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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위성3호 소형영상분광기 발사모델 환경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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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위성3호 부탑재체인 소형영상분광기 COMIS(Compact Imaging Spectrometer)는 400 - 1050 nm의 관측 대역에서 분광 

관측을 수행하는 영상 분광기이다. COMIS는 2012년 고도 700 km의 원 궤도에서 발사 된 후 27 m의 공간분해능과 2 - 15 nm의 

파장 분해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OMIS 비행 모델의 환경시험 수행결과를 기술한다. 발사 환경인 진동 가진에 

의한 영상분광기의 광학적, 구조적인 변화 여부와 우주환경인 열․진공 상태에서의 기능 시험을 수행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을 검

증 받았다. 우주공간에서의 환경으로 일컬어지는 고진공(10-5 torr이하)과 -30℃～35℃의 고온 및 저온의 열적 변화 상태를 모사하

는 시험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보였고, 10 grms의 랜덤 진동 가진 전․후의 고유 진동수는 1% 이내의 변화량을 보였다. 환경시험 

전․후로 영상분광기의 변조전달함수(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측정을 하여 광학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환경시

험을 마친 영상분광기는 현재 과학기술위성3호 본체와의 조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발사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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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ct imaging spectrometer (COMIS) was developed for a microsatellite STSAT-3. The satellite is now rescheduled to 
be launched into a low sun-synchronous Earth orbit (~700 km) by the end of 2012. Its main operational goal is the imaging 
of the Earth’s surface and atmosphere with ground sampling distance of 27 m and 2 - 15 nm spectral resolution over visible 
and near infrared spectrum (0.4 - 1.05 μm). A flight model of COMIS was developed following an engineering model that had 
successfully demonstrated hyperspectral imaging capability and structural rigidity. In this paper we report the environmental test 
results of the flight model. The mechanical stiffness of the model was confirmed by a small shift of the natural frequency i.e., 
< 1% over 10 gRMS random vibration test. Electrical functions of the model were also tested without showing any anomalies 
during and after vacuum thermal cycling test with < 10-5 torr and-30℃ - 35℃. The imaging capability of the model, represented 
by a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value at the Nyquist frequency, was also kept unvaried after all those environment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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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IS 3D model (b) Internal view of STSAT3

FIG. 1. 3D model of COMIS and an internal view of STSAT3.

TABLE 1. COMIS primary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Note
Entrance pupil 65 mm 　

F number 4.6 　
Spectrum 0.4~1.0 μm 　

Spectral resolution 2~15 nm 　
Spatial resolution 27 m at 700 km altitude

Mass 4.3 kg 　

I. 서    론

영상분광기는 촬영하는 영역에 대해 각 픽셀별로 연속적인 

스펙트럼 정보를 제공하여 촬영 정보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스펙트럼 정보는 관찰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측정 파장

에 따라 기상 및 해양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4]. 군

사적 목적의 탐지나 농업 분야에서 작물의 상태나 종류를 구

분하며 수질 오염 검사나 대기 상태를 일반적인 영상에서 얻

지 못하는 정보를 분광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된다
[5, 6]. 

이렇듯 분광 영상은 그 활용성이 인정되어 영상분광기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형영상분광기(COMIS, compact imaging spectrometer)는 

과학기술위성3호의 부탑재체로 지표면 및 대기 과학을 연구

할 목적으로 개발된 분광 카메라이다
[7-9]. COMIS는 고도 700 

km의 태양 동기 궤도 상공에서 27 m 지상 해상도를 갖고 관측 
폭 28 km의 지표면 및 대기를 관측하게 된다. 관측 시 0.4-1.05 
μm의 파장대역에서 파장에 따라 2-15 nm의 분광 해상도를 

갖는 분광 관측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1에 COMIS의 

주요 성능 지표를 정리하여 놓았고, 그림 1은 과학기술위성3
호 내부 및 COMIS의 3차원 모델을 보여주며, 그림 2 및 3은 

각 COMIS의 내부 형상 및 제작된 COMIS FM을 보여주고 있다.
위성은 발사 이전에 정상적인 동작과 요구성능에 만족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상에서 여러 시험을 거치게 된다. 그 

중 환경시험은 발사 이후의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위성의 특

수성으로 인하여 시험 과정에서 위성을 구성하는 부품과 탑

재체의 고장원인이 되는 결함을 발견 할 수 있으며, 각 시스템

의 성능, 제작 및 조럽 상태를 검증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 
위성의 환경시험은 크게 발사환경시험과 우주환경시험으로 

구분되어 진다
[10-12]. 

