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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위성체에 탑재되는 우주용 카메라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

기 위해 광학설계 뿐만 아니라 대구경화에 따른 반사경의 경

량화 및 최적화된 지지구조가 필요하다[1-5]. 또한 광학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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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ment of the mirrors composing a space telescope is an important process for obtaining high optical resolution and 

performance of the camera system. The alignment of mirrors using cube mirrors requires a relative coordinate mapping between 

the mirror and the cube mirror before optical-system integration. Therefore, to align the spacecraft camera mirrors, the relative 

coordinates of the vertex of each mirror and the corresponding cube mirror must be accurately measured.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for finding the vertex position of a primary mirror, by using an optical fiber and alignment segments of a 

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 The measurement system is composed of an optical testing interferometer and a multimode 

optical fiber. We used two theodolites to measure the relative coordinates of the optical fiber located at the mirror vertex with 

respect to the cube mirror, and achieved a measurement precision of better than 2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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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용 인공위성 카메라를 구성하는 반사경의 정렬은 광학계의 고분해능, 고성능을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반사

경들의 상호정렬에는 큐브미러(cube mirror)가 대신 사용되기 때문에, 각 반사경과 해당 큐브미러 간의 상호위치관계 정보가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우주용 카메라 반사경들의 정렬을 위해 각 반사경의 정점과 해당 큐브미러의 상대 좌표값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제작 홀로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의 정렬용 세그먼트와 광섬유를 이용하는 새로운 

측정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우주용 카메라를 구성하는 반사경의 정점을 요구조건 이내로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 시스템은 광학

계 평가용 간섭계, CGH, 광섬유, 반사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해 큐브미러를 기준으로 주 반사

경의 정점에 위치한 광섬유 끝단의 3차원 상대 좌표값을 25 µm 이하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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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는데, 이는 광학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주용 카메라에 쓰이는 반사경의 정렬은 반사경에 부착 또

는 인접해 있는 큐브미러(cube mirror)를 이용하며, 각 큐브

미러의 각도 및 위치는 위성체의 기준 큐브미러에 대해 요구

되는 허용오차범위 이내가 되어야 한다[6,7]. 이와 같이 큐브

미러를 이용한 반사경 정렬을 위해서는, 큐브미러에 표식되

어 있는 십자선을 기준으로 한 반사경 정점의 상대좌표, 그

리고 큐브미러 대비 반사경 광축의 수직, 수평각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다. 

우주용 광학계는 비용절감 및 용이한 제작, 조립의 장점을 

갖는 카세그레인식 방식의 구조가 많이 사용되며[8] 그에 따

라 주경은 중심부가 뚫려있는 오목한 구면 또는 비구면 형태

를 갖는다. 따라서 개구부를 갖는 주 반사경의 정점은 허공

에 위치하게 되고 반사경의 정점 좌표값을 정확하게 알아내

는데 어려움이 있다. 종래에는 겐트리식(gantry) 3차원 좌표 

측정기(Coordinate Measurement Machine, CMM)와 로봇팔 3

차원 좌표 측정기(robot arm type CMM)를 사용하여 반사경

의 외형을 측정하고, 그 결과와 반사경의 설계 수치로부터 

정점의 좌표를 추정했다. 그러나 가공 상의 오차로 인해 설

계상 반사경의 정점위치와 실제 가공 후의 정점위치는 일반

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오차로 인해 기존의 접

촉식 측정방법을 이용한 정점의 좌표는 부정확하다. 본 논문

에서는 가공된 반사경의 실제적인 정점 위치를 알아내고자 

간섭계, 컴퓨터 제작 홀로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이하 CGH), 광섬유, 반사경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성했으

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비구면 반사경의 형상오차 측정에는 

광학계 평가용 레이저 간섭계와 CGH가 사용된다. CGH는 

간섭계로부터 나오는 구면파를 측정하고자 하는 반사경의 

광학 설계에 맞는 비구면 파면으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

며, 이로써 간섭계의 기준파면과의 간섭현상을 이용해 반사

경의 형상오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9]. 정확한 파면오차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GH와 반사경의 정렬이 매우 중요하

