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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고속 조정 거울(Fast Steering Mirror, FSM)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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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광학 시스템은 관련 분야 학계, 산업계와 국방 

분야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에게 지난 수십 년 동

안 꾸준하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분야이다. 

이러한 지속적 관심은 망원경 레이저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움직임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소재 및 기술 

개발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FSM은 종종 광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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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pport structure of an optical mirror system is the one of the important design elements because the one 

affects the optical aberrations of the mirror surface. In this paper, Lagrange equation of the moving body of  the 

fast steering mirror system(FSM) has been formulated to use with optimization design. Major goals for optimization 

are to assign the reasonably flexible stiffness to the structure and to enhance the first natural frequency of the 

mirror and support system in aid of more affordable control bandwidth for the FSM. Pursuing these purposes with 

the proposed method, the finite element analysis(FEA), optimization technique and the Zernike polynomial 

estimation are used for the design effects. It is concluded that the proposed approach for design well guides 

toward the desired design goals with regards to both structural and optical performances.

Key Words : Lagrange Equation(Lagrange 방정식), Mirror Surface Errors(거울 표면오차), Mirror Support Structure(거울

지지구조), Optimization(최적화), Stiffness Design(강성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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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거울 지지구조, 제어기와 구동기로 구성한다.

  이러한 FSM 연구에서 Tapos[1]는 구동 제어에서 밴

드 폭이 큰 FSM 연구를 통해 본 주제에서 FSM 연구 

활동에 여러 아이디어(Idea)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FSM 시스템 구성 요소인 부하단(Payload)의 역

할을 하는 거울과 거울 고정구조로 구성된 이동체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거울 고정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구조 성능과 광학 거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주제에 관한 FSM 시스템은 광학 거울을 고정하

기 위해 Fig. 1과 같이 3개 위치에서 양각대(Bipod) 구

조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3점 지지 방식은 기구적

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운용 과정에서 거울 변형이

나 움직임에도 거울을 기구적으로 제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들 형상에 관한 설계 관점에서 논의는 Tapos

의 논문[1]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다. Fig. 1에서처럼 3

개 위치에서 양각대는 링 마운트(Ring mount) 상에 결

합되며 거울과 함께 FSM 시스템에서 이동체(Moving 

body)가 된다.

Fig. 1. The moving body of the FSM

  일반적으로 양각대는 기계적 및 열적 효과를 관리

하는 기능을 위해 순수 지지 구조 역할과 유연 힌지 

(Flexural hinge) 역할로 구분하여 설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지 구조는 Richard[2] 연구 결과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중력과 열 하중에 의해 거울에 악영

향을 주는 효과를 피하거나 배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관성과 진동하중은 본 논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으나 고유 진동수 분석 과정에서 함축적으로 관여

한다. 열 문제는 정상 상태(Steady state)의 열 응력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과도(Transient) 열응력 해석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또한 Ryu[3]는 3차원 유연 힌지 메커니즘 설계를 위

한 운동방정식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Nam[4]은 3차원 

공간상에서 유연 힌지를 적용한 FSM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학거울 지지구조의 최적 설계 문제에 대해선 

Chu[3]가 광학역학(Opto-mechanics)에 기초하여 유연형 

양각대의 최적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Kim[6]은  실험에 

기초하여 위성 카메라를 위한 유연형 마운트(Flexural 

mount)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Trease[7] 등은 유연 지지

구조의 연성 조인트 이론(Theory of the compliant 

joints)에 의한 최적설계 기법을 연구하였다.

  그 외에 광학거울 지지구조의 설계 또는 최적화가 

광학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는 않았으나 광학거울 표면 성능에 영향을 주는 수차

(Optical aberrations)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이

루어졌으며 그 중 Lakshminarayanan[8] 등과 Wang[9] 등

에 의해 Zernike polynomials 기법에 의한 표면 수차 분

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각대를 적용한 이동체 구조

의 운동방정식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이동체에 적절

한 강성과 고유진동수를 갖추기 위한 최적화 기법을 

연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동체의 구조성능 분석과 

설계에 적용하였다.

  최적화는 양각대의 강성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광

학거울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과 FSM 

시스템의 구동 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동체의 

1차 고유진동수를 특정한 주파수 이상으로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조 성능 분석은 다양한 온도에서 운용을 고려하

여 실온, 고온과 저온 환경에서 이동체의 열 거동[10] 

이 중요하기에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고, Zernike 

polynomial 기법에 의해 최적설계에 의한 광학 거울 

표면 오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 행해야 하는 

수치해석 활동을 기반으로 이동체 이론 방정식으로부

터 해(Solution)와 비교하였다.