발사환경은 발사체의 이륙 직후부터 위성체가 정상 운영궤

도를 진입하는 시점까지 볼 수 있으며, 발사 후 위성체가 받

게 되는 외부 가진력 즉, 단 분리(stage separation)와 위성체가 

발사체로부터 분리에 사용되는 절단 장치(Pyrotechnic device)
의 폭발로 인한 충격성 진동(shock vibration) 이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충격성 진동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극심한 환경

의 변화 주게 되며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능에 심각한 악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
[13]. 

우주환경은 위성체가 정상궤도에 들어선 후부터 임무수행

을 하는 동안으로 볼 수 있다. 우주환경에서 위성체는 수 년

간 규정된 임무를 신뢰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이런 우주환경의 특성은 미세중력, 고진공, 태
양복사, 극도의 온도차, 자장, 미세운석 등으로 규정할 수 있

다. 우주환경은 발사순간에서부터 궤도진입, 천이궤도 및 정

상운영 등 전 순기에 걸쳐서 주어진다. 위성체에는 태양에너

지의 복사로 인한 온도상승과 태양에너지의 차단에 의해 온

도강하 등이 진공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COMIS도 이러한 발사 시에 극심한 진동환경과 단 분리에 

의한 충격에 노출되며 임무 상에서는 가혹한 고 진공 및 열 환

경을 맞이하여 임무 종료시까지 요구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영상분광기의 성능변화는 광학계의 성능 평가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조전달함수(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측
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각의 환경시험 전․후로 MTF측정을 

실시하여 성능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성체와 

조립 전에 단품 레벨 환경시험을 수행하여 지상에서의 발사

환경과 우주환경을 모사하여 그 내구성을 검증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위성3호 부탑재체 소형영상분광기 발사 

모델의 환경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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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IS internal configuration. 

FIG. 3. Pictures of the developed COMIS flight model.

II. 본    론

2.1. 시스템 MTF 할당

광학계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변조전달함수(MTF)로 표현

한다. MTF는 피사체가 가지는 변조 또는 콘트라스트를 상면

에서 어느 정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가를 공간 주파수 특

성으로 나타낸 값이다
[14-16]. 실제 우주 공간에서 확보되는 최

종 COMIS의 MTF를 시스템 MTF()라 부르며, 이 

시스템 MTF는 광학 설계, 회절, 제작 및 조립에서의 오차, 
우주환경에서의 불안정 상태, 검출기의 집적화, 위성의 느린 

이동(drift)과 빠른 떨림(jitter)에 의해 저하된다. 
최종 우주 공간에서의 시스템 MTF 값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개발 단계 별로 MTF 공차 할당을 수행하게 된다. 표 2는 

우주공간에서 검출기 차단 주파수의 반에 해당하는 나이퀘

스트 주파수인 38.5 line-pair per mm(lp/mm)에서 29%의 시

스템 MTF를 확보하기 위한 COMIS 시스템의 MTF 공차 할

당을 보여주고 있다
[7]. 광학 설계 MTF는 38.5 lp/mm에서 

63%이며 조립오차 및 검출기의 집적화 등이 고려된 값 지상 

MTF() 값은 39%이고, 발사 후 우주공간에서의 위

성 떨림 및 광학계의 불 안정성등에 의하여 74% MTF 저하

가 발생되어, 최종 29%의 시스템 MTF를 확보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MTF 저하 효과를 제외한 지상 

MTF를 기준으로 한다.

2.2. MTF 측정법

MTF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

는 방식은 크게 핀홀/슬릿 측정법
[16], 가장자리 측정법

[17] 및 

사각 물체 측정법
[18]

이 있다. 사각 물체를 이용한 측정법은 그

림 4와 같은 사각 패턴의 콘트라스트 변화 즉, 콘트라스트 

전달 함수(CTF, Contrast transfer function)를 측정한다. 단일 

주파수를 갖는 사인(sin) 형태의 연속 밝기 변화 물체 콘트라스

트 전달 함수인 MTF와 달리, CTF는 사각 형태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항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그 차이가 

적어 CTF가 MTF를 대체하여 사용된다
[18]. 본 실험에서는 

사각 물체를 이용하여 광학계의 CTF를 측정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사각 패턴의 가장자리 프로파일의 미분 및 프리에 변

환을 이용하여 MTF를 측정하였다. 가장 자리 프로파일을 이

용한 MTF의 계산은 상용 프로그램
[19]

을 이용하였다. 