며, 이를 위해 CGH는 반사경의 광학면 측정에 사용하는 중

심 영역과 그 주위로 정렬을 위한 여러 개의 정렬용 세그먼

트(alignment segment)들로 이루어져 있다[10]. 이러한 정렬용 

세그먼트 중에는 반사경의 정점위치에 초점을 맺도록 설계

되어 있는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초점을 맺는 

반사경의 정점위치에 광섬유를 위치시키면 허공에 위치한 

정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데오도라이트

(theodolite)를 이용해 큐브미러에 표식된 십자선 중심과 정

점에 위치한 광섬유 중심간의 상대 좌표값을 측정하여 인공

위성 카메라 광학계에서 요구되는 30 µm 이내의 정밀도를 

만족해야 한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CGH와 광섬유를 이용한 광학적 좌

표를 이용하여 실제 가공된 반사경의 정점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고, 기존의 반사경 외형 설계 값으로부터 접촉식으로 반

사경의 정점 위치를 찾는 방식의 오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II. 반사경 정점 측정 방법

2.1. 반사경 정점 측정 시스템 구성 및 개념

본 논문에서는 허공에 위치한 반사경의 정점 위치를 찾기 

위해 간섭계, CGH, 광섬유, 반사경 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했다. 

광섬유는 광신호를 전달하는 유리 또는 세라믹 등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섬유로서 빛이 통과되는 코어의 크기

도 다양하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단일모드와 다중모드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빛을 집속 시키기가 수월하고 

여러 각도로 빛을 받기에 용이한 멀티모드 광섬유를 사용했

고, 광 간섭계는 파장이 632.8 nm인 4D® (Phase Cam 5030) 

간섭계를 사용했다. CGH는 측정하고자 하는 반사경의 제원

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간섭계와 CGH, CGH와 측정하고

자 하는 반사경 사이의 정렬을 위해 정렬용 세그먼트들이 존

재한다. 그 중 일부는 그림 2에서 나타내듯이 반사경의 정점

Fig. 1. Configuration of mirror vertex measurement setup. 

(a)

(b)

Fig. 2. Alignment segments of CGH: (a) CGH pattern layout; (b) 

Optical path through AF alignment segment of C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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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맺도록 설계 되어있다. 이를 AF (alignment Focus) 

정렬용 세그먼트라 칭하겠다. 

그림 3은 간섭계와 CGH를 이용해 측정한 직경 600 mm 

반사경의 간섭무늬로써,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중심 영역

의 간섭무늬는 반사경 거울면 전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분

석결과 파면오차는 18.1 nm이다. 가장 바깥쪽 간섭무늬는 간

섭계와 CGH와의 정렬을 위해 사용되는 영역이며, 중간에 

세그먼트 형태로 구성된 것들 중 점선 원으로 표기한 4개는 

반사경 정점으로 모였다가 광섬유 끝단에서 반사되는 광에 

의해 형성된 간섭무늬다. 이는 반사경의 광축과 광섬유 단면 

법선 벡터방향이 일치하면 간섭무늬가 형성되는 현상을 이

용한 것이다. 그러나 끝단이 평면인 광섬유의 경우 널무늬 

형태의 간섭무늬가 형성될 수 있는 광섬유의 위치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반사경 정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찾아낼 수 없

다. 광섬유의 끝단이 둥근 경우가 평면인 경우보다 초점 벗

어남에 따라 간섭무늬 형성에 미치는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형성되는 광섬유의 위치 범위를 줄일 수 있지만, 

이 또한 정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섬유의 반대 끝단에서 출력

되는 광량의 세기를 측정했다. CGH의 AF 정렬용 세그먼트

를 통과하여 반사경 정점 위치에 초점을 맺는 빛과 광섬유의 

끝단 중심이 일치하게 되면 광섬유를 지나 출력된 광량이 최

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림 4는 광섬유를 정점에 초점을 맺는 빛을 중심으로 광축

에 대해 상하좌우 방향으로 벗어나도록 이동시켜가며 광섬유

를 통과한 초점 빛의 광량을 측정한 것이다. 편의상 그림 1에 

Fig. 4. Measurement of optical intensities from optical fibers moving along x and y axes. Fiber cores are 200 µm, 400 µm and 600 µm. 

