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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ge aspheric mirror is a key component for large astronomical telescopes and high resolution satellite cameras. Since it 

is large and has an aspheric form,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fabricate it compared to the similar size of spherical mirror. 

Especially, the opto-mechanical design and analysis is critical to reduce the deformation of mirror surface due to the external 

forces such as gravity or temperature change, as the mirror size is larger and lightweighting ratio is increased. The design 

requirements for the mirror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articular ground and space applications becaus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changed.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opto-mechanical design and analysis for ground and space applications that 

are among the most difficult to achieve among several technologies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large aspheric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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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 비구면 거울은 대형 천체 망원경이나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 등에 사용하는 핵심부품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하면 매우 크므로 설계 및 제작이 같은 크기의 구면거울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경량화가 많이 될수록 중력이나 온도변화와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변형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줄여주는 광기계 설계 및 해석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상용과 

우주용은 사용 환경에 차이가 있어서 설계 요구조건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지지구조물이나 반사경의 경량화 모양 등에 많은 차

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구경 비구면 광학기술가운데 가장 어려운 광기계 설계에 관하여 지상용과 우주용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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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구경 비구면 반사경은 넓은 파장영역에서 구면수차 및 

색수차를 많이 줄이고 광학계의 무게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

로 고해상도 망원경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초대

형 천체망원경과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대구경 비구면 거울

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형상오차가 수십 

nm(rms) 이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공하기 어려운 초정밀 

부품이다.

지상용 대형 망원경은 천체관측용이거나 고출력 레이저빔

의 집속이나 위성관측과 같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된

다. 우주용 고해상도 망원경은 허블망원경과 같이 별을 관측

하거나 해양 및 기상을 관측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등의 평화

적인 목적 외에 적대국가 감시 등의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 비구면을 사용하는 광학계는 군사적인 

목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반사경의 국가 간 이동

이나 기술 교류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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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neycomb structure of the 8.4 m GMT mirror.

FIG. 2. Cross-section view of LSST M1/M3 monolithic substrate.

대구경 비구면 반사경의 제작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학적인 설계를 통해 비구면의 크기, 곡률반경 및 비

구면 상수 등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광기계 설계를 진행한다. 

광기계 설계는 무게 제한 및 온도 조건 또는 진동의 크기 등 

사용하는 조건에 맞도록 세부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한다. 대

부분의 반사경 관련 광기계 해석은 경량화 패턴 설계와 반사

경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지지구조

물 설계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광기계 설계가 완료되면 다

이아몬드 툴을 이용한 경량화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기는 미

세균열을 제거하기 위한 에칭공정이 진행된다. 이후에 반사

면의 연삭, 연마 및 광학적인 측정을 통해 원하는 비구면 형

상으로 반사면을 제작한다. 비구면 반사경은 지지구조물에 

안착시켜 반사경 조립체를 완성한다. 우주용인 경우 이 반사

경 조립체의 우주환경 시험을 통하여 우주에서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상용인 경우 별도의 시험을 하지는 않거

나 샘플단위 시험으로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반사경의 크기가 클수록 반사경에 변형을 주지 않

기 위한 광기계 설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중요해진다. 그래서 

직경이 1 m 이상인 경우 이러한 광기계 설계가 전체 사업기

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기계 설계에 대해 주로 설명하며, 반사경의 사용이 지상용

이냐 우주용이냐에 따라 설계가 많이 달라지므로 나누어 설

명하고자 한다.

II. 지상용 반사경 광기계 설계 

지상용 대구경 광기계 설계는 반사경의 제작과정 및 관측 

환경에 의한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광학적인 성능을 극

대화시키기 위한 기계적인 설계를 의미한다. 현재 설계 및 

제작중인 대형 천체 관측 망원경은 7개의 8.4 m 거울로 조

합하여 제작하는 GMT(Giant Magellan Telescope)와 2 m급 

이하의 조각 거울들로 구성되는 TMT(Thirty Meter Telescope), 

ELT(Extremely Large Telescope) 그리고 하나의 8.4 m 거울

에 두 개의 거울면이 동시에 구성되는 LSST(Large Synoptic 

Survey Telescop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비구면 거울

의 형상에 따라 honeycomb 혹은 meniscus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honeycomb 형태는 LSST와 GMT의 주반사경에 채용

되었으며 meniscus 형태의 주 반사경은 Gemini와 태양 망원

경인 ATST(Advanced Technology Solar Telescope)에 채용되

었다. 