2.3. 열 ․ 진공 시험

열 ․ 진공 시험은 임무 수행시의 10-6 torr 이하의 고진공과 태

양 복사열에 의한 고온 및 극 저온이 반복되는 가혹한 환경

을 지상에서 모사하는 시험이다. 우주환경에서의 위성은 태

양에너지의 복사로 인한 온도 상승과 태양에너지의 차단에 

의해 온도 강하 등이 진공상태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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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stem MTF budgets for COMIS optics

Item MTF@38.5 lpm

System MTF

Ground 
MTF

Optics MTF

Design MTF 0.63

0.61
0.39

0.29

Manufacturing
Imafing Telescope 0.98

Imaging Spectrometer 0.98

Detector MTF Detector Integration 0.64 0.64

MTF drop 
in space

Optics 
instability

Instability in 
space

Imaging Telescope 0.90
0.77

0.74
Imaging Spectrometer 0.85

Satellite 
Motion

Linear motion 0.98
0.97

Jitter 0.99

FIG. 4. Bar patterns used in MTF measurement.

TABLE 3. Thermal vacuum test conditions

Test Conditions Value

Temperature
High 35℃
Low - 30℃

Number of Cycles 2.5

Temperature Change Rates 0.5°/min or greater

Pressure 1 × 10-5 Torr or less

Dwell Time
First and Last 6 hours or greater

In term 1 hours or greater

(a) Thermal vacuum chamber

(b) Sensor location

FIG. 5. Thermal vacuum test setup.

이런 극심한 환경들로 인하여 위성체 내부의 주요부품 및 탑

재체는 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되며, 이것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광학계의 열 변형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성능을 저하시

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주광학계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비

열화 설계를 하여 대비를 하게 된다
[8]. 지상에서는 이런 환경

들을 모사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을 시험하게 된다. 진공 및 열

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영상분광기 전자부 작동여부와 광

학계의 변화량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임무수행 과정 중

에 겪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 낼 수도 있다. 또한 

열 ․ 진공 시험 전․후의 광학계의 성능 변화량을 체크하여 우주

환경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하게 된다. 열적인 환경을 변화시

키면서 각 부품간의 하드웨어적인 연결부위, 즉 케이블, 커넥

터, 조립 부품 등에 열응력을 가하여 작업과정에서의 불완전

한 부위 및 잠재 결함을 사전에 발견해 내는 것이다
[20, 21]. 

진공 챔버 내부에 영상분광기를 위치시키고 10-5 torr 이하의 

진공상태에서 -30℃～35℃의 고온 및 저온 상태의 열을 제어

한다. 각 상태마다 영상분광기를 동작시키면서 정상적인 기능

을 시험하게 된다(표 3). 진공 및 온도 제어 시에 영상분광기

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동 시 전달되는 메세지와 

전압 상태의 변화를 체크하게 되며 이 때 정상작동 여부를 확

인하게 된다. 그림 5는 열 진공 시험 장치 및 내부 센서 장착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실험 절차를 도식적으로 보

여주고 있고, 그림 7은 열 사이클의 온도 제어 프로파일 및 실

제 COMIS에서 측정된 온도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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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rmal vacuum test sequence and test conditions.

(a) Control temperature profile

(b) Measured COMIS temperature

FIG. 7. Thermal vacuum test temperature profiles.

Worst hot

Worst cold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s and deformations of COMIS for the worst hot and cold conditions[8].  

시험 결과 진공 전 평상온도에서 전원소모 및 시리얼 데이

터 통신, 이미지 데이터 획득 및 전송 시험 정상임을 확인하

였다. 진공상태의 환경에서는 열주기의 변화를 주면서 요소를 
체크했다. 시험 과정에서 영상분광기에 특이사항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열주기 변화과정에서도 영상분광기의 기

능은 정상작동 하였다. 시험 후 육안검사를 통해 영상분광기

의 구조물을 포함한 광학계와 전자부의 손상 여부를 파악하였

으며, 시험 전․후로 하여 광학계 변화를 확인하였다. 광학계의 

열 변형에 의한 성능 변화는 MTF값의 변화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광축 정렬 및 초점면의 조립이 완료된 영상분광

기를 열 ․ 진공 시험 전에 MTF 값을 측정하였으며, 시험 전후 

모두 38.5lp/mm에서 39%의 MTF 값을 동일하게 보였다. 본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수행된 그림 8에 보인 COMIS 모델의 열

탄성 변형 및 이의 광학 효과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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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Random vibration test sequence.

