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2

†E-mail: pkj@kasi.re.kr
 Color versions of one or more of the figures in this paper are available online.

MIRIS EOC 주경의 광기계 해석

박귀종
1†ㆍ문봉곤

1ㆍ박성준
1ㆍ박영식

1ㆍ이대희
1ㆍ이창희

1ㆍ나자경
1ㆍ정웅섭

1ㆍ표정현
1ㆍ

이덕행
1,2ㆍ남욱원

1ㆍ이승우
3ㆍ양순철

4ㆍ한원용
1

1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기술개발센터

우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번지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천문우주기술개발센터

우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번지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위성실 

우 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번지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개발부

우 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번지

(2011년 11월 3일 받음, 2011년 11월 23일 수정본 받음, 2011년 11월 29일 게재 확정)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적외선영상시스템(Multi-purpose IR Imaging System, MIRIS)은 과학기술위성 3호(STSAT-3)
의 주탑재체이다. 지구관측카메라(Earth Observation Camera, EOC)는 MIRIS를 구성하는 두 개의 적외선 카메라 중에 하나로, 
지구의 3~5µm 파장대의 적외선을 관측하기 위한 카메라이다. EOC의 광학계는 카세그레인 방식으로써 구경이 100 mm이고, 주
경과 부경은 모두 비구면 반사경이다. EOC 주경의 플렉서는 링 타입으로써 발사환경에서 주경이 겪을 수 있는 충격과 진동을 

견디도록 예압을 가하며 주경을 지지한다. 이는 마치 리테이너로 렌즈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주경을 지지하기 위한 

시도이다. 광기계 해석을 통해 EOC 주경이 효과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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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S(Multi-purpose Infra-Red Imaging System) is the main payload of the STSAT-3(Korea Science and Technology Satellite‐
3), which is being developed by KASI(Korea Astronomy & Space Institute). EOC(Earth Observation Camera), which is one of 
two infrared cameras in MIRIS, is the camera for observing infrared rays from the Earth in the range of 3 ~5μm. The optical 
system of the EOC is a Cassegrain prescription with aspheric primary and secondary mirrors, and its aperture is 100mm. A ring 
type flexure supports the EOC primary mirror with pre-loading in order to withstand expected load due to the shock and vibration 
from the launcher. Here we attempt to use the same mechanism by which a retainer supports the lens. Through opto-mechan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OC primary mirror is effectively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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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Solid model of EOC, (b) Optical system: Cassegrain 
prescription.

TABLE 2.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E (Pa) ν ρ (kg/m3) CTE (10‐6/K) Note

Al6061‐T6 6.9 × 1010 0.33 2700 24.0 Yield Strength: 275MPa

Zerodur 9.2 × 1010 0.24 2530 0.05 Tensile Strength: 57MPa

Viton O‐ring 8.04 × 105 0.49 1850 2.6

TABLE 1. Optical data of EOC primary mirror

Diameter 110 mm

Clear Aperture 100 mm

Radius of Curvature, ROC 374.728 mm

Conic Constant, K -0.863782

FIG. 2. Module parts of EOC primary mirror: mirror, cell, 
flexure, o-ring, barrel, spacer, retainer.

I. 서    론

과학기술위성 3호의 주탑채체인 다목적적외선영상시스템

(Multi-purpose IR Imaging System, MIRIS)은 두 개의 적외

선 카메라로 구성된다. 하나는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관

측카메라(Space Observation Camera, SOC)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지구관측카메라(Earth Observation 
Camera, EOC)이다

[1-3]. EOC는 구경이 100 mm로써 지구의 

3～5µm 파장대의 적외선을 관측하기 위한 카메라이다. 또
한, 국산 적외선 센서의 우주 인증이라는 목적과 함께 유사

시 한반도를 적외선으로 감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4]. EOC

의 질량은 약 10 kg이고, 전체형상은 그림 1(a)에 나타내었

다
[5]. 주요 광학계는 상온에서 운영되고 검출기와 듀어는 소

형 냉동기에 의해 80K로 냉각된다. EOC의 광학계는 카세그

레인 방식으로써 제로더 재질의 주경과 부경은 모두 비구면 

반사경이다. 그림 1(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경과 부경에 

의한 F-수는 6.22이다.
광기계 해석을 통해, EOC 주경을 마치 렌즈처럼 지지

[6]
했

을 때, 주경과 지지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주경의 광학적 성

능을 분석하였다. EOC 주경의 광학성능 요구조건은 WFE 
P-V(Peak to Valley) < λ/8 이다. 사용된 소프트웨어로는 NX 
I-deas와 SolidWorks, Matlab이다.

