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

Prediction Method for Moisture-release Surface Deformation of 
a Large Mirror in the Spac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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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to predict a mirror’s surface deformation due to the stress of moisture release by 

a coating in the environment of outer space. We measured the surface deformation of circular samples 50 mm in diameter and 

1.03 mm thick, using an interferometer.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Zernike fringe polynomials. The coating stress caused 

by moisture release was calculated to be 152.7 MPa. This value was applied to an analytic model of a 1.25 mm thickness sample 

mirror, confirming that the change of surface deformation could be predicted within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surement 

result (78.9 ± 5.9 nm). Using this methodology, we predicted the surface deformation of 600 mm hyperbolic mirror for the Compact 

Advanced Satellite, which will be launched in 2019. The result is only 2.005 µm of focal shift, leading to 2.3% degradation o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at the Nyquist frequency, which satisfies th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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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주의 진공환경에서 반사경 코팅이 흡수한 습기를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경면 형상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직경 50 mm, 두께 1.03 mm의 원형 시편과 간섭계를 통해 진공환경에서 나타나는 시편 형상 변화량

을 측정하고 제르니케 프린지 다항식(Zernike fringe polynomial) 곡률항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습기 방출에 따른 코팅 스트레

스는 152.7 Mpa로 계산되었다. 계산된 스트레스는 1.25 mm 두께 시편의 수치모사 모델에 적용하여 변화된 형상의 곡률항을 

측정결과의 표준편차 이내(78.9 ± 5.9 nm)로 예측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방법론을 2019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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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주에서 운용되는 광학계의 반사경은 우주 환경의 영향으

로 경면 형상이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광학계의 성능이 저

하된다. 경면 형상 변화의 원인 중 하나는 코팅 물질이 습기를 

흡수 ․ 방출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습기 팽창 현상이다[1]. 

반사경의 재료로 쓰이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습기 흡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습기 팽창 현상의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하지만 코팅의 경우 제작되는 과정에서 물질 

내에 기공 형태의 미세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 대기 중의 습기를 쉽게 흡수한다[2-6]. 흡수된 습기는 기공 

내부에서 코팅 결정구조에 작용하여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를 변화시킨다[7-9]. 일반적으로 광학계의 조립 및 정렬

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반사경면은 코팅이 대기의 

습기를 흡수하여 약화된 인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와 같이 

조립 정렬된 광학계가 우주의 진공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코팅이 흡수했던 습기가 방출되면서 인장 스트레스가 변화

하고 경면 형상이 변형됨에 따라 정렬된 광학계의 초점거리

가 달라지게 되어 광학적 성능이 감소한다[10]. 특히 최근의 

우주용 반사경들은 구경이 커지고 경량화 비율이 높아 기계

적 강성이 낮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11]. 

그러므로 우주에서 목표로 하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사경 코팅이 우주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대기 중에서 흡

수한 습기를 방출함에 따라 경면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

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환경에서의 경면 형상 변화는 지상에서 반사경의 성능

시험(performance test)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 하지만 

평면경을 제외한 구면, 비구면 반사경의 형상 측정에서 나타

나는 곡률반경의 변화는 간섭계의 정렬오차에 의한 효과와 

구분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측정 결과에서 제외된다. 코팅의 

습기방출 스트레스에 의한 형상 변화는 주로 곡률반경을 변

화시키므로, 간섭계를 이용하여 반사경의 형상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형상 측정에서 곡

률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섭계와의 정렬이 환

경에 따라 변화하지 않도록 온도 안정성이 높은 측정 구조물

과 높은 수준의 진동 저감장치 등 고가의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반사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관련된 장비의 크기가 커져 

환경변화에 둔감한 시설을 구축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처

럼 곡률반경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경제적, 기

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경면 형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Estrada et al.[13]과 Poenninger et al.[14]은 습기 방출 스트레

스를 계산하기 위해 물질의 흡수 습기량과 습기팽창계수를 

두꺼운 재료 막대 시편을 이용해 직접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계산된 스트레스는 코팅 물질의 습기 방출시 경

면이 받는 스트레스의 크기로 가정하고 경면 형상 변화 예측

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코팅 제작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기공 형태의 미세구조를 재료 물질 막대에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Riede et al.[15]과 Wernham[16]은 얇은 막