2. 지지 구조의 설계 개념

  Fig. 1의 형상은 온도 환경 변화에서 운용[11,12]을 위

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링 마운트 구

조는 티타늄 Grade 2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거울 소재

는 Zerodur를 사용하였다. Zerodur는 본 연구에서 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 변형이 낮은 모델로

서 선정하였다. 각 재료의 기계적 열적 물성은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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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열구조 해석을 

위해 이에 필요한 열팽창 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열전도(Thermal conductivity)와 비열

(Specific heat) 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열 변화에 따른 

이동체 구성 요소는 서로 다른 열 물성으로 인해 서

로 다르게 변형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초기 설정된 

모델과 이를 최적화 한 모델 간에 비교하였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Property Unit
Mirror

(Zerodur)
Mount

(Titanium Gr.2)

Density kg/m3 253 443

Poisson Ratio - 0.24 0.342

Elastic Modulus GPa 90.3 103

Tensile, Yield MPa >53 340

Tensile, Ultimate MPa - 430

CTE 
 • 22 °C & 65 °C
 • -35 °C

m/(m·°C)
5.00e-08
-1.30e-7

8.6e-06
7.70e-6

Thermal Conductivity
 • 22 °C & 65 °C
 • -35 °C

W(m·°C)-1 1.45
1.30

9.45
6.42

Specific Heat
 • 22 °C & 65 °C
 • -35 °C

J(kg·°C)-1 800.0
650.0

526.3
493.0

  Fig. 2는 양각대의 초기 형상 변수를 표현하며, 반

경 방향은 Z 축으로 정의 된다. 양각대가 높은 강성

을 가지면 운용하중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광학 거울

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온도에 따라 지지구조와 거

울의 열 물성 특히 CTE 값에 따라 각기 다른 변형 

이 발생하므로 양각대는 광학 거울과 유연한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성인 최소 반경 강성을 갖도

록 하는 설계[11]가 1차 설계 목표이다.

  앞서 언급한 설계목표 중, 이동체의 1차 고유진동수 

향상을 위해 양각대 형상 설계 최적화 과정에서 구하

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중인 FSM의 제어 밴

드는 시스템 요구로서 100 Hz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때 이동체의 고유진동수는 제어모드와 간섭배제를 

위해 10배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논

문의 연구 대상인 이동체가 적용되는 FSM 시스템 구

성에 필요한 유연 힌지와 구동기 등의 미완성된 설계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위험 관리를 위해 이

동체의 1차 고유 진동수를 FSM 시스템 제어 범위의 

12배 수준인 1,200 Hz 이상 상향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시

스템 설계의 유연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Fig. 2. Bi-pod configuration and the design variables

  Fig. 2의 양각대 형상 변수에 대한 값은 Table 2와 

같이 제시되었다. 주요 변수에 대해 설명하면, 양각대 

다리 폭 B, 다리 두께 t, 다리 길이 L 과 다리 경사각 

Ø 이다. 다리 길이 L은 다리 폭 B의 중심선 길이를 

나타낸다. Fig. 2에서 높이 h1 은 언급한 변수 값이 

계산될 때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 외의 형상 치수는 

Table 2에서와 같이 정하였다.

Table 2. Initial dimensions of the proposed model

Part Name Design variable Value Remark

Mirror
D (dia.(mm)) 150.00 fixed 

valueH1 (mm) 20.00

Bipod

a [mm] 1.370

fixed 
value

b [mm] 3.100

c [mm] 10.57

w [mm] 15.00

h2 [mm] 12.00

Leg width B[mm] 3.50

to be
optimized

Leg thick. t [mm] 4.50

Leg length. L[mm] 34.62

Leg angle Ø (deg) 66.31

h1 [m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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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체 구조의 운동방정식

3.1 이동체 운동방정식

  이동체 양각대의 강성과 고유 진동수에 관한 효율적 

설계를 위해 이동체 운동 방정식을 라그랑지(Lagrange) 

기법에 의한 이론적 운동방정식을 구하였다. 이어서 

이동체 운동 방정식은 목표한 강성과 고유 진동수를 

구하기 위하여 최적 기법과 연계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Ryu[3]와 Nam[4]에 의해 연구된 

유연 힌지(Flexural hinge) 메커니즘에 대한 라그랑지 

운동방정식 유도에 관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Fig. 3에 보이는 이동체에 대해 거울을 강체로 하고 

양각대를 리프(Leaf) 형태의 유연 힌지로 고려하였다.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에서 댐핑 효과가 낮다고 가정

하여 무시하면 운동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M은 강체 질량 관성 모멘트로 I 를 포함하

는 강체 질량 행렬, K는 강성행렬, x는 변위이며 F는 

선형 하중과 모멘트 하중을 포함하는 하중으로 각각 

아래와 같다.

  (2)

  여기서 첨자 1은 강체가 1 개임을 나타내며, 본 모

델에서 m1 = 0.9984 kg, 
  = 2,819.3 kg·mm2, 

 = 
 

= 1,440.1 kg·mm2 이다. 또한 식 (1)에서

   Fig. 3. Coordinate systems and the associated 

variables

·       (3)

  
 
 
  (4)

   


 (5)

        


 (6)

이다. 위 식 (4) ~ 식 (6)에서 첨자  i (i = 1, ... , Nb)

는 강체 번호를 나타내며 강체가 거울 1 개이므로 Nb 

= 1이 된다.

  또한 식 (1)의 강성 K는 힌지의 로컬(Local) 좌표로

부터 글로벌(Global) 좌표로 식 (7)과 같이 좌표 변환

이 이루어진다.

 


















  for   



  for ≠

 (7)

 
  (8)

  여기서 
는 힌지의 개수로서 본 주제에서는 힌지

로서 6개의 다리를 나타내며, 
 는 강체 중심에서 강

체 i와 유연 힌지 (k) 사이의 기하학적 연결을 위한 상

수 행렬로 아래 식 (9)와 같으며, 
는 로컬 좌표계

에서 힌지 (k)의 강성 행렬로 Leaf 힌지의 Compliance 

행렬로부터 구해지며,  는 유연 힌지 (k)의 로컬 

좌표를 글로벌 좌표계로 회전 변환 행렬로 식 (10)과 

같다.