이러한 초대형 비구면 거울의 지지구조 설계는 비구면 거

울의 형상 결정에서부터 외력에 의한 영향, 즉, 중력, 온도 

그리고 바람 등을 고려한 관측 환경에서의 광학적인 성능 최

적화 및 지진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해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현재 설계 및 제작이 

진행중인 대형 망원경 주반사경의 지지구조를 중심으로 대

구경 비구면 거울의 광기계 설계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1. 비구면 반사경의 형상

비구면 반사경의 형상 결정은 광기계 설계 초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단일 거울로 제작되는 최대의 

크기는 8 m 정도이며 일반적인 형상은 honeycomb과 meniscus

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Mirror Lab.에서 

제작되는 8.4 m의 honeycomb 거울은 무게와 온도에 의한 변

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울 뒷면에 육각형 모양의 격벽을 

설계하고 거울 내부의 온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기 통

로를 배치하여 회전하는 화로에서 거울 초자를 녹여 제작한다. 

이러한 honeycomb 면의 연마 과정에서 발생하는 quilt 효

과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력과 온

도 변화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광학적인 성능 감소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거울의 앞면과 뒷면의 

두께, 격벽의 두께 및 간격 그리고 거울 전체의 두께를 최적

화한다. 일반적으로 거울 전체 두께는 무게와 강성의 trade 

off와 active support 제어를 위한 적당한 강성의 비를 갖도록 

최적화되며 그림 1은 GMT 주반사경의 형상이다.
[1, 2]

이러한 honeycomb 형상의 거울 중 LSST는 한 개의 거울

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거울면을 연마하여 주반사경과 삼반사

경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설계하여 거울가공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림 2는 현재 가공중인 LSST의 거

울 모습이다.
[3]

단일 거울의 또 다른 형상은 거울의 앞면과 뒷면의 곡률반

경이 동일한 meniscus 형상이다. Gemini 8 m 주 반사경을 

비롯하여 VLT(Very Large Telescope) 주 반사경에 사용된 

형상으로서 honeycomb 형상에 비하여 두께가 아주 얇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force level로 active control이 가능한 거울 

형상이다. 거울의 형상과 지지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광기

계 해석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기계적인 변형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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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nite element model and deformed shapes due to gravity.

TABLE 1. Mirror shape and number of support for the large 

mirrors
[2, 7, 8, 9]

Telescope Mirror size Mirror shape
Number of 

supports

Gemini 8 m meniscus 120

LBT 8.4 m honeycomb 160

Magellan 6.5 m honeycomb 104

GMT 8.4 m honeycomb 160

ATST 4 m meniscus 120

FIG. 4. Layout of support of the GMT primary mirror.

FIG. 5. Layout of lateral support of the TMT secondary mirror.

FIG. 6. Schematic of the TMT primary mirror segment and 

support system.

이로 인한 광학적인 성능을 분석하는데, 그림 3은 ATST 4 m 

주 반사경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과 중력 및 온도 변화

에 의한 광학적인 변형을 나타내었다.
[4]

2.2. 초대형 비구면 거울의 지지구조 설계

대구경 거울의 지지구조는 중력 및 온도에 의한 반사경의 변

형을 보상하여 광학적인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

로 거울의 뒷면에 설치하는 axial support와 거울의 옆면에 설

치하는 lateral support로 구분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보통 

meniscus 형상의 거울구조에는 거울 뒷면에 axial support를 배

치하고 거울 옆면에 lateral support를 배치하며, honeycomb 형상

은 dual load spreader에 lateral support를 같이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대형 망원경의 주 반사경에 채용되는 대구경 비

구면 거울의 axial support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전자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actuator를 배열하여 중력과 온도 및 외력에 의

