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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성탑재용 고해상도의 지구 측 카메라의 조립  평가 시에 시 기(Collimator)는 꼭 필요한 장

치이다. 이러한 시  장치는 end-to-end imaging test, 거리 측정, Line of sight measurement, 

Spectral Calibration, Radiometric Calibration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 측 카메라를 평가 할 수 있

다 .  본 연구에서 는 과학기술 성 3호의 부 탑재체인 COMIS를 Light Tools를 통하여 시뮬 이션 

하여 장별로 분 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하 고 실험을 통해 Radiometric Calibration을 확인 하 다.

   COMIS(COMpact Imaging Spectrometer)는 과학기술 성3호의 부 탑재체로서 “ 소형 상분 기

"이다. COMIS는 결상 학계와 분 학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COMIS의 Life time은 2년이고 

EPD(Entrance Pupil diameter)는 65mm, F수는 4.6이다. 한 COMIS는 고도 700km에서 촬 하게 되며 

시야각(FOV)은 ±1.3°이다. 이 COMIS의 장 역은 Visible＋NIR(400nm~1050nm)이다. COMIS의 지구

측 카메라로서 임무는 팔당호를 심으로 한강의 수계의 수질 측 연구와 에어로졸 학 두께측정연

구  작물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COMIS를 Light Tools를 이용하여 실제와 같은 재질을 입력시켜 모델링을 하 다. 한 각각

의 유리와 거울에 투과율과 반사율을 실제 코 한 데이타를 입력 하여 시뮬 이션을 해보았다. Light 

Tools를 이용하여 빛의 진행 과정과 COMIS에 빛이 입사할 경우 장별로 빛이 분 되는 모습과 장

별로 에 지 변화 등을 시뮬 이션을 통해 미리 측, 확인해 보았다. 그림.1은 COMIS의 형상과 Light 

Tools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모습니다. 그림.2는 Light Tools를 통해 시뮬 이션 하여 결상 학계와 분  

한 모습을 Raster Chart이다.

그리고 실제 조립되고 정렬까지 마친 COMIS의 시험 모델을 통하여 분 하는 모습을 확인하 다. 그

림.3 실제 조립한 COMIS의 모습과 Radiometric을 측정하기 한 장치들이다. 분구를 통하여 원으

로 입사시키고 COMIS가 분 을 하 을때  빛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확인 해보았다. 한 칼라 필터를 

이용하여 장별로 에 지 변화에 해 실험을 했다. 이 직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Light Tools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한 결과를 비교, 평가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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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COMIS의 형상과 Light Tools로 모델링한 모습 >

          

        <그림.2 COMIS의 결상 학계를 지난 후 와 분 된 모습을 Light Tools로 확인 >            

 

<그림3. 실제 COMIS와 Radiometric Calibration을 하기 한 실험 장치>

본 연구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성3호 개발사업의 산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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