 



 


 




 
 

 











 

 



  




 

 

       

 (9)

  여기서 I3는 대각선 요소가 1인 3×3의 단위(Identity) 

행렬, O3는 3×3의 영(zero) 행렬이고 


 는 skew- 

symmetry 행렬이다. 또한 회전 변환 행렬  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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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1, ‥‥, 6)

  따라서 이동체의 강성 K는 식 (11)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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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는 식 (12)의 고유치(Eigenvalue)

에 의해 계산한다.

⌊⌋ (12)

3.2 운동방정식 해와 수치 해석 결과 비교

  구해진 이동체의 라그랑지 방정식은 Matlab 스크립

트(Script) 파일로 프로그램(Program)하여 Fig. 1(또는 

Fig. 3)의 모델에 대해 이론적 강성과 6차 모드까지 

고유진동수 결과를 계산하였다.

  여러 모델을 구분하기 위해 처음 설정한 양각대와 

이동체에 대해서 개념(Concept) 양각대와 개념 이동체

로 하고, 최적화 이후의 모델은 최적(Optimized) 양각

대와 최적 이동체(Optimized moving body)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Table 3에는 유한 요소모델에서 라그랑지 방정식 유

도에서와 같은 가정의 강체 거울과 유연체 양각대 모

델을 CASE 1, 전부를 유연체로 한 모델을 CASE 2로 

구분하여 모델링 내용을 정리하였다. 관련 유한요소 

모델은 Fig. 4와 같다. 유한요소 모델에서 거울과 양각

대 사이 접촉 조건은 Ansys에서 제공하는 “MPC(Multi- 

Point Constraint)” 알고리즘에 의한 “Bond”를 사용하였

다. 이는 거울 원호 면과 양각대 원호 면이 서로 다른 

정도의 다각형 원호이므로 불균일한 접촉으로 인해 

접촉면 간 상호 관통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결과로 

접촉면의 변위해석에서 거울 면 과 양각대 면에 미세

한 변위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개체 간 접착을 위

한 매우 작은 0.5 mm의 공간이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

는 해석 편의를 위해 무시하고 두 개체 간의 직접 접

촉을 가정하였다.

Table 3. FE modeling information of the initial moving 

bodies

Content
RIGID FLEX

CASE 1 CASE 2

Nodes 25,152 83,885

Elements 5,985 18,546

Element type Hexa Dominant

Element size
- Rigid: Mirror/Mount
- Flexible: Pod(2 mm)

Mirror(4 mm),
Pod(2 mm)

Ring mount(6 mm)

Loading
Self-weigh gravity 

(–Y in global coordinates)

Contact Bond (Multi-point constraint) 

Constraints
“Fixed-Ground”

to the ring mount 
bottom surface

“Fix” at the ring 
mount bottom 

surface

Materials Refer to Table 1

  Fig. 4(b)의 유한요소 모델은 이후 모달해석과 열구

조 해석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Fig. 4. FE Models for the initial moving body: (a) 

Case 1 Rigid based model (b) Case 2 Flexible 

body model

  Table 4에는 개념 모델에 대한 라그랑지 이론식 해

와 함께 Fig. 4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4에서 

“A. Theory”는 이론식 결과이며, “err(B/A)”는 CASE 1

의 이론 해(Solution)와 비교 오차, “err(C/A)”는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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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이론 해와 비교 오차이며 “err(C/B)”는 CASE 2의 

CASE 1과 비교 오차를 나타낸다. 또한 CASE 1과 

CASE 2에서 강성 값은 동일한 유연체 양각대의 모델

링 결과로 같은 값을 갖는다.

Table 4. Comparisons between the analytic and FEA 

solutions of the initial moving body(unit: 

Stiffness [N/mm]/ Mode [Hz]/ Error [%])

Content
A

Theory

CASE 1 CASE 2 err(%)

(B/A)

err(%)

(C/A)

err(%)

(C/B)B. Rigid C. Flex

Mode 1 1,030.6 1,039.6 998.3 -0.87 3.13 3.97

Mode 2 1,551.1 1,550.4 1,530.1 0.05 1.35 1.31

Mode 3 1,551.1 1,550.8 1,530.4 0.02 1.33 1.32

Mode 4 1,658.4 1,626.6 1,565.9 1.92 5.58 3.73

Mode 5 1,658.4 1,627.0 1,566.0 1.89 5.57 3.75

Mode 6 3,536.5 3,431.1 3,476.9 2.98 1.69 -1.33

Stiffness 396.3 384.05 384.05 3.09 3.09 0

  개념 모델에 대한 Case 1의 모달해석 결과 고유진동

수는 이론식과 비교하여 6차 모드에서 2.98 % 오차를 

보이며, Case 2의 경우 이론식과 비교하여 최대 5.58 

%의 오차를 보였다. 또한 Case1과 Case 2의 상호 비교

에서도 1차 모드에서 최고 3.97 % 오차를 나타냈다.