대형 유리 기판에 코팅 물질을 증착시킨 시편을 통해 곡률반

경 변화를 레이저 편향으로 측정하여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레이저 편향을 통해 곡률반경을 

측정할 때 막대형 시편은 쉽게 비틀림(torsion) 변형이 생겨 

측정 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의 시편과 간섭계를 이용하여 우주 진

공환경에서 반사경 코팅이 대기 중에서 흡수했던 습기를 방

출하면서 나타나는 경면 형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원형 시편을 사용하면 코팅이 주는 스트

레스에 의해 경면의 곡률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간섭

계를 이용하면 나노미터(nm)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어 막대

형 시편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측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측정한 곡률반경 변화량으로부터 코팅의 스트레스를 

계산하고 실제 우주에서 운용되는 반사경의 해석 모델에 이 

결과를 적용하여 경면 형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2장에서

는 시편 형상 변화량을 통해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스토니 방

정식을 소개하고, 방정식에 적용할 시편의 형상 변화량을 측

정하여 스트레스를 계산한다. 3장에서는 계산된 스트레스를 

통해 시편과 동일한 모델 및 다른 두께의 시편에 대해 형상 

변화량 예측이 가능함을 검증하고, 4장에서는 이를 실제 우

주용 반사경 모델에 적용하여 형상 변화량 해석과 광학계의 

성능 변화를 계산해 보았다.

II. 시편을 이용한 형상변화 측정과 스트레스 도출

코팅된 반사경은 그림 1과 같이 기판(substrate) 위에 코팅

물질이 증착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기판과 코팅의 

물성 차이로 인해, 코팅이 습기를 방출하면서 경면 형상의 

곡률반경을 변화시킨다. 곡률반경을 변화시키는 스트레스는 

탄성계수(elastic modulus)와 흡수한 습기의 변화량, 습기 팽

창 계수(Coefficient of Moisture Expansion, CME)의 곱으로 

표현된다[1]. 이를 각각 측정하여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직경 600 mm 쌍곡면경에 적용, 습기 방출에 의한 경면 형상 변화를 계산하여 반사경의 초점거리가 약 2.005 µm 만큼 짦아짐을 

예측하였다. 초점거리 변화는 광학 탑재체의 MTF를 한계공간주파수(Nyquist frequency)에서 2.3% 가량 낮추지만, 요구 사양을 

만족하여 우주에서도 문제없이 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우주 환경, 광학 코팅, 습기 팽창, 위성광학계

OCIS codes: (310.4925) Other properties (stress, chemical, etc.); (000.4430) Numerical approximation and analysis; (350.6090) 

Space optics



168 한국광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8년 8월

일반적이나, 코팅과 기판 구조에서는 스토니 방정식 (Stoney’s 

equation)을 이용하여 경면 형상의 곡률반경 변화를 바로 경

면이 받는 스트레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17].

곡률반경이 ∆만큼 변하는 경우, 3차원 구조의 기판에서 

코팅과 접촉면이 받는 스트레스는 식 (1)의 스토니 방정식 

(Stoney’s equation)으로 표현된다[18].

 




∆


 (1)

는 기판에서 코팅과의 접촉면이 받는 스트레스이며, 와 

는 각각 기판과 코팅의 두께, 와 는 기판의 탄성계수

와 푸아송 비(Poisson’s ratio)를 의미한다. 곡률반경은 반사

경 형상 의 제르니케 다항식 (Zernike polynomial)의 곡

률(power)항으로 표현 가능하다[19]. 본 연구에서는 제르니케 

다항식의 여러 표현 중에서 프린지 다항식을 이용하였다[20]. 

원형 반사경의 정규화된 반지름 와 회전각 로 표현되는 

제르니케 프린지 다항식에서 곡률항은  과 계수 의 

곱이다. 곡률반경과 곡률항 계수는 기하학적으로 다음과 같

은 관계를 가진다.

∆


 (2)

여기서 은 원형 반사경의 반지름이다. 식 (1)에 식 (2)를 적

용하고 스트레스 로 정리하면, 식 (3)과 같이 제르니케 프

린지 다항식의 곡률항 계수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식 (3)은 코팅의 습기 방출 스트레스 계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코팅물질이 습기를 방출하

기 전과 후의 형상 변화량을 측정하고 제르니케 프린지 다항

식 맞춤을 통해 곡률항 계수를 구하여 그 계수를 식 (3)에 적

용하면 코팅이 경면에 주는 습기 방출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다.