TABLE 4. Main random vibration test conditions 

Frequency
Power Spectral Density (g2/ Hz)

Acceptance level

20 Hz 0.013

50 Hz 0.080

800 Hz 0.080

2000 Hz 0.013

Overall RMS 10.0 grms

Test Duration 1 min

Tolerance
PSD : ± 3dB

RMS : ± 10%

Loading Direction X, Y, Z

FIG. 10. Random vibration test setup.

FIG. 11. Pre- and post- frequency response function. 

TABLE 5. Natural frequency shift 

Direction Test Magnituude
1st Natural 
frequency

Natural 
frequency shift

+X
pre-test 2.0 grms 665.0 Hz

-6.2 Hz (-0.9%)
post-test 2.0 grms 658.0 Hz

+Y
pre-test 2.0 grms 660.0 Hz

0  Hz (0%)
post-test 2.0 grms 660.0 Hz

+XZ
pre-test 2.0 grms 655.0 Hz

-5Hz(0.8%)
post-test 2.0 grms 650.0 Hz

2.4. 랜덤 진동 시험

위성 발사 시에 가진되는 랜덤 진동에 의해 위성에 탑재되

어 있는 탑재체 구조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영향은 광

학계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시험을 통하여 랜

덤 진동에 의한 광학계의 구조적 안정성 및 광학 성능 변화

를 확인하게 된다. 랜덤 진동시험은 진동량이 큰 주(main) 
랜덤 진동 시험 전 ․ 후로 구조체 가진 입력 신호를 랜덤으로 

적용하여, 진동시험 전 ․ 후의 고유진동수 변화를 비교함으로

써 랜덤시험에 의한 구조체에 물리적 변화 즉, 광학계의 변

형 또는 소자간의 변화 거리 등이 발생 했는지를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시험 전후의 광학 MTF를 측정하여 확인하게 

된다. 그림 9는 랜덤 진동 시험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험은 3축에 대하여 이뤄지고, 각 축에 대한 주 랜덤 진동

은 1분 동안 20～2000 Hz의 범위에서 10 grms 랜덤 신호로 

가진하게 된다(표 4). 주 시험 전후에 2 grms의 저수준 랜덤

신호를 1분간 가진하여 영상분광기의 고유 진동수를 파악하

게 된다. 그림 10은 랜덤 진동 시험기 위에 COMIS가 장착

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메인 랜덤진동시험 전․
후의 고유 진동수 변화 값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고유진동수 

값 기준으로 그 변화량이 5% 이내 일 때 구조체의 강성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림 11은 COMIS 결상 광학계의 광축과 수직한 +X 방향

으로의 가진에 대한 주파수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를 보여주고 있고, 표 4는 각 축 방향으로 랜덤 진동 가

진 전·후 고유 진동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축에서의 고

유진동수 변화는 모두 1% 미만의 값으로 구조물의 강성변화

는 무시할만한 수치를 보였다(표 5). 이러한 결과로 영상분

광기는 진동에 의한 발사체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확인하였

다. 랜덤 진동시험 전후의 MTF 검사 결과 주파수 38.5l p/mm 
(Nyquist frequency)에서 예측치와 동일한 39%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표 6). 



190 한국광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1년 8월

TABLE 6. MTF measurement before and after environmental tests 

Item
Ground 

(@ 38.5 lp/mm)
Allocate
d MTF

Initial MTF 0.39

0.39

Thermal Vacuum Test
Before 0.39

After 0.39

Vibration Test
Before 0.39

After 0.39

Final MTF 0.39

III. 결    론

과학기술위성3호의 부탑재체인 소형영상분광기(COMIS)는 

지구 표면의 분광 특성을 관측할 수 있는 소형 영상분광기이

다. 현재 최종 발사 모델(COMIS FM)이 조립 완료되었고, 
위성 본체에 결합 및 발사되기 전에 발사 환경과 우주 환경

에 대비한 환경시험을 지상에서 실시하였다. 고진공과 고온 

및 저온의 우주환경을 모사한 열 진공시험과 발사 환경에서 

경험 하게 될 랜덤 진동 시험을 수행하여 COMIS FM 모델

의 구조적 안정성 및 MTF 값의 변화가 없는 광학 성능 유지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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