  또한 개념 양각대 강성 값은 Fig. 5의 유한요소 모

델을 사용하며 이때 Case 1과 Case 2에 적용된 양각

대는 동일하다. 그 결과 변위의 역수를 취하므로 강성

은 384.05(N/mm)로 계산되었다. 이를 Table 4 하단에 

표현된 이론 강성 값 396.3[N/mm]과 비교하여 3.09 %

의 오차임을 확인하였다.

Fig. 5. Radial stiffness evaluation of the initial bipod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모든 구성품을 유한요소로 한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양각대 구조의 최적 설계

4.1 최적 설계 기법

  각대의 최적화를 위해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에서 

강성과 고유진동수 계산식과 MATLAB[15]에서 제공되

는 “fmincon” 함수를 사용하였다. “fmincon” 함수는 선

형과 비선형의 단일 및 다목적 함수 최적 해를 제공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식 (13)과 같이 단일 목적 함수

의 최적화 문제를 다루었다.

min   (13)

  여기서 Kradial은 Fig. 2의 Z 축인 거울 중심으로부터 

반경 방향 강성을 나타내며 강성 최소화를 목적함수

로 사용한다.

  Table 5에서 양각대 최적화 조건으로 “B.C.”는 상.하

부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 “Const”는 구속 

(Constraint) 조건으로 고유 진동수를 최소 1,200 Hz으

로 하였다. 또한 “Object.”는 강성 최소화를 위한 목적

함수를 나타낸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 Table 6과 같이 

주요 Matlab 스크립트(Script) 파일을 구성하였다. 최적

화를 시작하기 위해 Matlab 작업창에서 Table 6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Main.m을 실행하며 이후는 Fig. 6에

서 보이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수행한다.

  Table 5. Design conditions for optimization of the 

bi-pod

Variable Name B.C/ Const. / Objective

L (Leg length) [mm] 15.0 < L < 40.0 B.C.

t (Leg thickness) [mm] 2.0 < t < 5.0 B.C.

B (Leg width) [mm] 2.0 < b < 5.0 B.C.

Leg inclined. ø [radian] 0.75 < ø < 1.40 B.C.

1st Natural frequency [Hz] ≥ 1,200 Const.

Radial stiffness [N/mm] Minimize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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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tlab script files for the optimization of the 

stiffness of the bipod

Script File Title Cotents

Main.m

• Define global variables

 - Boundary conditions

 - Material properties

 - Mass and inertial properties

• Call the script files

 - Optimization criteria and algorithm

 - Constraint and cost functions

• Execution file at Matlab wokspace

fmincon.m

• Matlab built-in function for 

optimization algorithm

• To use with “optimiset.m”, which 

is built-in function

Constfn_MF.m

• Update the new design values and 

check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 Call the script files

  - fn_Mirror_Fixture.m

  - Stiffness_Mirror_Fixture.m

Costfn_MF.m

• Update the cost value with the 

instant results of the design values, 

eigenvalues and the stiffness

• Call the script files

  - fn_Mirror_Fixture.m

  - Stiffness_Mirror_Fixture.m

fn_MF.m
• Iteratively evaluate the eigenvalues 

of the moving body

Stiffness_MF.m
• Iteratively evaluate the radial 

stiffness of the bipod

  Fig. 6의 처음 정의되는 글로벌 변수와 재료상수 값

은 “fmincon.m”의 실행 단계에서 공유되며 라그랑지 

운동방정식으로부터 경계조건 내에서 강성과 고유진

동수 값에 수렴하도록 반복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경계 조건 내에서 최적 설계 값, 강성 

및 고유진동수 값이 그래프 결과와 함께 수치로 표현

된다.

Fig. 6. Optimization process for the bipod design with 

minimization of the radial stiffness

4.2 양각대 최적 모델 도출 및 분석

  이제 Table 5의 조건을 이용하여 Fig. 6의 최적화를 

수행하여 Fig. 7과 Fig. 8과 같이 고유진동수와 강성에 

관한 그래프 결과 및 Table 7의 최적 설계 변수 값을 

계산하였다.

  Fig. 7로 부터 1차 고유진동수는 1,278.8 Hz와 강성

은 Fig. 8에서 보듯이 228.27 N/mm로 각각 수렴하였

다. 수렴 과정에서 50회의 반복 계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유진동수와 강성을 만족하는 

최적 양각대 설계 값이 Table 7에 개념 설계 값과 비

교 제시하였다.

Fig. 7. Evaluation of the 1st natural frequency of the 

moving body after th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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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valuation results of the radial stiffness of the 

bipod after the optimization

Table 7. Optimized design values of the bipod

Variables
Bipod Design

Concept model Optimized model

B [mm]  3.50  3.20

t [mm]  4.50  2.40

L [mm] 34.62 17.80

h1 [mm] 12.00  8.95

Ø (deg) 66.31 51.90

Fig. 9. FE Models for the optimized moving body: (a) 

Case 1 Rigid based model (b) Case 2 Flexible 

body model

  Table 7과 같이 계산된 최적 설계 값에 대한 유한요

소 수치해석 모델의 분석을 위해 ANSYS에서 제공하

는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최적화 모델로 재구성하

였다. 재구성한 양각대 형상을 적용한 최적 이동체의 

유한요소 모델은 Fig. 9와 같다. 이와 같은 최적 이동

체 모델은 개념 모델에서와 같이 강체 거울에 의한 

유한요소 모델과 구성품 전부를 유연체 모델의 유한

요소 모델을 작성하였다.

