



Drone Hyperspectral Camera – Snapshot

• One-shot 촬영 방식

• GPS/IMU 통합형 센서

• VIS / RedNIR / NIR / SWIR의 다양한 파장대역 대응



Drone Hyperspectral Camera – Snapshot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