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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성3호(STSAT-3)는 150Kg 의 소형 성으로 2006년 개발이 시작되어 2010년에 발사될 

정이다. 과학기술 성3호의 부탑재체인 COMIS(COMpact Image Spectrometer)는 지구 측카메라의 한 

종류로 지표면, 수면  기에서 반사되는 태양 에 지를 가시   근 외선 역(0.4~1.05um)에서 분

측을 해상도 30m  측 폭 30km에 하여 수행하여 팔당호를 심으로 한 한강 수계의 수질 

측 모델 연구와 다 방향 분  상을 이용한 작황 진단 연구등의 과학 임무를 맡을 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성3호의 부탑재체인 COMIS의 시험모델 조립을 해 보았다. COMIS의 학

부는 크게 결상 학부와 분 학부로 이루어져 있다. Invar를 사용한 Imaging-optic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구조물은 경량화  가공성을 고려하여 Aluminum 소재를 사용하여 5kg 미만의 경량의 구

조를 띄고 있다. 

결상 학부는 총 4개의 Lens와 2개의 Mirror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도 700km에서 GSD가 30m가 되도

록 거리를 300mm로 하 고, 충분한 해상력  SNR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입사동이 65mm(f/4.6)으

로, 모든 학소자는 구면으로 Fused Silica를 이용하여 비열화 설계  회 한계 성능을 갖도록 설계 

하 다. COMIS의 결상 학부는 로옵틱스에서 조립 상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평판과 지그를 제작하

여 렌즈와 가공물의 편심을 측정하여 평행도를 높여가면서 진행하였다. 

< 그림 1. 결상 학부와 분 학부 Solid Model >

조립 순서는 그림1) 에서 우선 2번 Lens에 Baffle을 붙이고, 평행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지그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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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을 임시 고정 시킨 후 2번 Lens와 본딩을 하였다. 다음에는 Barrel imaging-opitics 내부에 3번 

Lens와 spacer와 4번 Lens를 조립한다. 조립된 imaging-optics와 mirror를 결합한 후 평행도를 측정

하면서 경통에 조립을 하였고, 붙여진 1번 Lens와 2번 Lens를 경통에 조립을 하였다. 그 후에 평행도

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 즈와 경통은 UV본드(320nm~400nm), UV램 (365nm)를 15~30분 사이로 노출

시켜 경화를 시켰다. 렌즈를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uv의 노출시간을 길게 하여 서서히 경화를 진행하였

으며 렌즈와 경통의 평행도를 체크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급격한 경화과정 속에 생길 수 있는 렌즈와 경

통 사이의 tilt를 최소화 시켰다. 한 결상 학부에 칼날을 이용하여 11um 간격의 슬릿을 제작하여 조

립하 다. 

 분 학부는 2개의 Prism과 3개의 Mirror로 오 터 릴 이 학 배열을 이용하여 0.4~1.05um로 가시

  근 외선 역을 분해할 수 있는 분  특성을 이용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분 학부의 조립은 

각각의 Housing에 리즘과 거울을 붙여 조립 하 다. 결상 학부와 마찬가지로 UV본드와 UV램 를 

사용하여 경화를 시켰으며, 조립 오차를 이고자 분 학부의 정렬을 진행 에 있다. 

 결상 학부의 조립은 즈의 편심과 경통과의 평행도를 측정해가며 진행하여 정 도를 높 으며, MTF

측정을 통해 결상된 이미지의 질을 평가할 정에 있다. 한 분 학부는 정렬을 마친 후, 자부의 

PCB와 결합하여 인공 성센터에서 진동시험  통합시험이 정에 있다.

 

< 그림2. 조립된 결상 학부와 분 학부 정렬  >

본 연구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성3호 개발사업의 산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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