The intensities are measured in each step of 10µm and standard deviations are indicated with error bars.

Fig. 3. The interference pattern formed in the AF alignment segment 

of C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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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된 축 방향을 기준으로 반사경을 바라봤을 때 반사경의 

광축을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x축, 상하 방향을 y축으로 표

현하였으며, 이후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축 방향에 대한 표

현은 모두 동일하다. 실험에서는 200 µm, 400 µm, 600 µm

의 코어직경을 갖는 광섬유를 x, y축 방향으로 10 µm 단위로 

이동시켜 각 구간마다 3회씩 광량을 측정했으며, 코어 직경

이 400 µm, 600 µm인 광섬유의 경우에는 광량이 최대인 지

점과 가우시안 맞춤(Gaussian fitting)에서의 극대점이 일치함

을 보였다. 그러나 200 µm의 코어직경을 갖는 광섬유의 경

우에는 다른 두 직경의 광섬유에 비해 비교적 작은 직경으로 

인해 입력 광에 대한 수신감도가 작다. 따라서 광섬유에 입

력된 광이 적으므로 노이즈에 대한 민감도가 커져 광섬유의 

이동에 따른 출력 광량은 심한 기복을 보였다. 

따라서 400 µm, 600 µm의 코어 직경을 갖는 광섬유를 선

택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좌표 측정 시 데오도라이트로 광

섬유 중심을 조준하기 수월하도록 데오드라이트와 광섬유간

의 거리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코어직경이 600 µm인 광

섬유를 선정했다.

2.2. 반사경 정점 측정 방법

2.2.1. CGH 제작오차 분석

본 논문에서는 간섭계 광원의 일부만 CGH의 정렬용 세그

먼트를 통과하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빛의 광량을 광섬유를 

통해 측정해야 하므로 회절효율이 높고 광량 손실이 적은 위

상타입[11]의 CGH를 사용했다. 정확한 정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CGH의 AF 정렬용 세그먼트를 통과한 광선이 맺

히는 초점위치에 광섬유를 정확하게 위치시켜야 할 뿐만 아

니라, CGH의 AF 정렬용 세그먼트가 반사경의 정점위치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CGH의 

AF 정렬용 세그먼트를 통과한 광선의 초점이 반사경의 정점

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에 대한 정점 위치오차 범위

를 알아보았다. CGH의 제작오차[12]는 주기의 위치오차로 인

한 영향이 가장 크며 연구에 사용된 CGH는 레이저 직접 노

광기(direct laser lithography)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30 nm

의 위치오차를 갖는다. 따라서 CGH의 정렬용 세그먼트의 

최소주기가 2.7 µm인 것을 고려하면 CGH의 위치 오차에 의

해 0.011 λ의 파면오차가 발생한다. 

0.011 λ 이내의 파면오차를 갖는 CGH의 정렬용 세그먼트

를 통과하는 광선을 추적한 결과, CGH의 제작오차에 따른 

반사경 정점 위치오차 범위는 그림 5와 같이 광축방향인 z축

방향으로 ±40 µm이며 이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x축 방향, y

축 방향으로의 정점 위치오차 범위는 ±20 µm 라는 것을 도

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경의 정점에 초점을 맺도

록 하는 AF 정렬용 세그먼트만을 이용하여 정점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특히 광축 상에서의 ±40 µm 제작오차 범위는 

정점위치를 찾는데 큰 오차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반사경의 

정점위치에 광섬유를 위치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과

정이 필요하다. 