  이때 유한요소 모델링 방식은 개념 이동체의 요소 

모델링 방식을 따랐으며, 단지 최적화로 인해 양각대 

다리의 체적 감소로 줄어든 노드 개수와 요소 개수에 

대해서만 Table 8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8. FE Modeling information of the optimized 

moving bodies

Content
RIGID FLEX

CASE 1 CASE 2

Nodes 17855 82,005

Elements 4394 18,037

  최적 이동체에서 양각대 강성과 이동체의 고유진동

수 해석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Table 4의 개념 모

델에서처럼 최적 이동체에서도 이론과 강체 모델 해

석결과 비교에서 유연체 해석 결과의 오차가 크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연체 유한요소 모

델 사용에 의해 광학 거울의 응력 및 변형 거동과 거

울의 표면오차에 관한 수치해석을 신뢰할 수 있다.

Table 9. Comparisons between the analytic and FEA 

solutions of the optimized moving body(unit: 

Stiffness [N/mm]/ Mode [Hz]/ Error [%])

Content
A

Theory

CASE 1 CASE 2 err(%)

(B/A)

err(%)

(C/A)

err(%)

(C/B)B. Rigid C. Flex

Mode 1 1,299.2 1,277.4 1,269.3 1.68 2.30 0.63

Mode 2 1,334.2 1,321.6 1,305.5 0.94 2.15 1.22

Mode 3 1,334.2 1,321.9 1,305.9 0.92 2.12 1.21

Mode 4 2,110.9 2,087.8 1,961.4 1.09 7.08 6.05

Mode 5 2,110.9 2,088.1 1,961.9 1.08 7.06 6.04

Mode 6 2,975.1 2,846.0 2,921.5 4.34 1.80 -2.65

Stiffness 228.27 222.08 222.08 2.71 2.71 0.00

  Fig. 10은 계산된 6차 진동 모드 중에서 상하 움직

임의 피스톤 거동을 보여주는 1차 모드와 팁(Tip)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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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4차 모드를 보여준다. 그 외 모드는 지면 할애 

상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Table 9에 각 모드 주파수 값

으로만 제시한다. Fig. 11은 최적 양각대의 강성을 해

석한 유한요소 모델로서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

위의 역수를 취한 결과로 222.08[N/mm]이다.

  개념 이동체에 관한 Table 4의 결과로부터 1차 고유

진동수 998.7 Hz와 양각대 강성이 384.05[N/mm] 이었

으며, 최적 이동체는 Table 9 결과에 의해 1차 고유진

동 1,269.3 Hz와 양각대 강성 222.08[N/mm]로서 1차 

고유진동수는 29.15 % 상승과 강성은 42.17 % 감소하

였음을 알 수 있다.

Fig. 10. Mode shapes of the optimized moving body

 Fig. 11. Radial stiffness evaluation of the optimized 

bipod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 

설계 기법에 의해 목적한 양각대 반경 강성 최소화와 

이동체의 1차 고유진동수 증가가 가능하였다.

5. 이동체 구조설계 및 광학성능

5.1 온도 조건 별 구조성능 분석

  이동체의 변위와 응력에 관한 구조 성능 분석을 위

해 실온(23 °C), 고온(65 °C)과 저온(-35 °C)의 3개 온

도 조건을 설정하고 정상 상태(Steady-state)에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설정된 온도 조건은 군사 무기체

계 환경시험 기준으로 잘 알려진 MIL-STD-810G[16]에

서 설명하는 기본 고온(Basic hot)인 +63 °C와 기본 저

온(Basic cold) -33 °C 환경에서 좀 더 열악한 상황으로 

고온과 저온에서 각각 +2 °C와 -2 °C를 추가로 고려하

였다.

Table 10. Initial design: Structural performance results

Steady-state thermal/structural analysis

Room(23°C) Hot(+65°C) Cold(-35°C)

▶ Mirror: Deform [mm]

 - Body (V) -2.6433E-04 3.6574E-02 -4.6411E-02

 - Surface (V) -2.6405E-04 3.6353E-02 -4.6118E-02

 - Contact (V) -2.3135E-04 3.6574E-02 -4.6411E-02

 - Contact (R)
-1.1070E-05
 1.0734E-05

-8.2082E-04
1.4536E-03

-1.4813E-03
1.3727E-03

▶ Mirror: Stress [MPa]

 - Body 4.3604E-02 3.0960E+01 3.9241E+01

 - Surface 3.2723E-02 1.3426E+01 1.7008E+01

 - Contact 4.0066E-02 3.0960E+01 3.9241E+01

▶ Pod: Deform [mm]

 - Body (V) -2.3133E-04 3.8367E-02 -4.8671E-02

 - Contact (V) -2.3133E-04 3.6618E-02 -4.6467E-02

 - Contact (R)
-1.1157E-05
1.0793E-05

-9.5604E-04
1.4700E-03

-1.5075E-03
1.5636E-03

▶ Pod: Equiv. Stress [MPa]

 - Body 4.3745E-01 9.8417E+01 1.2490E+02

 - Contact 5.7527E-02 9.8417E+01 1.2490E+02

  Fig. 4(b)로부터 개념 이동체 모델의 열 구조해석 결

과는 Table 10에 요약하였다. 첫 열(Column)에 보이는 

“V”는 Fig. 9에 보이는 글로벌 좌표에서 Y 축이며, “R”

