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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Finite Element Modeling for a Large Mirror System 

Using Separated Node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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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ite element analysis for optimizing a mirror system consisting of a large-diameter mirror and flexures requires numerous, 

repetitive calculations and corrections of the actual model to satisfy the given design conditions. In general, modification of this 

real model is conducted by reconfiguring nodes of the elements. The reconfiguration is very time-consuming work, to fix the 

continuity of each of the newly formed component nodes at the interfaces. But the process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analysis time. To save time in modeling and actual computation, and to attain faster convergence, we present 

a new opto-mechanical analysis using non-shared node connections at each of the interfaces of the optical components. By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the new element model and a conventional element model with shared node connections, we found 

that the opto-mechanical performance was almost the same, but the time to reach the given condition was drasticall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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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 거울과 이를 지지하는 flexure로 구성된 반사경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유한요소 해석은 주어진 설계 조건

을 만족하기 위하여 수많은 반복적인 계산과 실제 모델의 수정 작업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모델의 수정은 node의 재설

정과 새로이 구성된 각 부품의 경계면에서 node의 연속성을 맞추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유한요소 해석에 소요되

는 시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델링과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 광학적 구성요소의 경계면에서 

비공유 node 연결을 활용하는 새로운 광기계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 모델링 기법에 의하여 계산된 광기계 해석과 경계면에

서의 공유 node를 사용하는 기존의 광기계 해석을 비교하여, 계산에 의하여 얻어진 광기계적 성능은 거의 같았고, 주어진 조건에 

도달하기 위한 계산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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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반사경의 광기계 설계 및 해석에는 유한요소 해석 과정과 

광학적인 해석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유한요소 해석 방법은 

경계 조건에 의한 반사경의 기계적인 변형을 해석하는 것이

고, 광학적인 해석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광학면

의 기계적인 변형을 광학적인 성능 오차로 전환하여 계산하

는 것이다[1]. 위성용 및 지상 망원경용 대구경 광학계는 일반

적으로 대형 반사경과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구조로서 

flexure와 이를 부착하기 위한 bond로 구성된다[2,3]. 광기계적

인 최적화는 운용조건 혹은 생존조건에서 주어진 요구사항

을 만족하는 각 부품들의 최적 조합을 위한 수 많은 반복적

인 계산과 이를 통한 실제적인 각 부품들의 3D 모델(model 

geometry)의 수정과정이 필수적이다. 대구경 반사경은 주어

진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충분한 강성 뿐만 아니

라 광학적인 성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량화 패턴을 요구

하고 따라서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역시 이러한 성능을 보장

하기 위하여 반사경과 동시에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4]. 

최적화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은 실제 구조물의 3D 모델

(geometrical model)을 만들고 이에 따른 유한요소 element와 

node를 구현하여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설정하고 경계조건

과 하중조건을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유한요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학계의 각 부품들의 경계면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각 부품들의 node의 위치를 동일한 점

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element에서 같은 node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node connection 혹은 mesh mate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유한요소 해석은 이와 같은 node connection

에 의해서만 경계면에서의 변형이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구성품의 geometry가 수정되고 이로 인한 유한요

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계면의 node의 

위치를 재설정하여 다시 element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아주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작업 시간을 줄이고 

위성용 광학계의 효율적인 모델링 방법으로서 대표성을 갖

는 중력 방향의 변형을 계산하고 이로 인한 선형 관계로 계

산 시간을 줄이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5]. 최적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또 다른 모델링 방법으로는 경계면에서 같거

나 다른 종류의 element를 사용하는 경우 node를 공유하지 

않는 불연속적인 연결(separated node connection)을 활용하는 

모델링 기법인 mesh glue 방법이 있다. 이러한 모델링 기법

은 node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된 geometry만 element

를 수정하고 경계면에서 수정되지 않은 geometry의 element

와 node는 수정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작업시간을 크게 줄

일 수 있다. 또한 광학계의 각 부품들의 경계면을 연결할 때 

element size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element size가 작

은 부품의 경계면을 기준으로 node를 공유하기 때문에 

element size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node가 추가

로 생성되고, 이는 계산 수행 시간이 증가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반해 불연속적인 연결을 활용한 모델링 기법은 경계면

에서의 node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연결 시 추가로 생성되는 

node가 없어 상대적으로 계산 수행 시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다. 