II. EOC 주경 모듈

EOC 주경의 광학 데이터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코닉상수, 
K는 -0.863782로써 주경의 표면은 타원면을 형성한다. 

EOC 주경 모듈을 그림 2에 나타냈다. EOC의 배럴 내부를 

보면, 셀 위에 주경이 접촉상태로 놓이고, 링 타입의 플렉서

와 합성고무(elastomer)인 Viton 오링이 주경과 조립된다. 주경

과 오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의 재질은 모두 알루미늄합금

(Al6061-T6)이다. 표 2에 재료의 물성치를 나타냈다. 주경의 

최대두께는 13.5 mm로써 총 무게는 0.271 kg이다. 광축방향

을 축방향으로 정의하고, 광축방향과 수직인 방향을 횡방향

으로 정의했을 때, 주경의 축방향의 자중은 플렉서와 셀에 

의해 지지가 되고, 횡방향의 자중은 3개의 오링에 의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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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ction area and finite element model of EOC primary 
mirror.

(a)

(b)

FIG 4. 1st mode configuration: (a) Flexure with EOC primary 
mirror(146 Hz), (b) EOC primary mirror(5170 Hz).

가 된다. 플렉서는 주경이 위성의 발사환경에서 겪을 수 있

는 충격과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주경의 앞면의 외곽면에 

접촉하여 예압(pre-load)을 가하며 조립이 된다. 플렉서가 주

경 앞면의 외곽면에 가하는 총 힘은 170.3 N로써 중력가속

도가 약 64G에 해당한다. 플렉서가 주경을 누르는 외각면의 

크기는 내경이 102.4 mm, 폭이 3.8 mm이고, 주경이 셀에 지

지되는 외각면의 크기는 내경이 97 mm, 폭이 6.5 mm이다. 
리테이너가 렌즈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플렉

서가 주경을 접촉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열변형이 크게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링은 파이프 형상으로 직경이 

5 mm로써 3개의 오링이 주경과 배럴 사이에 끼워져 주경의 

외주연에 압력을 가하게 되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오링

의 단면을 정사각형(5 mm × 5 mm)으로 간주했다. 1개의 오

링이 접촉하는 면적은 45.5 mm2(가로 9.1 mm × 세로 5 mm)
이고, 조립 시에 눌리는 변위는 0.62 mm로써 공칭변형율이 

0.124에 해당한다. 주경 외주연 전체를 누를 수 있는 길이의 

오링을 압축시험으로 측정한 스프링상수는 2.78 × 105
로 얻

어졌다. 이것을 배럴과 주경 사이에 끼웠다고 가정했을 때, 
0.62 mm가 눌리면 172.36N의 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힘을 오링의 전체 접촉면적으로 나누면 오링이 주경 외주

연을 누르는 압력은 172.36N ÷ (π × 주경 직경 110 mm × 
접촉 높이 5 mm) = 0.0998MPa 로 계산된다.

III. 광기계 해석

3.1. 고유진동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면체 10절점 요소를 사

용하여 총 49,553개의 요소와, 70,737개의 절점으로 주경의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했다. 주경의 단면과 유한요소모델을 그

림 3에 나타냈다. 유한요소모델의 질량은 0.271 kg이고, 무게

중심은 밑면에서부터 광축방향으로 6.1 mm 떨어져있다.
플렉서와 오링은 주경에 접촉하여 조립되므로 횡방향 운동

과 축방향 운동이 비연계되게 된다. 플렉서의 강성을 파악하

기 위해 플렉서가 주경과 조립된 경우에 대해서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했다. 주경과 접촉하지 않는 플렉서의 한쪽면의 

