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테로다인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한 우주용 

복합재료의 열팽창계수 측정시스템 설계
Design of CTE measurement System for Space Composite using 

Heterodyne Laser 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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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주 환경 및 발사 환경은 대부분의 우주 구

조물과 구성 재료에 심각한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극한의 조건을 가진 환경이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도 재료와 구조물의 형상을 유지

할 수 있는 치수 안정성(Dimensio- nal 

stability)이 우주용 구조물에 요구된다. 한편으

로, 최근 경량화와 대형화를 위해 우주 구조물

에 복합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주용 

복합재료를 우주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

료의 치수 안정성, 특히 열 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수치(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선행 연구

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합재료는 제작 공정의 

성형 조건, 실험 환경 등에 따라 물성치의 편차

가 크다. 동일한 성형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의 

경우에도 물성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

다. 따라서 복합재료의 우주구조물 적용을 위해

서는 체계적인 우주용 복합재료 제작 공정이 확

립되어야 하며, 복합재료의 정밀한 열팽창계수 

측정을 위한 실험 절차를 확립하고 실험 장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료의 열팽창계수 측정

을 위한 측정 시스템의 설계 요구 조건을 정의

하고, 헤테로다인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여 설

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정밀 열팽창계수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2. 설계 요구 조건

최근 우주용 망원경이나 대형 안테나 등에 

복합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재

료의 경우 제작 공정 및 형상에 따라 물성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편 단위의 열팽창계수 측정뿐 

만 아니라, 복합재료로 제작된 실제 구조물의 

열팽창을 직접 측정하여 설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시스템의 측정 가능한 시편

의 길이를 최대 1m 정도로 하여, 우주에서 사

용할 실제 구조를 장착하여, 열팽창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주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1×10-5 torr. 이상의 고진공과 

60도 이상의 온도 변화를 인가 할 수 있는 진공 

챔버가 필요하다. 우주용 복합재료 구조는 치수 

안정성을 위해, 열팽창계수가 0에 가깝도록 설

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복합재료 구조물

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매우 정밀한 열팽창계수 

측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대구경 망원경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Zerodur와 같은 유리

재질은 상온에서 0.01ppm/K 정도로 매우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측정 시스템

도  Zerodur 수준으로 치수 안정성이 뛰어난 복

합재료의 열팽창계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측정 시스템의 열팽창

계수 불확도가 수 ppb/K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복합재료 구조의 정밀한 길이 변화를 측

정하기 위해 변위 측정의 정밀도는 10nm 미만

이 되어야 한다. 

변위 측정 정밀도 < 10 nm

온도 측정 범위   > 60℃

진공도 < 1×10-5 torr

시편 길이 최대 1m

CTE 측정 불확도 < 수 ppb/K

표 1 설계 요구 조건

 



3. 변위 측정 간섭계(DMI) 

3.1 변위 측정 간섭계의 구성

위의 설계 요구 조건의 변위 측정 조건을 만

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장점(표 2)

을 가지는 변위 측정 간섭계(DMI : Displacem 

-ent Measuring Interferometer)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변위 측정 간섭계의 높은 해상도는 정

밀한 시편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며, 

비 접촉식이고, 긴 거리에서 측정가능하기 때문

에, 진공 챔버 내부에서 측정하기에 유리하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변위 측정 간섭계는 헤테로

다인 방법을 사용한 레이저 간섭계로 듀얼 모드 

레이저헤드, 광 분할기(beam splitter), 2개의 평

면 유리 간섭계(plane mirror interferometer), 

리시버와 PCI 보드로 구성되어있다(그림 1). 특

히 변위 측정 간섭계는 다 자유도 측정이 가능

하기 때문에, 그림 1에서 보듯이 광 분할기와 2

개의 간섭계를 사용하여, 동일한 베이스에 장착

된 기준거울과 시편 거울의 변위를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열팽창에 의한 베이스의 움

직임을 (식 1)을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식 1)

