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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원의 최초 역사는 세상이 열리면서부터 시작된 태양광에서부

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여러 광원이 존재

하기 시작하였고 발광원리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개발되고 진화되

어 왔다. 즉 촛불, 가스등, 아크릴등, 형광등, 백열전등, 수은등 등

이 그것이고 현재에 들어와서는 LED, OLED 광원, Graphene 광
원 등이 있다. 특히 현재 조명용으로 가장 범용화된 광원은 백열전

구, 형광등이다[1]. 백열전구(Incandescence)는 1879년 미국의 

Edison과 영국이 Swan에 의해 개발되어진 후 가장 오랜 광원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형광등(Fluorescence)은 1900년 

Hewitt에 의해 개발된 이후 백열전구 못지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

다. 백열전구는 전기를 고온에 견디는 저항체에 통전시켜 열에너지

로 변환하는 가열 발광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형광등은 전기의 방

전, 수은 원자에 발생된 자외선이 형광물질과 충돌하여 발광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백열전구와 형광등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2000

년 들어서면서 LED 광원으로 급속도록 대체되고 있다. LED의 역

사는 1907년 영국의 Round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이후 여러 과정

을 거쳐 1993년 Nichia사의 Nakamura에 의해 GaN를 이용한 청

색LED와 야그계 형광체(Phosphor)가 개발 이후 1996년 백색 

LED 조명시대가 열었다[2]. LED 광원의 발광원리는 P형, N형 

GaN반도체를 접합한 다이오드에 순방향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

자(Electron)와 정공(Hole)이 발광층에서 재결합하면서 빛을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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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리이다. LED가 급속도로 조명시대를 열수 있었던 것은 기

존 광원에 비해 많은 장점을 지녔고, 또한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LED 광원은 기존 광원에 비해 소형화, 박형화, 
경량화가 가능하고 장수명(5만시간)이며 기존 광원대비 1/10정도

의 저(低)전력소모이고 충격 및 내진동성에 강하고 점등, 소등에 

따른 지연시간이 거의 없고 저온에서도 쉽게 구동 가능하다. 특히 

무수은, 무연납, 무카드늄으로 친환경 조명이라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3].
하지만 LED 광원의 한계는 아직도 고가(高價)이고 방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1 W급 이상 파워 급에서 

열에 취약하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다양하고도 빠른 기술적 발

전을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LED 광원의 한계가 고가, 방열문제도 있지만 LED가 점(點)광원

인 관계로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LED 점
광원으로 인해 단품 LED 발광부의 Spot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 

전체 조명에 사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점광원인 LED
를 도광판(LGP, Light guide plate) 등을 이용하여 면광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휴대폰, TV, 노트북에 

사용되어지는 BLU (Back light unit)과 건물 내 실내인테리어 면

조명이다.
본 연구는 LED 단점인 점광원을 극복하고 기존 면조명과 차별

화된 LED을 응용한 신개념 선광원(線光源) 조명장치에 관한 것이

다. 차세대 대표적 광원인 LED를 기본으로 한 선광원 조명장치는 

기존 LED 조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LED의 고급화, 감성화된 고급

조명 콘텐츠 단계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LED 조명의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고 향후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LED 광원(光源) 고찰(考察) 
2.1 점광원(點光源, Point light source)

LED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점광원(Fig. 1)이다. 점광원으

로 인해 크기가 작고 발광부는 밝으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없어서 

여러 LED를 묶어서, 즉 어레이(Array) 상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회로(PCB, Printed circuit board)가 동반되어 사용

된다.
LED는 종류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구조에 따

라 Top view type과 Side view type으로 나눠진다. Fig. 1의 (a)
는 루미엘이디사의 단일 LED (Top view type)이며 전형적인 점

광원을 나타낸 그림이다. 용도에 따라 단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Fig. 1의 (b)는 서울반도체사의 단일 LED를 UTRONIX사에서 

제조하여 Array한 제품의 그림이며 점광원인 LED를 여러 개 연결

한 어레이 상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LED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방열문

제, 눈부심(Hot spot)문제가 있고 또한 가격적으로 타 조명보다 비

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전 세계 LED 제조

사(Bare Chip 또는 Package 제조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LED 사용의 편리와 