한 변형을 보상하기 위한 active optics system이다. axial support

의 설계 과정은 중력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지지점 개수 및 위치와 각 support의 영향함수(influence 

matrix)를 구하고 이에 따른 조정 가능한 force level을 결정한

다. 이와 같이 설계된 active support의 구동은 Zernike polynomial

이나 주경 지지구조의 고유진동 모드에 따라 각 actuator의 

force의 조합으로 외력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표 1에 대구경 비구면을 채용한 주요 망원경 주반사경의 

형상과 지지점 개수를 정리하였고 그림 4에는 axial support

와 lateral support가 거울의 뒷면에 설계된 GMT 주 반사경

의 지지구조를 나타내었다. Meniscus 형태의 TMT 부경의 

lateral support의 최적화는 그림 5와 같이 24개의 passive 

system으로 구성되도록 설계되었는데 각 지지구조의 각도가 

다른 Schwesinger 개념에 따라 거울 옆면의 mid-plane에 설

치함으로써 axial support의 force 조절량이 최소가 되도록 최

적화하였다.
[2, 5, 6]

대구경 비구면 거울 구조의 최적화 중에서 중요한 설계 변

수 중 하나는 온도 변화에 의한 광학적인 성능변화이다. 특

히 태양 망원경으로 제작중인 ATST는 온도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도 조절 장치가 필수적이며 특히 태양광

이 집속되는 부경부에는 복잡한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한 온도

구배가 발생하여 생기는 광학적인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기계 설계가 필수적이다.
[10]

20 m 이상의 초대형 망원경에 사용되는 거울의 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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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rror deformation as a function of pressure variation and 

wind speed at the Gemini primary mirror.

GMT의 경우 8.4 m의 거울 7개를 배열하여 사용하며 TMT

는 1.8 m 조각거울 수백 개를 배열하여 30 m급의 주 반사경 

면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각 조각거울의 지지구조를 최적화

하고 충 배열된 거울의 종합적인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복

합적인 지지구조를 설계한다. 그림 6은 육각형으로 설계된 

TMT 단위거울의 지지구조를 나타내었다.
[11, 12, 13, 14] 

그림 6

의 axial support는 27개의 axial flexure가 연결된 whiffletree 

로 구성되어있으며 lateral support는 거울의 중앙부에 위치한 

얇은 판으로 구성되어 cell에 부착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각 거울의 연결 면에는 edge sensor를 부착하여 조각거울의 

배열에 사용한다. 육각형으로 가공된 TMT 거울의 연결 면

에는 각 2개씩 총 12개의 edge sensor가 위치한다. 

초대형 비구면 거울 지지구조의 또 다른 설계 변수는 바람

에 의한 거울면의 변형이다. 바람에 의한 광학적인 영향은 

온도에 의한 seeing 효과에 비견되므로 적절한 환기와 enclosure

의 설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바람에 의한 영향은 수치해

석적인 방법과 작은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이를 이용한 

해석적인 방법으로 광학적 성능 저하를 예측하여 거울의 지

지구조뿐만 아니라 enclosure의 통풍까지 최적화하여야 한다. 

그림 7은 바람에 의한 거울면의 변형을 해석한 결과이다.
[15]

III. 우주용 반사경 광기계 설계

우주용 광학계는 발사체에 의한 진동과 충격, 그리고 우주

에서의 진공상태와 극심한 온도변화 등의 외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상당히 요구된다. 또

한 우주용 광학계는 광학성능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광학설계 뿐만 아니라 기구적인 

설계가 더욱 강조된다.
[16-18]

 

다양한 외부적 요구조건과 더불어 광학부품의 재질과 기계

적 안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주용 광학계의 전체적

인 형상(topology)과 치수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인공

위성 망원경에 필요한 대형 반사경과 그 지지구조물의 설계

는 이미 개발에 성공한 전례(heritage)를 따르거나, 기구학적

(kinematic) 설계 원리, 또는 시행착오 등을 통한 공학적 판

단에 근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반사경의 재질과 그 가

공방법이 광기계 설계의 원리와 방향을 결정짓는다.