경량화 된 대구경 반사경과 거울의 중심부에 bonding된 

lateral flexure의 광기계적인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mesh 

gluing에 의한 모델링 기법과 기존 mesh mating 방법에 대해 

중력과 온도에 의한 기계적인 변형을 계산하였고, 이로 인한 

광학적인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각 부품의 element 

크기에 의한 영향을 더불어 비교하여 광기계적인 성능은 거

의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또한 계산 수행 시간을 비교하여 획

기적으로 계산 시간이 줄어듦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I. 효율적인 유한요소 해석 기법에 의한 

광학 성능 분석

 

2.1. 유한요소 모델링

Mesh mating을 기본으로 하는 유한요소 해석은 초기 기준 

모델 혹은 설계 모델의 geometry를 유한요소로 해석하기 위

하여 node와 element를 설정하고, 주어진 경계조건과 외력에 

의한 하중 조건을 해석하기 위한 대상물의 변형이나 강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차원 구조물의 해석을 위해

서는 8 node로 구성된 brick element 혹은 hexa-element가 

element의 개수에 비하여 좋은 정밀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조물의 복잡한 구조상 hexa-element를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하여 4개의 node로 구성된 tetra-element의 사

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4 node tetra-element의 

정확성은 일반적으로 hexa-element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에 각 node 사이의 중간에 한 개의 node를 더하

여 10개의 tetra-element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element를 

구별하기 위해 mid-point node의 유무에 따라 linear type 

element와 parabolic type element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

다. 그림 1은 대표적인 4개의 node와 10개의 node로 이루어

진 tetra-element와 8개의 node와 20개의 node로 이루어진 

hexa-element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d)

Fig. 1. Tetra element and hexa element: (a) 4 node tetra, 

(b) 10 node tetra, (c) 8 node hexa, (d) 20 node h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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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 반사경의 광기계적 성능 분석은 반사경을 포함한 

전체 광학계를 조립 정렬한 상태로 운영 환경에서 광학적 성

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부품들의 유한요소 모델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각

각의 부품들이 결합되도록 하는데, 이는 결합되는 각각의 부

품들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node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부품들이 많을

수록 경계면에 element를 구성하고 있는 node들을 공유 시키

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링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연결하는 부품의 mesh density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추가로 

생성되는 node에 의해 계산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mesh density의 경우는 클수록 해석 결과가 정확

한 해에 도달하게 되는데[4] 이는 해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과 

대응되기 때문에 mesh density의 경우 계산시간과 계산결과

의 정확성에 대한 공차, trade off를 판단하여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여 해석한다. 그림 2의 경우 hexa-element를 사용해 만든 

Aluminum beam에 대한 샘플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element 

size에 따라 비교해 놓은 그림이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전체 

node 수는 표 1에 정리하였다. 또한 element size가 작을수록 

이론적 해와 비교해 봤을 때 정확한 해에 수렴하는 것을 그

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2.2. 비공유 node를 포함한 유한요소 모델링 

연속적인 결합체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에서 각각의 유한요

소 모델을 연결해줄 때 접하는 부분의 각각의 node를 공유하

여 연결해주는 mesh mating은 mesh type(mid-point node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이 동일해야 하며 mesh density에 따

라 추가되는 node가 발생된다. 그러나 비공유 node를 사용하

는 유한요소 모델링(mesh gluing)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접

하는 부분에서의 mesh density와 mesh type에 상관없이 서로 

독립적인 mesh 형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각각의 유한요소 

모델을 연결시킬 때 유용하다[6]. 따라서 mesh gluing의 경우 

유한요소 모델의 접합부분의 형상이 복잡할수록 아주 유용

한 모델링 기법이며 이때 접착되는 표면 사이의 적절한 접착 

경계 조건은 식 (1)로 표현된다. 여기서 은 접착되는 면의 

첫 번째 면의 변형량, 는 두 번째 면의 변형량을 의미하며 

λ는 Lagrange multiplier 상수로 부여되는 값을 의미한다.




⋅  (1)

III. 유한요소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NX 

NASTRAN을 사용하였고, 반경 533.15 mm의 경량화 된 반

사경과 외경이 150 mm인 bonding된 lateral flexure로 구성 

되어있는 sample mirror 시스템의 광기계적 성능을 해석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sample mirror의 형상과 

mesh mating을 이용하여 만든 유한요소 모델을 그림 5에서 

Fig. 2. Five FEA models used to illustrate the effect of convergence 

on complexity of the model.