2.2.2. 광섬유 정렬

광섬유가 반사경의 광축으로부터 x축, y축 방향으로 벗어

나게 하면 AF 세그먼트 영역의 간섭무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반사경의 광축 상에서 광섬유의 z축 이동은 간섭무

늬 변화 및 형성 유무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광섬유

를 통해 출력된 광량측정을 통해 x축, y축 방향으로의 정점

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나 광축 방향인 z축으로의 광섬유 이

동에 따른 출력광량 측정으로는 광축 상에서 정점의 위치를 

찾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간섭계의 광원이 AF 정

렬용 세그먼트를 통과하여 반사경의 정점에 초점을 맺는 빛

의 심도가 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CGH의 AF 세그먼

트를 통과 후 초점위치에 맺히는 광선의 세기 분포를 전산모

사하기 위해 식 (2)와 같은 프라운호퍼 근사식[13] (Fraunhofer 

approximation)을 사용했다. 여기서 ( ), ( )는 각각 CGH 

AF 세그먼트의 좌표계 및 반사경 정점 좌표계이며, CGH가 

푸리에 렌즈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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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CGH의 AF 세그먼트 형상을 모델링한 입

력함수로서 AF 세그먼트의 형상을 직사각형 형태로 근사화 

하여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b)

Fig. 5. Error range of vertex position of mirror due to the manu-

facturing error of CGH: (a) Position error range in the longitudinal 

(optical axis) direction; (b) in the lateral (x, y-axis)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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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로부터 얻은 
 로부터 초점위치에서의 광량분

포를 구할 수 있으며, 광축 상에서 초점을 중심으로 ±10 mm 

범위에서 광량분포를 전산모사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AF 

정렬용 세그먼트 영역이 작고, 초점거리 또한 멀기 때문에 

20~30 µm의 좌표값 허용오차범위를 고려한다면 비교적 큰 

초점심도다. 

이러한 깊은 초점심도로 인해 광섬유로부터 출력되는 광량

의 세기를 측정하여도 초점심도에서 는 광량의 세기 변화가 

작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광섬유 끝단으로부터 반

사되는 빛에 의한 간섭무늬와 반대 끝단에서 출력되는 광량

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z축, 즉 광축 상에서의 정점의 

위치를 찾는 것은 부정확하다. 이러한 깊은 초점심도와 CGH

의 제작오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팔 3차원 좌

표 측정기를 사용했다.

그림 7은 반사경의 측면 모습으로써 최종 가공 후 개구부

를 뚫기 전에 갠트리식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하여 반사

경 뒷면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를 측정했으며 이 

때 측정된 높이가 정점의 높이가 된다. 반사경의 개구부를 

뚫은 후에는 로봇팔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해 반사경의 

뒷면과 광섬유의 끝단 과의 거리를 측정해 가며 앞서 측정된 

정점의 높이가 되도록 광섬유를 위치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광축 방향인 z축에서의 광섬유의 정렬이 이루어지면, 

2.1절에서 언급했던 광섬유 끝단으로부터 생기는 간섭무늬

와 광섬유를 통과한 광량 세기 측정을 이용한 정렬방법을 통

해 x축, y축 방향으로 광섬유를 이동시켜 반사경의 광축과 

광섬유의 중심축을 일치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

쳐 광섬유는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한 3차원 좌표측정오차 이

내로 반사경의 정점에 위치할 수 있게 된다. 

III. 반사경 정점 좌표 측정

3.1. 데오도라이트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좌표 측정 원리

데오도라이트는 수평각, 수직각을 측정하는 측량기기로서 

일반적으로 천문, 측지, 항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측정 

요구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밀한 데오도라이트가 개발

됐고 위성체 정렬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최소한 1"의 분해

능을 갖는 데오도라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14]. 본 논문에서

는 각도 정확도가 0.5"인 두 대의 데오도라이트를 사용했다.

그림 8과 두 대의 데오도라이트가 한 점 P를 향해 조준 시 

각각 수평각( ), 수직각( )을 측정한다. 따라서 한 

점 P에 대한 좌표는 다음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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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또 두 대의 데오도라이트가 표준길이를 갖고 있는 기준자

(Scale bar)의 양 끝 두 점을 측정하면 두 점에 대한 수평각

(    ), 수직각(    )을 얻을 수 있다. 