은 Fig. 2의 거울로부터 반경 방향인 Z 축을 나타낸

다. “Body”는 거울과 양각대 각 개체의 몸체(Body)를 

의미하고 “Surface”는 거울 상부면, 그리고 “Contact”은 

거울과 양각대 접촉면을 나타낸다. 또한 부호 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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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압축은 “-”를 사용하며 각 응력과 변형 최대값

과 최소값을 제시하였다. 응력은 von Mises 이론에 의

한 값이다. 또한 접촉면(Contact)에서는 인장과 압축 

변위 크기 정도가 유사하여 최고 인장과 최고 압축 

변위 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 외에서는 제시된 부호

로서 절대 값에서 변형 거동이 큰 값만 표시하였다.

  거울 측면과 양각대 접촉면은 Table 3에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MPC 알고리즘 기반의 “Bond”를 사용하

였다.

  Fig. 12와 Fig. 13은 실온에서 거울과 양각대의 변위

와 응력 분포 형상이며, 양각대의 구속과 거울 자중으

로 거울의 중앙에서 처짐 발생과 접촉면에서 응력증

가를 일으켰다.

  이들 그림으로부터 양각대는 상대적으로 접촉면이 

내려오면서 접촉부 굽힘으로 접촉부와 다리의 연결부

와 다리 안쪽 하단부에서 응력이 다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Fig. 12. Contours of the deformation and stress of 

the mirror for the initial model at 23 °C

 Fig. 13. Contours of the deformation and stress of 

the bipod for the initial mode at 23 °C

  고온 65 °C에서 해석 결과 중, 거울의 변형과 응력 

상태는 Fig. 14이며, 양각대의 변형과 응력상태는 Fig. 

15와 같다. 이들로부터 거울과 양각대가 실선인 초기 

위치로부터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거울과 양각대 모두 

양(+)의 변위로서 거울과 양각대 접촉면 상부가 하부

에 비해 작으므로 거울이 상승하고 양각대 접촉면 위

가 외부로 벌어짐을 보인다. 이때 응력과 변위는 실온

에서보다 상당히 커지며 전체적인 거울의 변형 형태

가 실온에서와 다르게 나타났다.

 Fig. 14. Contours of the deformation and stress of 

the mirror for the initial model at 65 °C

Fig. 15. Contours of the deformation and stress of 

the bipod for the initial mode at room 

temperature

  저온(-35 °C) 해석 결과로부터 Fig. 16과 Fig. 17은 

각각 거울과 양각대의 응력과 변형거동을 나타낸다. 

거울에서는 전체적인 변형 거동은 압축이며 거울 하

단보다 상단에서는 압축 변형이 작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거울이 초기인 실선 위치로부터 내려간 

상태이다. 응력과 변형 수준은 고온에서와 같이 실온

보다 크며 고온에서보다 거울과 양각대에서 응력이 

더 커졌으며 이는 Table 1에 소개된 거울의 소재 물성

에서 CTE 값이 저온에서 -1.3e-07(m/m°C)으로 실온이

나 고온값인 5e-08(m/m°C) 보다 절대 값에서 훨씬 큰 

값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Fig. 16. Contours of the deformation and stress of 

the mirror for the initial model at –3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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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ntours of the deformation and stress of 

the bipod for the initial mode at room 

temperature

  최적 이동체의 해석 결과는 Table 11과 같으며 개념 

모델에서와 같이 거울과 양각대 접촉면의 변위가 다

소 차이는 앞서 설명과 같다.

 Table 11. Optimized design: Structural performance 

results

Steady-state thermal/structural analysis

Room(22°C) Hot(+65°C) Cold(-35°C)

▶ Mirror: Deform [mm]

 - Body (V) -1.6872E-04 1.5995E-02 -2.1422E-02

 - Surface (V) -1.6843E-04 1.5752E-02 -2.1140E-02

 - Contact (V) -1.3479E-04 1.5995E-02 -2.1422E-02

 - Contact (R)
-1.1432E-05
1.1251E-05

-7.5840E-04
1.4071E-03

-1.5009E-03
1.3844E-03

▶ Mirror: Stress [MPa]

 - Body 4.3400E-02 2.7817E+01 3.7225E+01

 - Surface 3.3762E-02 1.3083E+01 1.7495E+01

 - Contact 4.2840E-02 2.4203E+01 3.2385E+01

▶ Pod: Deform [mm]

 - Body (V) -1.3480E-04 1.7701E-02 -2.3742E-02

 - Contact (V) -1.3480E-04 1.6022E-02 -2.1510E-02

 - Contact (R)
-1.1546E-05
1.1320E-05

-9.1183E-04
1.4619E-03

-1.5743E-03
1.5726E-03

▶ Pod: Stress [MPa]

 - Body 5.7104E-01 9.6621E+01 1.2948E+02

 - Contact 6.6160E-02 9.6621E+01 1.2948E+02

  즉, 실온에서 변형은 접촉면을 제외하고 감소하였으

며 대부분의 감소는 거울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감소

량은 44.17 % 이다. 실온에서 응력은 거울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초기 모델과 비교하여 약간 상승하였고 