우주용 광학계에 사용하는 반사경의 재질은 주로 열팽창 

계수가 0에 가까운 Zerodur등의 세라믹 계열이다.
[19, 20]

 Zerodur

는 모재를 다이아몬드 연삭 가공함으로써 경량화가 용이하

며, 또한 추가적인 표면 에칭을 통해 반사경의 기계적 강도

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사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와 

구현이 가능하다.
[21]

 이렇게 반사경의 재질이 결정되고 그 기

계적 강도가 이론적 또는 실험적으로 얻어지게 되면 경량화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경량화 패턴의 격벽 두께 등을 가공 

한계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광기계적 설

계 치수들은 선택의 범위가 크고, 치수들의 조합도 다양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모든 요구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의 

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반사경의 무게는 대형 우주용 광학계의 개발에 있어서 필

수적인 요구조건 중의 하나로서 광학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설계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반

사경의 경량화 형태가 간단할 경우 일부 치수들은 광학적 성

능과 선형적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쉽게 그 치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사경의 뒷면이 벌집과 같은 모양으로 만

들어지는 대형 반사경은 경량화 형상의 설계치수와 그 조합

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설계공간(design space)이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이다. 따라서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최

적화 알고리즘의 구현을 통해 반사경의 광기계 설계 시 여러 

개의 제한조건과 설계목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적

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22-24]

대형 반사경의 경량화 설계는 독립된 설계 변수들 간의 최

적의 조합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반사경과 이를 지지하

는 마운트의 구조는 전례(heritage)를 따르기도 한다. 본 논문

에서 다루는 대형 우주용 반사경은 Zerodur를 반사경의 재료

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반사경의 외각 테두리에 반사경과 일

체형(monolithic)으로 가공된 사각형 모양의 보스(boss)가 돌

출되어 있으며 이곳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지지구조물을 본

딩 조립하여 반사경을 지지하도록 한다. 

지지구조물은 주로 양각(bipod)형태의 지지구조물(flex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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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to-mechanical design requirements for 1 m mirror system

Optomechanical

performance

requirement

Mirror mass < 47 kg

Total mass with flexures < 55 kg

RMS error under 1-G 

gravity in a horizontal 

direction

< 10 nm rms

Fundamental frequency > 120 Hz

Design loads

Assembly error 30 um

Vibration 20 G gravity

Isothermal 20°C ± 10

Safety 

factors for 

survival

Flexure yield > 1.25

Flexure buckling > 4

Mirror fracture > 2

Adhesive breakage > 2

Material 

strength

(* test value)

Mirror fracture 

(Schott Zerodur)
24 MPa*

Flexure yield 

(Invar36)
210 MPa

Adhesive (3M EC2216 

B/A gray)
6 MPa*

FIG. 8. Horizontal setup for measuring mirror’s surface with an 

optical interferometer.

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지상에서의 광학계 조립 및 평가 

시 중력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양각 

지지구조물도 많은 설계 변수를 갖고 있고 이는 지지 대상물

인 반사경의 광기계적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지

지구조물의 두께에 따라 반사경 조립체의 공진주파수가 바

뀌게 되고 반사경의 보스와 지지구조물을 체결하는 접착제

의 응력도 바뀐다.
[26]

 

한편 양각지지구조물이 이루는 삼각형의 꼭지점의 위치가 

반사경의 무게 중심, 또는 전단 중심(shear center)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 반사경 표면 왜곡이 최소

화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왜곡이 심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력에 의한 반사경의 표면왜곡이 최소화되도록 하

는 것이 양각지지구조물의 설계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이 때 

반사경의 표면왜곡 정도는 반사경 설계 시 반사경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반사경의 광기계 설

계 문제는 이를 지지하는 지지구조물의 설계와 결부되어 전

체 설계공간을 키우게 되고 이는 더욱 복잡한 최적화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을 

소개하며 실제로 최적화를 통해 이뤄진 직경 1 m 반사경 조

립체의 광기계적 성능을 소개한다.