Table 1. Characteristics of FEA models of beam shown in Fig. 2

View (a) (b) (c) (d) (e)

n = number of elements 

on edge of square face
2 4 8 16 32

Element size (mm) 1 0.5 0.25 0.125 0.0625

Total nodes in model

  
45 225 1377 9537 70785

Fig. 3. Convergence of calculated beam deflections as the sizes 

of the FEA elements decrease and the number of nodes increases.

(a) (b)

Fig. 4. Examples requiring mesh gluing: (a) Gluing non-smooth 

surfaces, (b) Gluing to different mes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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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광학 시스템의 광학적인 성능은 광학면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면오차(wavefront error)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것은 이상적인 파면과 실체 파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된

다[7]. 대구경 거울에 대한 광기계적 성능 분석은 대표적으로 

수평 방향의 중력과 온도변화에 의한 반사경의 앞면(광학면)

에서의 변형량을 광학면의 수직 변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인 peak to valley (PV)와 전체 변위를 광학면에서 평균

적으로 기술하는 RMS (root mean square)값을 비교하고, 유

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어진 광학면의 기계적인 변형을 광학

적인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Zernike 다항식을 이용하여[8,9] 

fitting된 결과를 해석한다. 본 연구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piston, tilt, 그리고 focus를 제외한 나머지 수차량의 PV 값과 

RMS 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해석에 필요한 시간을 정리하

여 element의 type에 따른 계산 시간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각각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연결하는 방법인 mesh gluing

과 mesh mating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기 위해서 mesh mating

의 경우에는 mirror, bond, lateral flexure (EDM, Diaphragm) 

모두 10 node tetra mesh로 모델링 하였고, mesh gluing의 경

우에는 lateral flexure의 mesh type을 두 가지로 나누어, hexa 

mesh type인 경우와 tetra mesh type인 경우로 나누어서 해석

하였다. 또한 lateral flexure의 두 가지 mesh type에 대해 

mirror와 bond의 mesh type을 변화시키며 해석결과를 mesh 

mating의 경우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Mirror와 bond에 

대한 mesh type 분류는 mirror가 hexa mesh type인 6가지 경

우와 tetra mesh type인 3가지 경우로 총 9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분류한 mesh type에 대한 내용을 그림 6에 정

리하였다. 이때 MH, BH, MT, BT는 mirror와 bond의 hexa 

(H), tetra (T) mesh type을 표시 한 것이며, 뒤에 붙은 숫자는 

hexa와 tetra-element를 구성하는 node 수를 표시 한 것이다. 

표 2는 각각의 유한요소 모델들의 physical properties와 element 

size를 정리한 것이고, 그림 7은 sample mirror의 mirror와 

bond 사이 경계면의 연결에 대해서 mesh mating의 경우와 

(a) (b)

Fig. 5. Geometric part model of sample mirror and FEA model 

of sample mirror using mesh mating: (a) Geometric part model, 

(b) FEA model of sample mirror.

Fig. 6. Classification of mesh type.

Table 2. Physical properties and element size of FEA model

Mirror EDM Diaphragm Bond

Physical 

properties
Zerodur Invar

Stainless-

steel
EC2216

Element size 10 mm 1 mm 2 mm 1 mm

(a) (b)

(c) (d)

Fig. 7. Mesh shape of FEA model by mesh mating and mesh 

gluing: (a) Mesh shape at the center of the mirror by mesh 

mating, (b) Mesh shape at the center of the mirror by mesh 

gluing, (c) Enlarged Fig. 7(a), (d) Enlarged Fig.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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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gluing인 경우의 경계면의 mesh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mesh mating의 경우에는 mirror 면에 

bond의 mesh density에 대응되는 node를 공유하기 위해 node

가 추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mesh gluing의 경

우 각각의 mesh density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결이 불연속적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결과로는 그림 8의 경우 mesh mating에 의한 유한요

소 모델의 수평 방향의 중력과 온도에 의한 광학면의 변형량

을 각각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값은 mesh gluing을 사용

하여 해석한 결과와 비교될 기준이 된다. 표 3은 mesh mating

의 경우와 mesh gluing의 경우에서 lateral flexure가 hexa mesh

인 경우의 mirror와 bond의 mesh type에 대해 중력에 의한 

(a) (b) (c) (d)

Fig. 8.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and temperature of finite element model by mesh mating: (a) Gravity, Raw (PV: 49.21 

RMS: 4.06 nm), (b) Gravity, Fitting (PV: 49.51 RMS: 3.95 nm), (c) Temperature, Raw (PV: 2.60 nm RMS: 0.23), (d) Temperature, Fitting 

(PV: 2.60 RMS: 0.23 nm).