응력 상승은 거울에서보다 양각대에서 다소 크게 나

타났다. 그러나 증가한 응력 값은 재료의 항복 강도에

는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고온에서는 응력과 변형이 초기 모델로부터 

증가하였으며 저온에서는 변형은 감소한 반면, 응력은 

거울 표면과 양각대와 접촉부에서 3.67 % 증가함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모델로부터 강성이 줄어드

는 원인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최적 이동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변형이 줄

어들었으며 강성 감소로 인해 거울과 양각대 접촉면

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최적화에 따른 구조 성능과 모달 해석 결

과를 수행하여 개념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

에 대한 최적 양각대 설계 형상을 도출하였다. 그 결

과 목적하였던 최소 강성을 갖는 양각대와 1차 고유

진동수를 높인 이동체를 도출하였다. 다음은 거울의 

광학 성능 분석을 통해 최적 설계의 영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5.2 광학 거울의 광학 성능 분석

  지금 까지 FSM 시스템 구성 요소인 이동체에 대해 

유연한 강성과 충분한 구동 제어를 위한 이동체의 고

유진동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학 거울을 고정하는 

양각대의 다리 형상 설계 변수를 최적화하고 구조 성

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FSM 운용에서 추적 등 통신 성능에 

영향을 주는 광학거울의 표면 특성이 양각대와 이동

체의 강성과 고유진동수 변화로 어떠한 영향과 효과

가 있는지에 대해 수치해석 적으로 분석하였다.

  광학거울의 표면 오차를 분석하는 기법 중에 본 

논문에서는 Zernike polynomials 이론에 기초하여 분

석하였다[8,9]. 거울 표면의 변형이 광학수차(Optical 

aberrations)에 관계하며 수차의 발생은 이미지 캡처

(Capture)의 품질 감소와 정보 분석에서 오류를 가져

올 수 있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nsys Workbench에 의한 유

한요소 해석 결과인 개념 및 최적 이동체의 광학거울 

변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Zernike 다항식 이론에 근거

하여 표면 오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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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위해 Zernike polynomials[6] 알고리즘에 기

초하여 Fig. 18에서와 같이 Matlab에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으로 운용하는 “WFEA_with_ZP 

(Wave Front Error Analysis with Zernike Polynomial)”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상용 프로그램 중 하나인 “PC Fringe”의 경우 거울 

표면 격자 구성을 위해 극성 좌표(Polar coordinate)를 

사용하므로 Ansys 모델링에서 극성 좌표에 의한 격자 

구성이 매우 어려워 자체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 프로

그램은 사용 가능한 PC Fringe 프로그램의 부재로 상

호 비교 하지 못하였으며, 대체 방안으로 표준 연구소 

내 광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보유중인 Zernike 다항식 

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상호 일치함을 

확인한 바 있다.

  자체 프로그램의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Matlab 

작업창에서 프로그램 이름으로 실행하면 Fig. 18의 창

이 생성된다.

   A와 B 블럭에서 Ansys 등의 구조해석 프로그램으

로부터 거울 표면의 노드 좌표와 노드의 변위 데이터

를 가져온다. C에서는 이론에 따라 1~66까지의 다항

식 개수와 거울의 백분율 단위로 유효 직경 범위를 

정의한다.

Fig. 18. Surface error analysis program using Zernike 

polynomial algorithm(WFEA_with_ZP)

  이후 D 블럭에서 Zernike 표면 분석이나 오차분석 

간에 분석 목적을 선택한다. 그러면 E와 F 블록에서

각각 분석 초기 데이터의 표면상태 값과 형태를 그래

프로 보여준다. G와 H 블록에서는 C에서 정의된 다

항식 개수에 대한 계수 값과 이를 그래프로 전시한다. 

그리고 G 블록에서 제거하고 싶은 다항식 항목을 더

하거나 빼서 최신화(Update) 하면 하단 부 I 블록과 J 

블럭 창에 각각 표면 오차 결과에 대해 PV(Peak-to- 

vallley) 값과 RMS(Root mean square) 값으로 보여주며 

그 표면 상태를 그래프로 전시한다. 필요시 전시된 각

각의 그래프를 별도 창에서 Matlab의 “Plot 기능”으로 

편집 할 수 있다.

  Fig. 19는 Fig. 18의 “H” 블록에서 작성한 개념 이동

체 및 최적 이동체의 다항식 계수를 그래프로 작성한 

결과이다. 다항식 차수는 66을 사용하였으며 12차수 

이하에서는 “0”의 수준으로 1차에서 12번째 차수까지 

결과만을 나타냈다. 각 모델의 1차 계수 값이 가장 커

서 개념 모델의 경우 -251이고 최적 모델의 경우 -155

이다. 이 계수는 피스톤(Piston) 모드로 불리며 거울의 

상하 방향에서 파면 오차에 관계한다. 피스톤 모드는 

일반적으로 거울의 제조 조립공정에서 주로 나타나며 

세심한 조립 과정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각 차수에 대한 거울 수차 거동은 참고문헌
[8-9]에서 살펴볼 수 있다.

Fig. 19. Comparison of Zernike polynomials between 

the initial and optimized models

  파면 오차는 통상 PV(Peak-to-Valley)와 RMS(Root- 

Mean-Square)로 평가하므로 개념 이동체와 최적 이동

체로부터 거울 변형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울 표면 오

차에 대해 PV와 RMS 값을Table 12와 같이 구하였다. 

