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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욱	



process		

미러셀 및 미러 분리	
	
거울 이동 	
기존 코팅 제거	
	
Surface	cleaning	
Vacuum	pumping	
Glow	discharging		
LN2	cooling		
EvaporaGon	
	
N2	filling	
경면확인	
거울이동	
미러셀 설치	



day	1	– 미러셀분리 및 거울 분리 준비 	

작업량	
-  미러카트 준비 (4인 2시간)	

-  문짝 분리대 제거,	미러카트 꺼내기 및 설치	
-  빔프로젝터 및 미러셀 분리 (4인 2시간)	
	
	
이번 일정	
-  시드니 도착(07:00)	à DUBBO	도착(13:00)	à	쿠나바라브란 도착(17:00)	
-  저녁 식사/ 휴식 후 작업 시작	
-  미러카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	
-  미러셀 분리 20:00 시작 (4인 2시간)	
-  미러셀 분리 후 12개 미러 지지볼 3바퀴(2.7mm) 돌려 놓음	
-  미러에 테이핑 테스트 결과 코팅막이 벗겨짐 확인	
-  경면 상태 현미경 사진 촬영	
	



사이트로 이동 후 미러셀 분리 –	day	1		



경면 상태 –	day	1		



경면 상태 500배 확대사진 –	day	1		



Day	2	– 거울이동 및 크롬 에칭 	

작업량	
-  크레인 이용 미러분리 및 박스에 저장(4인 3시간)	

-  크레인 하중량 체크	
-  트럭 적재 후 UKST	이동 및 박스 하역	
-  미러크기 챔버 핏체크	
-  미러 스탠드에 장착	

-  크롬 에칭(3인 3시간)		
-  Photo	flo	용액으로 세척	
-  CR-7 용액으로 에칭	

	
이번 일정	
-  AAO	팀이 운송 담당(09:00 작업 시작)	
-  미러 중량은 970kg,	크레인 박업 중량(미러박스+빔)	1,400kg		
-  미러 반사율 측정(중간 지점 64%, 상태가 좋은 지점 88%, 벗겨진 부분 30%)	
-  작업간 장갑 착용(오염 확산 방지) 및 안전모 착용(안전점검)	
-  슬링길이가 길어서 챔버에 넣을 때 약간 기울여서 넣음	
-  에칭은 잘 됨	



미러 분리 후 트럭에 적재	–	day	2		



UKST로 이동 후 트럭에서 하역	–	day	2		



경면 상태 확인 –	day	2		



스탠드로 이동 –	day	2		



먼지 제거(photo	flow) 후 크롬 에칭 –	da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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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크리닝 및 알루미늄코팅	

작업량	
-  BALZERS	크리닝(4인 2시간)	
-  챔버에 장착 및 이온 브러시(4인 1시간)	
-  진공 펌핑(3시간)		

-  Glow	discharging		
-  LN2 냉각	

-  알루미늄코팅(2분)	
	
이번 일정	
-  스티브+크리스틴(08:30 작업 시작)	

-  DI	water	+	BALZERS	#1(10분간 기다렸다 클리닝)	+	BALZERS	#2(가볍게 클리닝)	
-  거울 바닥면 클리닝후 챔버 인스톨 및 이온 브러시	
-  얼룩발견 후 BALZERS	#2로 재 클리닝	
-  펌핑시작(11:00) 후 1시간 30분 뒤에 펌프를 끄고 10분간 glow	discharging,		
-  진공(1.0*10^-3	Torr)에서 needle	valve를 2.5바퀴 개방,	3000V 연한 보랏빛 강해짐	
-  LN2 연결 후 약 2시간 정도 펌프 재 가동(12:35 시작)	
-  진공(~10^-5	Torr)에 도달 후 알루미늄 evaporaGon		



BALZERS	클리닝 –	day	3		



챔버 고정 후 이온 브러쉬 –	day	3		



진공펌핑 +	Glow	discharging	+	Cryo	coil	+	알루미늄 –	day	3		



Day	4	– 코팅 확인 및 거울 이동 	

작업량	
-  챔버 개방 및 코팅 상태 확인후 미럭박스에 장착 및 KMTNet으로 이동(4인 3시간)		

-  N2 주입	
-  경면 육안 검사	
-  반사율 측정	
-  미러박스 포장	

-  미러하역후 미러셀 장착 및 설치(4인 4시간)	
-  광축조정 후 포인팅 모델	
	
이번 일정	
-  스티브+웨인(09:50 작업 시작)	

-  챔버 개방전에 N2가스 주입	
-  오른쪽 아래에 얼룩발견	
-  반사율 측정 (88%)	
-  작업간 마스크 착용 필요	
-  거울 아래면 동전크기 파손 및 거울면 훼손(미러셀 위치 조정시 매우 주의)	



챔버 분리 후 코팅 확인 –	day	4		



경면 상태 500배 확대사진 –	day	4		



박스 적재 및 KMTNet 으로 이동 후 하역 –	day	4		



미러셀에 설치 후 망원경에 부착 –	day	4		



개선 및 논의사항	

-  <부족한 점>	
-  도착 후 첫날 작업의 고단함?	
-  추가적인 미러카트 미세 조정	
-  미러를 들어올렸을 때 비균형으로 인한 기울어짐	
-  작업자들의 전체 작업 과정에 대한 이해와 단계별 안전 감독자 필요	
-  미러를 분리하고 설치하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많은 인력이 동원 됨	

-  <잘한 점>	
-  크롬층 에칭 과정은 어려움없이 해결(미리 실험을 통해 내용 숙지)	
-  전반적으로 UKST에서 실시한 코팅 프로세스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지켜볼 점>	
-  클리닝 방법에 대한 고찰 --	1주일에 1번?	
-  코팅주기에 대한 자료수집 – 분기별 반사율 저하 정도를 측정하여 예측	



포인팅모델	



포인팅모델 계수 해석	



K-chip	광축 중심	



K-chip	중심	



K-chip	최외각	



K-chip	최상단	



K-chip	최우측	



M-chip	광축 중심	



M-chip	중심	



M-chip	최외각	



M-chip	최상단	



M-chip	최좌측	



T-chip	광축 중심	



T-chip	중심	



T-chip	최외각	



T-chip	최하단	



T-chip	최우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