    높은 해상도 < 0.15nm

    측정 거리   > 10m

    비 접촉식, 점 측정

    다 자유도 측정

표 2 변위 측정 간섭계의 장점

그림 1 변위 측정 간섭계 구성

3.2 헤테로다인 레이저 간섭계의 원리

변위 측정 간섭계는 듀얼 모드 헤테로다인 

레이저(HeNe)와 간섭계를 이용하여 변위를 측

정하는 시스템으로, 듀얼 모드 헤테로다인 레이

저는 약 3.4와 4.0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수직

으로 편광된 측정광( )과 기준광( )을 생성

한다. 이렇게 생성된 빛은 광 분할기를 통해 나

눠져, 각각 간섭계를 거치면서, 측정 기준 거울

과 시편의 거리에 따라 간섭을 일으켜 간섭광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 간섭광은 리시버와 PCI 보

드를 통해서 거리신호로 환산이 된다. 그림 2는 

평면거울용 간섭계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측

정광은 간섭계 내부의 편광 광 분할기(PBS 

:Polarized Beam Spliter)에서 반사되지 않고, 그

대로 진행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거울에 도달한 

후,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도플러 효과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 )하게 된다. 반면

에 기준광은 편광 광 분할기에서 반사되어 간섭

계 내부에서 자신의 주파수를 유지하며 진행하

게 된다. 이렇게 분리된 측정광과 기준광은 간

섭계를 나오면서 다시 하나로 합쳐져 리시버로 

들어가게 된다. 그 후 리시버와 레이저에서 측

정된 주파수 차이를 PCI 보드에서 헤테로다인 

기법을 응용한 위상측정기를 통해 비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측정된 위상 차이는 적분을 통해 

변위로 환산된다(식 2, 3).

    (식 2)

 




  (식 3)

그림 2 Plane mirror Interferometer[1]



4. 정밀 열팽창계수 측정 시스템 설계

4.1 시스템 구성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측정 시스템은 

진공 챔버와 광학 테이블, 레이저 및 레이저 캐

니스터, 간섭계, 시편 받침과 열터널로 구성된

다. 진공 챔버는 1×10-6torr.까지 진공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AVC(Auxiliary 

Vacuum Chamber)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광학 테이블은 AVC 내부에 설치되며, AVC와 

독립된 seismic mass에 장착된다. 또한 일반적

으로 광학 실험에 사용되는 테이블에 준하는 편

평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큰 온도 

변화에도 편평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광학 테이

블은 다리와 Kinematic coupling을 통하여 연결

되어 있다(그림 4). 열터널의 경우 진공에서 

heat tape에 의해 가열되어서 터널 내부의 시편

을 열 복사를 통해 가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편 받침(Floating specimen base)은 시편을 

수평으로 놓도록 설계되었다. 높은 온도 환경에

서도 시편의 길이 방향 변형 측정에 영향이 발

생하지 않도록, 열변형이 작은 Fused silica 

(CTE < 0.5ppm/K)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시편이 시편 받침에 점접촉 할 수 있게, 롤러를 

설치하여 시편 받침에 의한 저항을 최소화하였

다. 그리고 기준 거울 면이 시편이 장착될 면에 

직접 코팅되어, 기준 거울과 시편이 동일 베이

스에 있도록 설계하였다(그림 5).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듀얼 모드 레이저(Agilent 5517D)의 경

우, 진공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저를 

1기압으로 유지하기 위해 캐니스터를 설계하였

다. 캐니스터는 레이저와 간섭계의 정렬을 위해, 

뚜껑을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quatz

로 만들어진 뷰포트를 통해 레이저가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레이저의 전원 선은 캐

니스터 뒤에 연결된 플렉시블 케이블을 통하여 

상온, 1기압 상태를 유지하며 외부와 연결된다

(그림 6).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레이저와 간섭

계, 시편의 정렬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 7과 

같이 작업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림 8과 같이 광로 간섭도 고려하였다.

그림 3 정밀 열팽창계수 측정 시스템

그림 4 Kinematic coupling

그림 5 시편 받침과 장착된 시편

그림 6 Laser canister



  

그림 7 광 정렬 편의성 검토

그림 8 광로 간섭 검토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우주용 복합재료 열팽창계

수 측정 시스템을 설계를 하였다. 우주 환경의 

모사를 위해 항우연의 진공 챔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정밀한 열팽창

계수의 측정을 위해 헤테로다인 레이저 간섭계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레이저 캐니

스터, 시편 받침, 열터널, 광학 테이블 등의 각 

부분을 설계하였으며, 전체 시스템의 광로 간섭

및 작업성 확인을 수행하였다. 추후에 이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열팽창계수 측정 시스템

의 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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