축방향 변위를 고정하고, 주경 외주연의 원주방향 변위를 고

정한 경계조건에서 플렉서는 주경과 함께 146 Hz의 강성을 

가진다. 그림 4(a)에 플렉서와 주경의 1st 모드 형상을 나타내

었다. 오링의 스프링상수는 2.78 × 105
이고, 고유진동수는 

(1/2π) × (스프링상수/질량)1/2
이므로 주경과 함께 161.3 Hz에

서 1st 모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경의 고유

한 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유 경계조건(free-free boundary 
condition)에서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했다

[7, 8]. 주경의 1st 모
드는 그림 4(b)와 같이 비점수차 형상으로 5170 Hz에서 발생

한다. 이는 플렉서와 오링에 비해 주경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써 플렉서와 오링이 주경을 유연하게 지지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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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nalysis results for flexure pre-load: (a)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ed configuration, (b) Optical surface deformation map.

(a)

(b)

FIG. 6. Analysis results for o-ring pre-load: (a)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ed configuration, (b) Optical surface deformation map.

3.2. 플렉서와 오링에 의한 예압

EOC 주경이 위성의 발사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하중을 견

디기 위해 플렉서와 오링은 주경에 예압을 가하며 조립이 된

다. 먼저 플렉서의 예압이 주경의 광학적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했다. 주경과 셀이 접촉하는 영역의 축방향 변위를 

고정하고, 주경 외주연의 원주방향 변위를 고정한 경계조건

에서 플렉서와 주경이 접촉하는 앞면의 외곽면에 170.3N의 

힘을 가했다. 주경의 응력분포와 변형형상을 그림 5(a)와 같

이 나타내었다. 총 변위는 30 μm로 계산되었으며, 최대 응력

은 0.165 MPa로써 제로더의 인장강도 57MPa에 비해 안전함

을 확인했다. 주경의 표면 변형량으로부터 Zernike 다항식 

피팅
[9]
을 통해 광학수차를 제거하면 광학적 표면 변형형상

(optical surface deformation map)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b)
는 피스톤, 팁, 틸트 수차를 보정한 후의 표면 변형형상이다. 
플렉서의 누르는 힘에 의해 주경 표면의 P-V는 39.9 nm이

고, RMS(Root Mean Square)는 11.0 nm에 해당하는 변형이 

발생하였다. 반사경의 경우 표면 변형량에 의해 입사광의 오

차만큼 반사광에서도 오차를 가지고 다시 반사되기 때문에 

파면오차(Wavefront Error, WFE)는 표면 변형량의 2배가 된

다. 그러므로, 플렉서에 의해 발생하는 WFE의 P-V는 79.8 
nm, RMS는 21.9 nm가 되고, 이는 WFE P-V가 λ/37.5～λ
/6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구조건 λ/8를 만족한다. 주경의 

광학적 표면 변형형상을 보면, 디포커스 수차가 지배적이다.
3개의 오링이 주경의 외주연을 누르는 예압에 의한 주경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의 해석과 동일한 경계조건에서 하중

으로 주경의 외주연에 오링이 접촉하는 영역에 0.0998 MPa
의 압력을 가했다. 주경에 발생한 최대 응력은 0.09 MPa로
써 플렉서에 의한 영향보다 미비하다. 그림 6에 오링에 의한 

응력분포와 광학적 표면 변형형상을 나타내었다. WFE P-V
는 3.1 nm, RMS는 0.53 nm로써 오링에 의한 압력은 주경의 

변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립오차에 의한 주경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플렉서와 

오링이 주경을 누르는 예압에 대한 공차분석을 수행했다. 그
림 7은 주경을 누르는 예압을 1배씩 증가시킬 때 주경의 

WFE P-V와 RMS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플렉서

와 오링이 누르는 예압에 대해 주경의 WFE RMS와 P-V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플렉서가 주경을 누르는 예압을 

10배 증가하면 주경의 P-V가 약 40 nm에서 약 400 nm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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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FE change rate for increase of flexure and o-ring 
pre-load. (a)

(b)

FIG. 8. (a) Optical surface deformation map, (b) Optical surface 
deformation map with defocus correction.