 
 

 




 (3)

그림 2는 원형의 코팅 시편을 이용하여 습기 방출에 따른 

곡률반경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이다. 간섭계에서 

출사된 632.8 nm 파장의 빔은 진공챔버의 윈도우를 통해 챔

버 내부에 배치된 코팅 시편으로 입사된다. 반사된 빔은 다

시 챔버 윈도우를 통해 간섭계로 들어와 간섭무늬를 생성하

고 이를 통해 반사경의 형상을 측정하게 된다. 이때, 시편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 측정하는 경우 고정치구에 의한 변형

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접이거울(folding mirror)를 이용

해 고정치구 없이 평평한 바닥면에 올려놓고 측정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사용된 간섭계는 Fizeau 방식으로 λ/100 rms

의 형상측정 정밀도를 가진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진공챔버

는 10-5 torr 이하의 고진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반사경의 

온도변화는 반사경 형상을 변화시키는 통제 변인이 될 수 있

으므로 외부의 온도조절기를 통해 시편의 온도를 상온(24 ± 

0.5°C)로 유지하였다[21].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코팅된 반사경 시편을 특정 상

대습도 환경에 노출시킨다. 습기를 흡수한 코팅 반사경 시편

을 진공챔버 내부의 테이블에 놓고 유효구경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정렬한다. 챔버 윈도우를 통해 진공환경 조성 전 

시편의 형상을 측정한 후 챔버 내부를 <10-5 torr의 고진공 

환경으로 조성한 상태에서 7시간 이상 시편을 노출시킨다. 

7시간이 지나면 챔버 윈도우를 통해 습기를 모두 방출한 시

편의 형상을 측정한다. 시편의 형상 변화량은 진공환경 조성 

전 시편 형상에서 습기를 모두 방출한 시편 형상을 뺀 값이 

된다. 형상 변화량을 제르니케 프린지 다항식 맞춤을 통해 

곡률항 계수를 도출하고 식 (3)에 적용하면 스트레스를 계산

할 수 있다.

표 1은 원형의 코팅 반사경 시편에 대한 정보이다. 사용된 

시편의 직경은 50 mm이며 유효구경은 45 mm 이다. 1.03 mm 

Fig. 1. Coating deposited substrate mirror system.

Fig. 2. Surface deformation measurement setup.

Table 1. Sample mirror specification

Specification Value

Diameter 50.0 mm (clear aperture 45 mm)

Substrate material B270

Substrate thickness 1.03 mm

Coating material SiO2 protected multi-layer silver (Ag) coating

Coating thickness SiO2 layer 100 nm (total 2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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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가지는 샘플을 4개 준비하였으며, B270 재질의 기판

으로 경면에는 SiO2 보호 코팅을 포함한 다층의 은(Ag) 반사 

코팅을 증착하였다.

준비된 시편들은 그림 3과 같이 상대습도 80% 이상의 환

경에서 2시간 이상 노출시켜 코팅이 충분히 습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주용 광학계가 제작되는 일반적 

과정에서는 접하지 않는 환경이지만 경면 형상의 극단적 변

화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시켰다.

습기에 노출시킨 시편은 앞서 언급한 실험 절차를 통해 형

상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1.03 mm의 4개 시편은 1개당 3회

의 반복 시험을 수행하여 총 12회의 측정결과를 얻었다. 그

림 4는 측정한 형상 변화량과 제르니케 프린지 다항식의 곡

률항 계수를 보여준다. 시편의 평균 형상 변화량은 77.1 nm 

rms로 측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결과에서 형상 변화는 주로 

곡률반경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르니케 프린지 다항

식 맞춤을 통해 곡률항 계수를 계산하면 119.4 nm, 표준편차 

9.4 nm로 계산된다. 이때, 측정된 형상 변화량의 표준편차는 

평균의 10% 이내의 값을 가지므로 실험 과정의 변인 통제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도출한 곡률항 계수를 반사경 기판 및 코팅의 

두께, 탄성계수, 푸아송 비와 함께 식 (3)에 대입하여 경면이 

받는 스트레스를 계산한다. 이때, 기판 재질인 B270의 탄성

계수 71.5 GPa과 푸아송 비 0.219를 사용하여 계산한 스트레

스는 약 152.7 MPa이다.