가격인하를 위해 교류변환장치가 없는 No 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교류 직결형 LED 개발[4]이 속속이 이루어

지고 있고, 기존의 LED 패키지와 다른 플립칩(Flip chip)을 이용

한 웨이퍼 수준 패키지(WLP, Wafer level package)[5]도 개발되

고 있다. 이러한 속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면 “10년간 LED 
성능은 20배 향상되고 성능대비 가격은 10배 이상 하락한다” 는 

Haitz Law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6]. 이러한 LED 기술 발

전은 향후 LED 조명의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고 기존 시장 외 새로

운 LED 응용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면광원(面光源, Surface light source)
면광원은 점광원에 대응하는 말이다. 1차 광원으로는 형광등을 

몇 개 합친 루미 패널이라는 조명등이 있고, 2차적으로는 젖빛 유

리나 아크릴 등의 패널 뒷면에 램프나 전구와 같은 광원을 늘어놓

아 균일하게 비치는 것이 있다. 
면광원은 LED의 장착위치에 따라 엣지(Edge)형과 직하형으로 

구분된다. 엣지형은 LED을 측면 테두리에 설치하여 가운데로 빛

을 조사(照射)하는 방식이고 직하형은 패널 전체에 LED을 부착하

(a) Top view type LED (b) Top view type LED array

Fig. 1 Single LED (Top view type) and LED array

Fig. 2 Example of surface light source for BLU (Back Ligh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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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빛을 조사한다. 엣지형은 직하형에 비해 가격이 낮고 저전력, 
슬림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LED 수가 적기 때문에 휘도와 

색표현력이 낮는 단점이 있다. 현재 직하형은 TV용 백라이트유닛, 
실내조명에 면조명에 적용되어지고 있고 Top view type의 LED
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線)광원의 전 단계가 엣지형이기 때문에 엣지

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엣지형의 가장 일반화된 시장은 휴대

폰, 노트북의 디스플레이용 BLU (Back light unit)의 면광원(Fig. 
2)이다[7]. 이들은 슬림화된 광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건물 

실내조명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긴 하나 낮은 휘도로 인해 시장 확

대에 한계가 존재한다.
BLU용 면광원의 구조(Fig. 3)는 다음과 같이 복잡하고 견고하

며 정밀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BLU 면광원은 크게 6개의 부품

(Light guide pannel, Reflect sheet, Diffuser sheet, LED array, 
Diffuser sheet, Prism sheet)으로 구성되어 있다[8].
면광원 BLU구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하단에 반사시트

(Reflector Sheet)가 존재하는데 그 역할은 도광판(LGP, Light 
Guide Pannel) 아랫면으로 빠져 나오는 빛을 다시 반사시켜 도광

판 내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반사시트 상면에 도광판에 존재

하며 이는 투명한 아크릴 패널을 이용해 LED로부터 발산되는 빛

을 받아들이고 이 아크릴 표면에 증착된 일정 면적과 모양을 가진 

Pattern을 통해 화면 전 영역에 걸쳐 빛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도광판 측면에는 Side view type LED array가 

존재하여 광원 역할을 한다. 도광판 상면에는 확산시트(Diffuser 
Sheet)가 위치하여 도광판 표면으로부터 일정방향으로 빠져 나오

는 빛을 산란시켜 도광판 표면 전반에 걸쳐 골고루 퍼지는 역할을 

한다. 확산시트 상면에는 프리즘시트(Prism Sheet)가 존재하는데 

이는 확산시트에서 나오는 빛을 굴절, 집광시켜 Back Light 표면

에서 휘도를 상승시킨다.
하지만 본 BLU 면광원의 구조는 크게 LED 어레이와 도광판이

라는 핵심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LED 어레이와 도광판은 기본

적으로 양자가 서로 밀착 조립되어 1 세트(Set)를 이루고 있다. 따
라서 휘도 또는 균일도를 위해 LED 및 도광판의 두께의 구성이 

아주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9].
LED는 면광원에는 주로 Side view type의 LED (Fig. 4)가 사

용된다[10]. 그 이유는 면광원이 얇을수록 좋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위해서 도광판을 이용하고 이 도광판의 사이드면에 빛을 조사하기