3.1. 직경 1 m 반사경 조립체의 광기계 설계 요구조건

다목적 실용위성 3호는 2012년에 발사하여 현재 성공적으

로 운용 중이며 주 반사경의 크기는 0.8 m이고 지상해상도

는 서브미터급이다.
[27, 28]

 이보다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 반사경의 크기를 키워 광의 집속능

력(light collecting power)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초고해상도의 차세대 광

학 실용위성용 1 m 주 반사경 시제품의 설계 요구조건과 이

를 만족하기 위한 최적 설계 방법, 그리고 그 결과물인 광기

계적 성능의 전산모사 결과를 제시한다.

초고해상도 차세대 광학 실용위성 카메라의 개발에 있어서 

주 반사경의 설계 요구조건은 표 2와 같다.
[29]

 반사경의 면적

밀도(areal density)는 60 kg/m
2 
이하여야 한다. 즉, 반사경의 

재질이 zerodur이고 유효구경이 1 m일 때, 반사경 테두리의 

보스를 포함한 반사경 자체의 무게는 47 kg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무게는 55 kg 이하가 되어

야 한다. 

그림 8과 같은 지상에서의 조립, 정렬 및 평가 시 반사경

의 광학적 성능이 회절한계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중력에 의

한 표면왜곡이 작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반사경의 굽힘강성이 

높아야 한다. 그림 8과 같이 반사경의 광축이 지면과 평행한 

수평셋업(horizontal setup)은 우주용 광학계의 정렬 및 평가

에 주로 이용된다.
[25, 30]

 그 이유는 반사경을 광축 중심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중력에 의한 표면왜곡 오차를 레이저 간섭

계를 이용해서 추출하거나 보정할 수 있고, 따라서 무중력 

상태에서의 반사경 표면오차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하지만 검출기를 포함한 전체 광학계를 모두 조립한 상태

에서는 반사경의 중력에 의한 표면왜곡을 보상할 수 없게 되

어 그대로 광학성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지상에서 측정한 

변조전달함수 등의 측정결과로부터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의 성능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력에 의한 반사경의 표면왜곡이 최소화되어야만 우주용 

광학계의 조립, 정렬 및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요약하면, 표 2

의 세 번째 항과 같이 수평셋업에서 중력에 의한 표면왜곡이 

최대 10 nm RMS(root mean square) 이하가 되어야 궁극적

으로 가시광선 대역에서의 광학적 성능을 회절한계 이하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우주용 반사경 시스템은 공진주파수가 120 Hz 이

상이어야 하며 중력에 의한 전체적인 처짐이 작아야 한다. 

또한 반사경 조립체를 베젤에 조립할 때 베젤의 가공오차로 

인한 체결부의 높이차이 때문에 반사경의 표면이 왜곡되어

서는 안 된다. 표 1의 조립요구조건에 따르면 베젤의 가공오

차가 30 μm가 되었을 때 반사경의 광학적 성능변화가 거의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력의 20배에 이르는 발사하중에 반사

경 조립체가 기계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즉, 반사경과 지지

구조물(flexure), 그리고 접착제에 걸리는 응력이 각 재료의 

강도와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하중 이하여야 한다. 또한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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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1-m lightweight mirror assembly having hexagonal pockets 

and circular openings at the back.

FIG. 10. Mirror surface distortion under 1 G gravity load in a 

horizontal setup with respect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bipod 

apex height h and the mirror's shear center height c. z5 is the 5th 

Zernike term which is the astigmatism in the x direction.

운용 시 온도변화 10도에 의해 광학적 성능이 떨어지거나 기

계적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계적 성능들은 

대부분 지지구조물에 의해 좌우되는데, 지지구조물은 외란으

로부터 반사경의 기계적 안전과 광학적 성능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유연해야 하며, 한편으로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지지구

조물이 파손 또는 좌굴되지 않도록 강인해야 한다. 

반사경 조립체를 이루는 부품들의 안전계수(safety factor)

는 재료의 종류와 파손 형태에 따라 그 값이 다르다.
[32, 33]

 금

속 지지구조물의 강도는 재료 공급처가 제공하는 값을 그대

로 사용하지만 반사경의 파단강도와 접착제의 접착강도 등

은 실제 가공공정과 작업자의 숙련도를 고려해서 샘플테스

트를 통한 실험치를 이용한다.