두 대의 데오도라이트 중심간의 거리 C는 측정각과 기준자

의 길이 S로부터 도출된 식 (4)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15], 이

로써 두 대의 데오도라이트 및 기준자의 상호 위치 관계가 

성립된다.

 









 (4)
(a) (b)

Fig. 7. Cross sections of mirror (a) with a circular opening, (b) 

without a circular opening.

Fig. 6. Simulation results of beam caustic distribution in the range of ±10 mm around the focus on the optical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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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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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대의 데오도라이트와 열팽창 계수(11.5 × 

10-6 m/m/°C)가 작은 인바 재질로 된 기준자를 이용하여 데

오도라이트 간의 상호 위치관계를 성립시켰으며, 큐브미러를 

상호 시준하여 기준 좌표축을 설정했다[16]. 최종적으로 큐브

미러에 표식 되어있는 십자선의 중심과 광섬유의 중심을 측

정하여 서로 간의 상대 좌표값을 산출할 수 있었다.

3.2. 반사경 정점 좌표 측정 결과

본 논문에서는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한 좌표 측정을 위해 

길이가 550.002 mm 인 기준자를 사용하였고, 상용화된 SA® 

(spatial Analyzer) 소프트웨어로 좌표 값을 산출했다. 그림 9

는 데오도라이트 시스템을 이용한 좌표측정 실험을 위해 설

치된 광섬유와 큐브미러의 모습이다. 설계상 각각 반사경의 

정점과 반사경의 베젤에 부착된 큐브미러의 좌표에 위치시

켰으며, 2대의 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해 광섬유의 중심과 큐브

미러에 표식된 십자선의 중심간의 상대 좌표값을 측정했다. 

표 1은 좌표축을 설정하고 큐브미러의 십자선 중심을 기준

으로 광섬유의 중심 좌표를 4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이

며, x축, y축, z축의 좌표값은 각각 6 µm, 9 µm, 23 µm의 표

준편차를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z축 좌표값이 x축, y축의 

좌표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기준

자 측정 시 발생하는 각도측정오차에 의한 것이다. 좌표계 

설정 과정에서 기준자를 여러위치에 두고 측정하는데, 기준

자가 광축 방향인 z축 방향으로 위치하게 되면 기준자 양끝 

점의 중심을 판단하여 조준하기 어려우며, 이 때 생기는 오

차가 z축 좌표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1과 같은 좌표축 설정 및 좌표값 측정의 전체과정을 3

회 반복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마찬가지로 z축 좌표값

의 편차가 가장 크지만 x축, y축, z축 좌표값 모두 기존의 접

촉식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정점측정방법에 비해 좋은 반

복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반사경의 정점을 데오도라

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구부를 갖는 반사경의 정점 좌표를 측정

하기 위해 반사경의 파면오차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CGH

를 이용했으며, CGH는 반사경의 정점에 초점을 맺도록 설

계되어 있는 정렬용 세그먼트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러한 CGH와 광섬유를 통해 허공에 위치한 반사경의 정점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은 반사

경의 기계적 설계치를 기준으로 정점 위치를 획득하기 때문

에 제작 시 포함되는 오차를 고려하지 못했으나,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정점의 위치를 더 정확하

Fig. 8. A schematic diagram of coordinate measurement using a 

theodolite system (horizontal angle: 
 , vertical angle: 

 .
Fig. 9. Measurement setup consisting of optical fiber and cube 

mirror.

Table 1. Result of coordinate value by optical fiber repeat measurement

Axis Average (mm) St. dev. (mm)

x -353.255 0.006

y -276.264 0.009

z -175.181 0.023

Table 2. Result of coordinate values measured by repeating the 

entire process

Axis Average (mm) St. dev. (mm)

x -353.245 0.012

y -276.280 0.015

z -175.16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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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비접촉식인 데오도라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좌표 값을 측정함으로써 좌표값의 측정 반복도가 

우주용 광학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반사경 정점 측정 시스템은 허공에 

맺히는 초점 위치를 찾고자 하는 다른 경우에도 다양하게 응

용되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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