Table 3.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lateral flexure : hexa mesh).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for mesh type 

and solve time,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for mesh type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Type 

(lateral flexure : hexa)

Raw [nm] Fitting [nm]
Solve time

PV RMS PV RMS

Mesh mating MT10-BT10 49.210 4.060 49.510 3.950 00:28:12

Mesh gluing

MH8-BH8 47.680 4.000 48.010 3.850 00:02:30

MH20-BH20 49.770 4.070 50.080 3.920 00:08:53

MH8-BH20 47.680 4.000 48.010 3.850 00:03:30

MH20-BH8 49.770 4.070 50.080 3.920 00:07:43

MH8-BT10 47.680 4.000 48.010 3.850 00:06:00

MH20-BT10 49.770 4.070 50.010 3.920 00:11:58

MT10-BH8 49.480 4.100 49.770 3.990 00:19:07

MT10-BH20 49.470 4.100 49.760 3.990 00:21:11

MT10-BT10 49.470 4.100 49.750 3.990 00:24:32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MM-MG)

Type 

(lateral flexure : hexa)

Raw [nm] Fitting [nm]

PV RMS PV RMS

Mesh gluing

MH8-BH8 1.530 0.060 1.500 0.100

MH20-BH20 -0.560 -0.010 -0.570 0.030

MH8-BH20 1.530 0.060 1.500 0.100

MH20-BH8 -0.560 -0.010 -0.570 0.030

MH8-BT10 1.530 0.060 1.500 0.100

MH20-BT10 -0.560 -0.010 -0.500 0.030

MT10-BH8 -0.270 -0.040 -0.260 -0.040

MT10-BH20 -0.260 -0.040 -0.250 -0.040

MT10-BT10 -0.260 -0.040 -0.24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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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량과 해석 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mesh mating의 

경우와 mesh gluing에 대한 변형량 차이를 그림 9에서 보여

주고 있다. 변형량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mesh type의 경우, 

fitting된 변형량을 기준으로 PV 값은 mirror가 tetra mesh인 

경우였으며, RMS 값의 경우 mirror가 parabolic element (H20)

인 경우였는데 이 또한 tetra mesh인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

었다. PV 값과 RMS 값에서 작은 변형량 차이를 보이는 tetra 

mesh의 경우 mesh mating에 의한 유한요소 모델이 tetra mesh 

(a) (b)

Fig. 9. Plot of difference of deformation by gravity for mesh type (lateral flexure : hexa).

Table 4.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lateral flexure : hexa mesh).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for 

mesh type and solve time,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for mesh type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Type

(lateral flexure : hexa)

Raw [nm] Fitting [nm]
Solve time

PV RMS PV RMS

Mesh mating MT10-BT10 2.596 0.230 2.600 0.228 00:28:55

Mesh gluing

MH8-BH8 2.250 0.210 2.250 0.210 00:02:49

MH20-BH20 2.720 0.240 2.720 0.240 00:09:28

MH8-BH20 2.240 0.210 2.250 0.200 00:03:46

MH20-BH8 2.720 0.240 2.730 0.240 00:08:38

MH8-BT10 2.230 0.210 2.240 0.200 00:06:29

MH20-BT10 2.710 0.240 2.720 0.240 00:12:35

MT10-BH8 2.660 0.240 2.680 0.230 00:20:40

MT10-BH20 2.660 0.240 2.660 0.230 00:21:40

MT10-BT10 2.660 0.240 2.660 0.230 00:23:46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MM-MG)

Type

(lateral flexure: hexa)

Raw [nm] Fitting [nm]