각 수치의 단위는 나노미터(nano-meter, nm)이다. 여기

서 최적 이동체의 표면오차 PV 값은 실온과 저온에서 

개념 모델의 거울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고온에

서는 최적 모델 거울에서 다소 감소함을 보인다.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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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RMS 값은 각 온도 조건에서 주목할 만한 정

도로 감소하였다. 또한 저온에서 RMS와 PV 값은 고

온의 경우보다 크며 고온에서보다 저온에서 더욱 성

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스템 설계와 운용 범위 

설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각 온도 조건에서 거울 표면오차의 피스톤 성분을 

제거하면 최적 모델이 초기 모델보다 광학 성능이 다

소 개선되었다. 각 모델의 온도 조건별 PV 값 변화는 

본 광학 거울의 성능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 이는 Fig.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PV 값의 큰 변

화가 거울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며 실제 거울의 운용

은 거울 중심으로부터 유효 반경 영역에서만 사용되

기 때문이다.

 Table 12. Surface figure estimations using Zernike 

polynomials

Temperature Initial [nm] Optimized [nm]

Room at 
22 °C

RMS 251.25 155.37

PV 43.76 45.04

Hot at 
65 °C

RMS 35,046.00 14,441.00

PV 1,568.40 1,566.00

Cold at 
-35 °C

RMS 44,523.00 19,445.00

PV 1,958.40 2,064.40

Piston removed
at 22 °C

RMS 9.49 9.45

PV 43.75 45.04

Fig. 20. Surface error distributions on the mirrors of 

the initial and the optimized model

  실온, 고온과 저온 조건에서 거울 표면 오차 형상은 

Fig. 21과 같다. 각 경우에서 개념 모델과 최적 모델

의 거울 표면 형태는 유사한 그림 오른쪽 칼라Color) 

라벨에 의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Fig. 21(a-b)에서 칼라 라벨을 보면 Zernike 분석 파

면 상태가 초기와 최적 모델의 최고 값이 각각 -225 

nm와 -125 nm 수준이며, 고온 상태인 Fig. 21(c-d)를 

보면 초기와 최적 모델이 각각 3.62×104과 1.56×104으

로 양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Fig. 21(e-f)의 저온에서는 각 모델의 

Zernike 파면오차 값은 -4.42×104과 -1.92×104 수준으로 

음(-)의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각 온도 

조건별 구조해석 결과를 보여주는 Fig. 12의 실온, 고

온인 Fig. 14와 저온인 Fig. 16에서 거울 변위 거동과 

일치하고 있다.

Fig. 21. Presentations of the estimated surface figure 

configurations between the initial and 

optimized model

  본 논문에서의 관심이 비록 수치해석이나 상온 조건

에 대해서만 광학 거울 표면 오차에 대해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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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실험 환경에서는 다양한 온도 환경에서 실

시간 광학거울 표면 오차 측정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상온인 23 °C 환경에서 피스톤 모드를 제거한 측정 결

과에 대해서만 한국천문자연 과학원에서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는 Fig. 22와 같으며 사용한 레이저 측정 

파장 (λ)은 632.8 (nm)이고 측정 결과는 PV 값 0.077λ 

(48.7 nm)와 RMS 값 0.015λ (9.492 nm)이다. 이 결과

는 Table 12의 피스톤 제거된 수치해석 결과와 상호 

매우 유사하며, 이를 기초로 설계 단계에서 수치해석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22. Measurement of the surface error

  따라서 Zernike 다항식 이론에 의한 거울 표면 성능 

관련하여 개념 모델이나 설계 과정 중 모델에 대해 

제안된 최적화 기법을 통해 구조 성능 뿐 아니라 거

울의 광학 성능에도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6. 결 론

  본 연구 논문에서는 FSM 시스템에서와 같이 광학 

거울을 양각대와 같은 지지구조와 결합의 경우 최적

설계 수행에 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거울과 

지지구조를 구성하는 이동체의 강성과 고유진동수를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운동방정식을 구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식과 최적화 기법을 연계하여 시스템 구

동 제어에 필요한 강성과 고유진동수에 수렴하는 지

지구조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적 설계 결과를 통해 광학거울과 지지구조 

간의 변위와 응력에 관한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였으

며 특히 FSM 시스템에서 추적 성능에 영향을 주는 

광학거울의 표면 오차 특성 분석을 위해 Zernike 다항

식 이론에 의한 GUI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이

용한 거울의 파면 오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과정은 군 무기체계 환경요구 시험에서 필요

로 하는 실온, 고온과 저온 온도 조건에 분석이 이루

어졌다.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의 도출과 최적 설계 기

법이 연계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 분석 기법을 

통해 의도한 바와 같이 FSM 이동체의 지지구조에 대

한 강성 최소화와 FSM의 구동제어 향상을 위한 고유

진동수에 대한 향상된 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본 논

문의 대부분이 수치해석에 기초하였으나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광학 거울의 표면오차 실험과 비교 분석에

서 아쉬움과 함께 이후 연구 활동의 확장 과정에서 

실질적 검증에 관한 보완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치해석 접근방식에서는 FSM 

유형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계 기법이 적용할 가치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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