III. 수치모사 해석

본 장에서는 시편 시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에 적용하여 반사경의 형상 변화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동일한 구성의 다층 코팅을 증착시키고 동일한 습기환경에 

노출시켰다면 반사경의 두께 및 형태가 다르더라도 습기를 

방출함에 따라 경면이 받는 스트레스 크기는 동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1.03 mm 두께 시편실험으로 계산된 스트레스를 수

치모사 해석에 이용하여 1.25 mm 두께의 시편 모델의 형상 

변화량을 구하고, 동일한 두께의 시편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형상 변화량 예측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수치모사 해석을 위한 모델은 CATIA의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5(a)와 같이 구성하였다[22]. 해석 모

델은 1.25 mm 두께의 원형 3차원 반사경 기판 위에 2차원 

코팅층을 연결시킨 구조이다[23]. 기판모델과 코팅층 모델의 

증착에 의한 연결은 묶음 연결(fastened connection)조건으로 

구성하였다. 고정조건은 원형 반사경 기판 뒷면의 중심점으

로 설정하였으며, 중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5(b)와 같이 

반사경 기판과 코팅 모델 각각에 대해 메시(mesh)를 구현

하였다. 메시의 구조는 parabolic 형태로 총 절점수 30,530과 

총 요소수 24,400으로 작업하였다.Fig. 3. Coating mirror sample in humid environment (>80%rH, 

2 hours).

Fig. 4. Measurement result of surface deformation by moisture 

release stress. Sample thickness 1.03 mm.

(a)

(b)

Fig. 5. (a) Analytical model of sample mirror and fixed condition. 

(b) Mesh desig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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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구조에서 스트레스 는 코팅 물질의 습기 방출 변형

량 와 코팅의 탄성계수 , 푸아송비 로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24]. 변형량 는 습기팽창계수(Coeffi-

cient of Moisture Expansion, CME)와 흡수한 습기 변화량 

의 곱으로  이다[1]. 이는 열 해석의 열팽창

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와 온도 변화

량의 곱으로 나타나는 온도 변형량 표현과 유사하다. 그러므

로 해석 프로그램의 열해석 계산에 응용하여 형상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팅이 습기를 모두 방출했

을 때의 반사경 경면 형상변화를 계산해야 하므로, 습기 방

출 변형량  자체를 열팽창계수처럼 입력하고 습기 변화량

을 1 (unity)로 입력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앞서 도출한 스트레스를 습기 변형량 로 계산하면 1.67 × 

10-3이다. 이때, 다층 코팅의 구성중 SiO2 보호코팅이 100 nm

로 가장 두꺼우며 최상층에 위치하므로 대부분의 습기를 흡

수한다고 가정하고 SiO2의 물성치를 이용한다. 따라서 수치

모사 계산과정의 입력 물성치는 표 2의 값을 이용하였다.

그림 6은 습기 변형량 를 입력하고 수치모사 해석을 수

행하여 도출한 형상 변화량 결과이다. 두께 1.25 mm 시편의 

곡률항 계수 변화량을 예측한 경우 80.9 nm rms 값으로 계

산되었다. 두께 1.25 mm 시편에 대해서도 두께 1.03 mm와 

동일한 실험과정을 수행하여 형상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시

편의 평균 형상 변화량은 50.2 nm rms로 측정되었으며, 제르

니케 프린지 다항식 맞춤을 통해 곡률항 계수를 계산하면 

78.9 nm, 표준편차 5.9 nm로 계산된다. 예측 값인 곡률항 계

수 값 80.9 nm는 측정값의 표준편차 범위 이내의 값이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이 매우 정밀하게 반사경의 형상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우주용 반사경 적용 결과