PV RMS PV RMS

Mesh gluing

MH8-BH8 0.346 0.020 0.018 0.020

MH20-BH20 -0.124 -0.010 -0.012 -0.010

MH8-BH20 0.356 0.020 0.028 0.030

MH20-BH8 -0.124 -0.010 -0.012 -0.010

MH8-BT10 0.366 0.020 0.028 0.030

MH20-BT10 -0.114 -0.010 -0.012 -0.010

MT10-BH8 -0.064 -0.010 -0.002 0.000

MT10-BH20 -0.064 -0.010 -0.002 0.000

MT10-BT10 -0.064 -0.010 -0.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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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으로 모델링되었기 때문에 mesh type의 유사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Mirror가 hexa mesh인 경우에는 parabolic 

element (H20)인 경우가 linear (H8)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mesh gluing과 mesh mating의 

변형량의 차이가 가장 큰 값의 경우 PV 1.6 nm, RMS 0.1 

nm 이하를 보여 element와 mesh type에 대해 의미 있는 차

이가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에는 온도에 대한 

광학면의 변형량을 정리한 것이며, 변형량의 차이를 그림 10

에 나타냈다. 온도에 대한 fitting된 변형량의 경우 그 차이가 

mirror가 tetra mesh인 경우와 parabolic element (H20)인 경

우에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였고, mesh type에 대한 변형량 

차이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

터 lateral flexure가 hexa type인 경우에서 mirror의 mesh 

type 또한 hexa type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해

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온도에 대한 변형량에 대해서 

mesh gluing과 mesh mating에 의한 차이의 경우 PV 0.4 nm, 

RMS 0.03 nm로 의미 있는 차이는 있지만, 적절한 element 

type을 설정하면 이러한 차이는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계

산 시간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

력과 온도에 대한 변형량을 계산할 때 lateral flexure가 hexa 

mesh인 경우, mirror를 hexa mesh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

율적이라는 것과 hexa mesh 중에서도 결과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linear element를 사용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도

는 물론 계산 시간 절약에도 효율적인 것을 결과로부터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5는 lateral flexure가 tetra mesh 일 때, mesh mating인 

경우와 mesh gluing의 경우에서 mirror와 bond의 mesh type

에 따른 중력에 의한 변형량과 해석 시간을 정리한 것이며 

변형량의 차이를 그림 11에 나타냈다. Fitting된 변형량 결과

에 의하면 PV 값의 경우 mirror가 tetra mesh인 경우와 

parabolic element (H20)인 경우가 변형량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졌고, 두 mesh type의 결과 차이는 0.3 nm 정도

(a) (b)

Fig. 10. Plot of difference of deformation by temperature for mesh type (lateral flexure : hexa).

Table 5.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lateral flexure : tetra mesh).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for mesh type 

and solve time,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for mesh type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Type

(lateral flexure : tetra)

Raw [nm] Fitting [nm]
Solve time

PV RMS PV RMS

Mesh mating MT10-BT10 49.210 4.060 49.510 3.950 00:28:12

Mesh gluing

MH8-BH8 47.473 3.992 47.807 3.843 00:10:40

MH20-BH20 49.616 4.069 49.927 3.915 00:15:26

MH8-BH20 47.472 3.992 47.806 3.842 00:10:04

MH20-BH8 49.611 4.069 49.922 3.914 00:13:15

MH8-BT10 47.467 3.991 47.801 3.842 00:11:35

MH20-BT10 49.610 4.069 49.922 3.914 00:17:42

MT10-BH8 49.350 4.060 49.650 3.950 00:26:08

MT10-BH20 49.350 4.060 49.650 3.950 00:28:42

MT10-BT10 49.340 4.060 49.650 3.950 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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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lateral flexure : tetra mesh).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for mesh type 

and solve time,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for mesh type (Continue)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gravity (MM-MG)

Type

(lateral flexure : tetra)

Raw [nm] Fitting [nm]

PV RMS PV RMS

Mesh gluing

MH8-BH8 1.737 0.068 1.703 0.107

MH20-BH20 -0.406 -0.009 -0.417 0.035

MH8-BH20 1.738 0.068 1.704 0.108

MH20-BH8 -0.401 -0.009 -0.412 0.036

MH8-BT10 1.743 0.069 1.709 0.108

MH20-BT10 -0.400 -0.009 -0.412 0.036

MT10-BH8 -0.140 0.000 -0.140 0.000

MT10-BH20 -0.140 0.000 -0.140 0.000

MT10-BT10 -0.130 0.000 -0.140 0.000

(a) (b)

Fig. 11. Plot of difference of deformation by gravity for mesh type (lateral flexure : tetra).