3.2. 직경 1 m 반사경 조립체의 광기계 설계

우주용 광학계에 사용하는 반사경과 그 지지구조물의 설계

는 대부분 전례(heritage), 기구학적 설계 원리, 또는 공학적

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반사경은 

그림 9와 같이 육각형 형태의 구멍(pocket)과 그 입구가 원형

으로 일부 닫혀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육각형 구멍은 반사경

의 경량화율을 높이고 연마시 경량화 형상이 거울면에 전사

(print-through)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34]

 

구멍의 입구가 육각형 대신 원형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진

동 등의 발사 하중에 의해 작은 모서리 부분에 응력이 집중

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멍의 입구를 최대

한 닫은 형태로 만들게 되면 반사경의 굽힘강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중력에 의한 반사경의 표면왜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구멍의 크기와 입구의 크기는 연삭과 에칭

을 통한 반사경의 경량화 가공방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림 9와 같이 T자 형태로 만들어진 연삭 가공툴이 구멍의 

입구로 들어가서 내부의 빈 공간을 가공하게 된다. 

반사경 테두리에 돌출된 세 개의 보스는 단면이 사각형으

로 만들어져 있다. 사각형 보스는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공 시 기하공차를 줄이는 것이 쉽고 본딩에 의한 지지 구

조물과의 접촉면을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보스의 본딩 면적

은 발사 시 진동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넓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접착제의 열팽창계수가 반사경과 금속 지지

구조물의 그것에 비해 1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본딩 면적을 

작게 만드는 것이 열적 안정성에 유리하다. 따라서 사각형 

보스는 진동하중과 열하중을 동시에 견딜 수 있는 본딩 면적

의 계산을 통해 균형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반사경 뒷면은 

평면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가공 및 조립 시 기준면으로 사용

하게 된다. 

그림 9와 같은 오목거울의 경우 반사경의 뒷면을 평면으로 

만들게 되면 테두리 부분을 두껍게 만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각형 보스를 만들 수 있는 여유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

와 같이 전체적인 반사경의 형태와 지지구조물 연결부위에 

대한 모양 및 위치가 결정되면 각각의 세부적인 치수들을 상

수 또는 변수로 취급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양각지지구조물의 설계는 반사경의 설계에 비해 다소 직관

적인데, 그 이유는 각각의 치수와 광기계적 성능이 서로 간

단한 상관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양각지지구조물의 두께는 

지지구조물의 유연성을 결정함으로써 반사경 조립체의 공진

주파수, 조립오차에 의한 광학성능 저하, 그리고 접착제에 

걸리는 응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지지구조물의 파

단(yielding) 및 좌굴(buckling)과 같은 기계적 파손에 대한 

안전율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설계자는 가공공차와 광기계적 

성능을 서로 저울질하며 균형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양각지지구조물이 이루는 삼각형 꼭지점의 위

치가 반사경의 무게 중심, 또는 전단 중심(shear center)과 일

치해야만 수평셋업에서 중력에 의한 반사경 표면왜곡을 최

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림 10과 같이 반

사경의 표면이 비점수차와 같은 형태로 왜곡된다. 만약 양각

지지구조물 정점의 높이 h가 반사경의 전단중심 높이 c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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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sign optimization results of a 1-m lightweight mirror. 

The mirror is optimized to minimize the rms SE and mass to 

satisfy the requirement which is indicated as the solution area.

FIG. 12. Optimized design of a 1-m lightweight mirror satisfying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ne third of the mirror is clipped 

due to symmetry.

높다면(h > c) 제르니케 다항식의 5번째 항인 비점수차의 크

기가 양수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점수차가 음수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직경 0.8 m 반사경을 이용한 실험결과

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25]

 그러므로 양각지지구조물 정점의 

높이는 반사경을 포함한 설계와 해석이 없이는 그 치수를 결

정할 수 없다. 