앞서 검증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되는 반사경에 

대해서 코팅의 습기 방출에 의한 곡률 반경 변화를 계산하여 

보았다. 그림 7(a)는 차세대 중형위성(CAS500)에 탑재되는 

600 mm 쌍곡면경(M1)의 3D모델이다. 코팅은 앞서 시험에 

사용된 시편과 동일하게 SiO2 보호 코팅이 포함된 은 반사코

팅이다. 반사경 유리는 Zerodur 재질이며 뒷면은 경량화 구

조를 가지고, 3개의 양각대 플렉셔(bipod flexure)로 고정되어

있다. 플렉셔는 Invar 재질이고 플렉셔가 베젤(bezel)과 접촉

되어 고정되는 부분을 고정조건으로 결정하였다. 3D 모델은 

그림 7(b)와 같이 반사경 유리와 코팅 모델 각각에 대해 

parabolic 형태로 메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각 모델의 물질

에 따라 표 3의 물성치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시

편 측정으로 계산된 습기 변형량은 4장과 같은 방법으로 600 

mm 쌍곡면경의 코팅에 입력하였다[25].

그림 8은 수치모사 해석을 통해 계산된 600 mm 쌍곡면경

의 경면 형상 변화량이다. 만약 600 mm 쌍곡면경이 극단적

으로 습기를 흡수했다고 가정할 때, 우주의 진공환경에 노출

되면 6.4 nm rms 만큼의 형상 변화가 나타난다. 플렉셔에 의

해 약간의 트레포일(trefoil)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곡

률의 변화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제르

니케 다항식의 곡률항 계수는 11.1 nm로 계산된다.

(a) (b)

Fig. 6. (a) Measurement and (b) numerical calculation result of surface deformation by moisture release stress. Sample thickness 1.25 mm.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ample mirror

Specification Substrate Coating

Material B270 SiO2

Elastic modulus (Gpa) 71.5 74.0

Poisson’s ratio 0.219 0.190

Density (kg/m2) 255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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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의 초점거리 변화량은 식 (4)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26]. 반사경의 곡률반경()은 1918.84 mm, 직경()은 

600 mm이므로 그림 8과 같이 형상이 변화하는 경우 초점거

리는 약 2.005 µm만큼 짧아진다.

  ×
 

 (4)

초점거리 변화는 광학계의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9는 설계된 차세대 

중형위성의 광학 탑재체 모식도이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코

시(Korsch) 타입의 망원경으로, M1부터 M5까지 총 5개의 반

사경으로 구성된다[27]. ±0.7°의 시야각을 가지며 MTF성능은 

시야각 내에서 회절한계(diffraction limit)와 일치하도록 설계

되었다. 이 설계에서 M1의 초점거리가 약 2.005 µm만큼 짧

아지는 경우 MTF성능은 그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검출기

의 공간 주파수(spatial frequency) 75 cycles/mm에서 최적 설

계 성능 MTF값은 30.2%이다. 코팅의 습기방출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M1의 초점거리 변화는 MTF값을 27.9%로 변

화시켜 약 2.3%만큼의 성능을 낮추지만 차세대 중형위성의 

광학 탑재체 요구 사양에 만족하는 결과이므로 성능에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y of 600 mm hyperbolic mirror

Specification Mirror glass Coating Flexure

Material Zerodur SiO2 Invar

Elastic modulus (Gpa) 90.6 74.0 141.0

Poisson’s ratio 0.240 0.190 0.259

Density (kg/m2) 2530 2200 8050

Fig. 8. Moisture release deformation of 600 mm hyperbolic mirror 

(M1).

Fig. 9. CAS500 design layout.

Fig. 10. MTF perturbation of primary mirror focus position shift.

(a) (b)

Fig. 7. (a) Analytical model of CAS500 M1 (600 mm hyperbolic). (b) Mesh desig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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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주 진공환경에서 반사경 코팅이 대기 중

에서 흡수했던 습기를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경면 형상 변화

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

에서 수행한 코팅의 습기방출 스트레스 측정법과는 다르게, 

원형 반사경 시편과 간섭계를 이용하여 나노미터 수준의 곡

률반경 변화량을 측정하고 스토니 방정식을 통해 스트레스

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스트레스 값을 목표 반사경의 

3D 구조에 적용하여 코팅이 진공환경에서 습기를 방출하면

서 나타나는 경면 형상 변화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전산모사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예측한 형상 변화량을 시편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험에서의 형상 변화량의 표준편차 

이내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 

계산된 스트레스를 차세대 중형위성에 탑재되는 실제 우주

용 반사경 모델에 적용하여 우주에서도 큰 성능변화 없이 사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을 보다 큰 직경과 다양한 구조의 우주용 반사경 성능변화 

예측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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