배 증가한다. 본 해석을 비선형 대변형해석으로 간주하여 예

압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계산해 보았지만, 동일한 선형 

그래프를 얻었다. 그 이유는 플렉서의 예압을 10배 증가시켜

도 주경의 표면 변형이 미소하여 거동이 응력-변형율 곡선의 

선형 구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측 적외선 파장이 3 μm～ 
5 μm인 것을 고려했을 때, 예압을 9.4배～15.6배를 가해도 

주경의 예상 변형량은 요구조건 WFE P-V λ/8를 만족한다. 
이것은 발사환경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견디기 위해 

플렉서의 예압을 강하게 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의미한

다. 플렉서의 고유진동수 146 Hz로부터 스프링상수를 구하

면 227.8 kN/m이 되고, 허용 예압을 이 스프링 상수로 나누

면, WFE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플렉서의 조립공차는 축방향

으로 7.0μm～11.7 μm가 된다. 플렉서의 예압에 비해 오링은 

주경의 성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그림 7의 그래프에

서 확인하게 된다.

3.3. 중력

횡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플렉서와 오링에 의한 예압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EOC 주경의 광학적 성능

을 평가했다. 앞의 플렉서의 예압을 주경에 가하는 해석과 

동일한 경계조건에서 플렉서와 오링의 예압에 횡방향 중력

이 추가되었다. 그림 8(a)에 광학적 표면 변형형상을 나타내

었다. WFE가 P-V는 77.4 nm, RMS는 20.9 nm로 계산되었는

데 표면 변형량이 플렉서의 예압만 작용할 때 보다 더 작게 

나왔다. 그 이유는 플렉서에 의한 예압에 의한 축방향의 변

형율을 오링에 의한 압력이 푸아송비 만큼 줄였기 때문이다. 
피스톤, 팁, 틸트 수차를 보정한 후의 결과인 그림 8(a)에서 

디포커스 수차를 보정하면 그림 8(b)와 같이 WFE RMS는 

1.8 nm가 되고, 디포커스 수차에 의해 보이지 않았던 오링에 

의한 변형 형상을 확인하게 된다.

축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경우에도 주경의 광학적 성능을 

분석하면 횡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경우와 거의 동일한 변

형형상을 얻게 된다. 이는 주경의 직경과 자중이 작아서 플

렉서의 예압이 주경의 표면 변형에 지배적인 인자이기 때문

이다. WFE P-V는 70.0 nm, RMS는 18.8 nm로 계산되었는

데, 횡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보다 변형이 작게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온도 변화

온도 변화에 대한 EOC 주경의 변형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경이 배럴 안에서 플렉서와 셀에 접촉(contact)되어 

있을 때, ΔT= ±5℃에 의한 주경의 광학적 성능을 분석했다. 
오링이 주경에 가하는 압력은 주경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

지 않으므로 오링은 제외했다. ΔT= -5℃인 경우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경계조건으로 배럴의 외주연 중간 지점의 축

방향 변위와 원주방향 변위를 고정하고, 플렉서와 주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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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Analysis result for ΔT= -5℃ with contact condition: (a)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ed configuration of EOC module section, (b)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ed configuration of EOC primary mirror, (c) Piston aberration.

 

(a) (b) (c)

FIG. 10. Analysis result for ΔT= +5℃ with boding condition: (a)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ed configuration for EOC module section, 
(b)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ed configuration of EOC primary mirror, (c) Optical surface deformation map.

경과 셀은 접촉으로 설정했다. 해석에서 오링은 제외했으므

로, 주경의 횡방향 이동과 축방향 회전에 대한 자유도를 구

속하기 위해 주경 외주연의 원주방향 변위를 추가적으로 고

정했다. 각 절점에 293K의 온도를 가하고 기준온도는 298 K
로 설정했다. 그림 9(a)는 ΔT= -5℃일 때 열탄성 해석 후에 

주경 모듈의 응력분포와 변형형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주경 

모듈의 열팽창에 의해 그림 9(b)와 같이 주경에는 12.2 KPa
의 미비한 응력이 발생한다. 주경의 표면 변형량을 분석하면, 
단지 피스톤 수차만 -2.16 μm로 발생한 것을 그림 9(c)에 나