이러한 기존의 설계방법은 반사경의 외곽치수와 경량화 형

상을 임의로 설정한 후 그것의 광기계적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해 양각지지구조물 정점의 높이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반드

시 수반한다. 따라서 반사경의 설계문제가 지지구조물의 설

계문제와 상호 연결되어 설계공간을 키우게 되고, 결국 모든 

설계과정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사경의 설계와 지지

구조물의 설계를 서로 분리하여 각각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반사경의 광축을 중력 방

향으로 놓고 반사경 표면이 왜곡되는 정도를 성능변수로 정

하여 반사경의 설계를 지지구조물 설계로부터 독립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29]

 다음은 그 방법으로 얻은 반사경 조립

체의 최적설계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 2의 광기계 성능요구조건 중 반사경의 무게와 수평셋업

에서의 RMS 표면오차는 서로 상충된다. 일반적으로 반사경

의 무게를 낮추기 위해 경량화율을 높이면 반사경의 굽힘강

성이 약해져 중력에 의한 표면오차가 커지며, 그 반대로 굽

힘강성을 키우기 위해 반사경을 두껍게 만들면 그 무게가 증

가한다.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목적

(multiobjective) 최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요구조건을 만족

하는 답들(Pareto optimal solutions)을 구하고 그 중에서 적절

한 답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11은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반사경의 무게와 중

력에 의한 표면오차를 동시에 줄이는 결과를 도시하고 있

다.
[35]

 가로축은 반사경의 무게를, 세로축은 수평셋업에서의 

중력에 의한 표면오차를 나타낸다. 유전 알고리즘의 세대를 

거듭할수록 해의 영역(solution area)에 근접한 답들을 찾게 

되어, 결국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개체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부터 반사경의 형상과 치수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12는 이

렇게 얻어진 반사경의 경량화 형상을 나타내는데 광축을 중

심으로 대칭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전체의 1/3만 보여주고 있다. 

양각지지구조물은 반사경의 수평셋업에서 중력에 의한 표

면왜곡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0과 같이 

h와 c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비점수차와 같은 표면왜

곡이 발생한다. 이 문제의 발생원인은 반사경과 지지구조물

의 제작 시 가공공차를 벗어나거나, 또는 조립 시 정렬에 오

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

각지지구조물 정점의 높이를 조절 가능하도록 구현한 결과

가 보고되었다.
[25]

 

3.3. 직경 1 m 반사경 조립체의 광기계 성능

광학계의 설계에 있어서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은 재질의 선택에서부터 설계, 환경시험 및 검증단계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6-38]

 광기계 해석은 열, 

구조, 그리고 광학해석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다학

제적인 학문분야로서, 설계자는 기계설계부터 해석, 그리고 

광학적 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시켜야 하며 이는 최적설계 및 자동화에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1 m 반사경의 기계설계 및 해석에

는 Catia를 사용했으며, 최적화 알고리즘 구현 및 광학적 성

능 분석을 위해서는 Matlab을 사용했다.
[39]

 표 3은 이렇게 구

한 직경 1 m 반사경 조립체의 광기계 성능을 요약한다. 그림 13

은 수평셋업에서 중력에 의한 반사경의 표면왜곡 결과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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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ign performance of 1 m mirror system

Opto-

mechanical 

performances

Mirror mass 46 kg

Total mass with flexures 52 kg

Rms error under 1 G gravity in 

a horizontal direction
8.6 nm rms

Fundamental frequency 149 Hz

Safety 

factors

Flexure yield 1.35

Flexure buckling 4.9

Mirror fracture 2.2

Adhesive breakage 2.1

Fig. 13. Mirror surface distortion under 1 G gravity load in a 

horizontal setup of the 1-m lightweight mirror system.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형 비구면 반사경의 광기계 설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히 지상용과 우주용 반사경은 설계 요

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설계가 진행되므로 이

를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지상용에서는 GMT, TMT, ATST, 

LLST 등 초대형 천체망원경에 사용되는 반사경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우주용으로는 초고해상도 카메라에 사용가능한 

직경 1 m급 반사경의 설계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유일하게 지난 10 

여년간의 기술개발로 직경 1 m 급 지상용 및 우주용 반사경 

광기계 설계 및 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면 대형 망원경의 국산화가 가능해져 천문 뿐만 아니

라 지상관측에도 활용할 수 있고 광집속장치나 위성추적과 

같은 군사용 대형 광학계 제작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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