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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은 학기기에서 정상 인 굴 이나 반사이외의 원인으로 생기는 잡음 을 의미한다.
(1)

 이 연구

에서는 반부는 Cassegrain 형태의 2반사 망원경이고 시야 즈와 계 학계로 구성된 구경 100mm, 

F/5의 소구경 외선 망원경 학계(2)에서, 경통과 Spacer의 표면에서는 Gaussian 형태의 산란이 발

생한다고 가정하고 Light Tools를 사용하여 미 의 크기와 분포를 분석하 다.

   미  해석에서는 학면과 경통을 이상 인 경우와 산란과 반사가 있는 실제의 경우로 나 고, 이를 

조합하여 다음 4가지 경우의 학계 모델을 정의하고, 각각 형태에서 얻어진 조도분포의 차이로 미 의 

크기와 분포를 분석하 다.(3) 그림 1은 분석에 사용된 소구경 외선 망원경의 간단한 구조를 보여주

고 있으며, cold stop이 있는 냉각형 MWIR 센서를 가정하 다.

     Case Ⅰ. 이상 인 학면(100% 투과), 이상 인 경통(100% 흡수)

     Case Ⅱ. 실제 학면(HR, AR coating이 용된 실제 학계), 이상 인 경통

     Case Ⅲ. 이상 인 학면, 실제 산란(2% Gaussian 산란이 용된 경통)

     Case Ⅳ. 실제 학면, 실제 산란이 용된 경통

   의 분석에서 Case Ⅱ의 조도와 Case Ⅰ의 조도 비율은 AR coating에 따른 학계의 유효투과율

을 나타내며, Case Ⅲ와 Case Ⅱ의 조도 차이는 미 의 크기와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2는 4억개 선

을 추 하여 계산된 Case I과 Case III의 조도분포이며, 계산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회 칭을 가정

하 다. 그림 3은 Case I, III와 Case Ⅱ, IV의 조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며, 경통 내면에 의한 산란은 거

의 향을 주지 않았고, 내부반사가 미 의 분포에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미 이 있는 

조도분포인 Case I, III와 미 이 없는 조도분포 Case Ⅱ, IV의 차이는 미 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심부에서 미 의 크기는 10.5%, 주변부에서는 9.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는 학계의 유효투과율

을 나타내고 있으며 계산된 유효투과율은 평균 89.7% 이다.

   그림 5는 1W의 평행 이 축상(0°)과 최 시야(0.7°)로 입사하는 경우와 FOV보다 큰 입사각(0.9°, 

1.1°, 1.3°, 1.5°, 2°)로 입사할 때 입사각에 따른 산란 의 조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축상과 최 시야에

서의 미 조도의 최 값은 각각 × W/mm , × W/mm이며, 시야 바깥으로 입사한 경우

는 각각 × W/mm , × W/mm , × W/mm , × W/mm , × W/mm
 다. 

   지 까지의 분석결과로는 이 학계에서는 상당히 큰 수 의 미 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미 의 발생 원인을 추 하여 미 을 이는 연구가 수행될 정이다.  

+ 이 연구는 표 과학연구원의 탁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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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소구경 외선 망원경 기구물 구조              그림2. 상면의 조도분포(Case Ⅰ)

           (  : 100mm, F/5)                         

         

        

              

 

      

     

  

     그림 3. 단면의 규격화된 조도분포                            그림 4. 학계의 유효투과율

             

                     

             

                      

                

       

                 그림 5. 평행  입사에 따른 미 의 분포(0°, 0.7°, 0.9°, 1.1°, 1.3°,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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