타냈다. 피스톤 수차를 제거하면 광학적 표면 변형량은 0 
nm가 되는데, 이것은 ΔT= -5℃에 의해 주경의 광학적 성능

이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ΔT= +5℃인 경우에 대해

서도 열탄성 해석을 수행하면 앞의 해석과 동일하게 0 nm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상승할 때 배럴이 팽창하여 플렉

서와 셀의 간격이 커져 주경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온도하락보다 온도상승이 주경에는 더 유리한 조건

이라고 볼 수 있다. 열탄성 해석에서 플렉서의 예압을 생략

했지만, 실제로는 이 예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플렉서와 

셀이 온도변화에 의해 주경과 접촉에서 분리되는 현상은 발

생하지 않을 것이다. 
앞의 온도변화 ±5℃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환경에

서의 EOC 주경의 광학적 성능을 예측해 보았다. 온도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우주환경에서의 EOC가 받을 수 있는 온

도변화 범위는 -18℃～+26℃이다. +26℃ 온도변화에 대해

서는 배럴의 팽창에 의해 주경의 광학적 표면 변형량은 0 
nm가 될 것이다. -18℃에서는 배럴의 수축에 의해 플렉서가 

주경에 힘을 가하겠지만, 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럴 안에서 EOC 주경이 플렉서와 셀에 결합(bonding)이 

되었을 경우에 온도 변화, ΔT= +5℃에 의한 광학적 성능도 

분석했다. 경계조건으로 배럴의 외주연 중간 지점의 축방향 

변위와 원주방향 변위를 고정했다. 유한요소모델에서 플렉

서, 주경, 셀의 요소가 모두 붙어 있으므로, 주경의 원주방향 

변위를 따로 구속할 필요는 없다. 각 절점에 303 K의 온도를 

가하고 기준온도는 298 K로 설정했다. ΔT= +5℃일 때 열탄

성 해석 후에 주경의 응력분포와 변형형상의 단면을 그림 
10(a)에 나타냈다. 플렉서와 셀, 주경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해 최대응력이 주경에서 16.5 MPa로써 접촉 경우에 비해 

크게 상승한다. 또한, 주경이 심하게 변형된 것을 그림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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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value for each condition

Result
Condition

Max. Stress
(MPa)

WFE P‐V
(nm)

WFE RMS
(nm)

Note

Pre‐load
Flexure 0.165 79.8 21.9

O‐ring 0.09 3.1 0.53

Gravity

Lateral gravity
+ Pre‐load

0.317 77.4 20.9

Axial gravity
+ Pre‐load

0.162 70.0 18.8

Temperature
Change 

ΔT= ‐5℃, Contact 0.012 0 0

ΔT= +5℃, Bonding 17.0 15697.1 4468.5 > λ/8

에서 확인하게 되고, 광학적 표면 변형형상을 그림 10(c)와 

같이 구하면 주경의 WFE P-V는 15.7 μm, RMS는 4.5 μm로 

요구조건을 크게 초과한다. 하중조건과 온도조건, 경계조건

에 따른 앞의 해석결과들을 표 3과 같이 모두 비교하면, 플
렉서와 셀을 주경과 결합으로 조립했을 때의 심각성을 여실

히 보여준다.

IV. 결    론

EOC 주경과 지지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주경의 광학적 

성능을 살펴 보았다. 광기계 해석을 통해 주경을 렌즈와 같

은 메커니즘으로 지지한 시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과적

임을 확인했다. 첫째, 링 타입의 플렉서와 오링, 주경의 고유

진동수를 비교하여 플렉서와 오링이 주경을 유연하게 지지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주경의 광학적 성능에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플렉서의 예압이고, 예압을 증가할 

때 변형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3 μm～5 μm 적외선을 

관측하는 EOC 카메라의 경우에 9.4배～15.6배의 예압을 더 

가해도 WFE 요구조건 범위 내에 있었다. 셋째, 주경이 플렉

서와 셀에 접촉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5℃ 온도변화에 대해 

주경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EOC 주경의 표면 변형량이 작기 때문에, EOC 주경과 같

이 링 타입의 플렉서로 지지하는 방법은 반사경의 직경이 작

은 경우에 가시광선 관측용 카메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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