Table 6.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lateral flexure : tetra mesh).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for 

mesh type and solve time,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for mesh type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Type

(lateral flexure : tetra)

Raw [nm] Fitting [nm]
Solve time

PV RMS PV RMS

Mesh mating MT10-BT10 2.596 0.230 2.600 0.228 00:28:55

Mesh gluing

MH8-BH8 2.176 0.204 2.183 0.202 00:10:39

MH20-BH20 2.672 0.241 2.678 0.240 00:15:30

MH8-BH20 2.167 0.203 2.174 0.201 00:12:56

MH20-BH8 2.674 0.241 2.680 0.240 00:13:10

MH8-BT10 2.163 0.203 2.170 0.201 00:11:44

MH20-BT10 2.666 0.241 2.672 0.240 00:17:49

MT10-BH8 2.610 0.230 2.620 0.230 00:26:14

MT10-BH20 2.610 0.230 2.620 0.230 00:29:05

MT10-BT10 2.610 0.230 2.610 0.230 0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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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였다. RMS 값의 경우 PV 값과 마찬가지로 동

일한 mesh type에서 최솟값을 가졌으며, 이외의 다른 mesh 

type에서의 광학면의 변형량 또한 element와 mesh type에 대

해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하였다. Mesh mating과 

mesh gluing의 변형량 차이는 PV 1.7 nm, RMS 0.1 nm로 의

미 있는 차이가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표 6

의 경우 온도에 의한 변형량을 정리한 것이며, 그 차이를 그

림 12에 나타냈다. 이 결과 또한 앞에서의 중력에 대한 변형

량과 그 차이에 대해 최솟값을 가지는 mesh type이 동일 하

였고, 온도에 대해서 mesh gluing과 mesh mating의 차이는 

PV 0.4 nm, RMS 0.03 nm로 의미 있는 차이는 있지만, 이 

또한 적절한 element type을 설정하면 이러한 차이는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계산 시간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계산 시간 결과를 비교하면 lateral flexure가 hexa mesh인 

경우가 tetra mesh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확

인 할 수 있는데 이는 element의 density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mesh glue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고 최종적인 모델은 mesh 

mating 방법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여 더욱 효율적이

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V. 결    론

반사경 결합체에 대한 해석을 위해 각각의 유한요소 모델

을 mesh mating (node connection)의 경우와 mesh gluing 

(separated node connection)의 경우로 연결하였을 때 중력과 

온도에 대한 해석결과 중 광학면의 변형량 차이는 element 

type (linear/parabolic), hexa mesh 와 tetra mesh 에 대해 거

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한요소 모델 

연결방법의 결과 차이를 더 줄이고, 효율적인 계산 시간을 

위해서는 적절한 mesh type의 조합을 활용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3차원 모델링의 수정에 의한 

유한요소 모델의 수정보다는 적절한 mesh gluing 방법을 응

Table 6.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lateral flexure : tetra mesh). (a)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for 

mesh type and solve time,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for mesh type (Continue)

(b) Difference of deformation of optical surface by temperature (MM-MG)

Type

(lateral flexure : tetra)

Raw [nm] Fitting [nm]

PV RMS PV RMS

Mesh gluing

MH8-BH8 0.420 0.026 0.417 0.026

MH20-BH20 -0.076 -0.011 -0.078 -0.012

MH8-BH20 0.429 0.027 0.426 0.027

MH20-BH8 -0.078 -0.011 -0.080 -0.012

MH8-BT10 0.433 0.027 0.430 0.027

MH20-BT10 -0.070 -0.011 -0.072 -0.012

MT10-BH8 -0.014 0.000 -0.020 -0.002

MT10-BH20 -0.014 0.000 -0.020 -0.002

MT10-BT10 -0.014 0.000 -0.010 -0.002

(a) (b)

Fig. 12. Plot of difference of deformation by gravity for mesh type (lateral flexure : te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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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최적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계산 결과 이외에도 결합 경계면에서의 변위의 

연속성과 stress의 연속성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 

효율적인 mesh type에 의한 계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element density 변화에 의한 보다 자세한 연구를 수행 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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