에는 Top view type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용도에 맞게 

Side view type LED가 개발된 것이다. Side view type LED가 

출시된 것은 2000년대 초 LCD Module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광

원이 필요하였고 그 광원으로 면광원 BLU가 채택되었기 때문이

다. 출시 초기에는 1.4 T에서 출발하였으나 BLU는 얇아야 한다는 

기술적 요구에 따라 0.8 T, 0.4 T, 0.3 T까지 극소형 두께로의 기

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도광판의 원자재는 아크릴(PMMA, Poly methyl methacrylate)

이나 PC (Poly Cabonate)등의 재질을 사출금형에 주입하여 패턴

을 입히고 찍어내는 고압 정밀 사출 방식이다. 이 또한 Side view 
type LED와 보조를 맞추어 극 박판의 기술적 요구가 필요함에 따

라 매년 두께가 얇아지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최근 0.27 T까
지 가능한 샘플이 출시되었고 0.3 T는 현재 양산 적용 중이다. 도광

판의 기본적 역할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D 광원의 빛을 

균일하게 분포하는 기능을 하고 이를 위해 도광판 상면에 일정한 

패턴(Pattern)을 설계하고 가공한다. 이 패턴의 형상과 기술에 따

라 일정한 균일도를 유지한다. LED와 도광판의 기술적 발전에 따

라 휴대폰이나 노트북등 BLU 면광원의 균일도는 과거 70%를 유

지하였으나 최근 8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11]. 최근 고객사에서 

더 얇은 도광판을 요구하여 사출방식의 도광판이 아닌 시트(Sheet)
타입의 도광판이 출시되었다. 그러나 패턴 가공의 어려움 및 BLU 
면조명 특성상 무결점을 요구함에 따라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3. LED 선(線)광원 고찰
3.1 개념 및 구조
선광원은 기존의 점광원과 면광원도 아니지만 점광원과 면광원

을 응용한 신개념의 광원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면광원을 선으로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0.2 T에서 2
T의 두께를 지니고 길이가 최대 70 cm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선광원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Side view type LED와 회로기판

Fig. 3 Structure of surface light source for BLU

Fig. 4 Single LED (Side view type) and LED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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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으로 구성된 LED 어레이와 LGF (Light Guide Film)로 

구성된다. 여기서 LGF는 선광원의 핵심 부품으로서 저자가 만든 

신조어이다. LED는 두께에 따라 1.4 T에서 0.3 T LED가 적당하

고 PCB는 굴곡이 필요함으로 경성(Hard) PCB보다는 연성회로기

판(FPCB, Flexible PCB)이 적합하다. LGF는 면조명의 도광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도광판처럼 별도의 패턴(Pattern)이 필요하고 이 

패턴은 LED 발광부의 눈부심을 줄이고 광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만 LGF는 도광판(LGP)의 생산방식(PC 또은 PMMA의 

원재료를 고압정밀 사출하여 제작)과는 달리 필름(Flim)이나 시트

(Sheet)형태이며 따라서 경직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굴곡성을 지니

고 있기도 하다. 두께는 0.2-2 T 정도가 얇을수록 굴곡성을 지닌다. 
LGF는 광투과율이 통상적으로 89% 이상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PC 또는 PMMA수지를 이용한,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 판재형태가 

좋다. 적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상(라인, 반구형, 사각형, 기타 다

각형)으로 가공하여 접목할 수 있다. 광의 출사부에 별도의 패턴 

등을 활용하여 라인발광을 구현한다. LGF 패턴의 특성으로는 입

광부에 광원을 위치시키고 출광부 또는 측면부로 광량을 빼내어 

다양한 형태의 램프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출광부의 경우, 입광

부의 LED 사양 및 수량에 따라서 패턴의 형상 및 각도를 결정하

며, 패턴의 형상은 삼각뿔 또는 반원등의 형태를 활용하여, 빛의 

확산 각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LED의 수량에 따라, 적용

된 패턴의 각도 및 피치등을 광학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측면

부의 경우, 입사된 광량을 이용하여, 다양한 패턴 디자인을 적용하

여, 입체화된 램프 이미지를 구현하거나 감성조명의 무드램프를 

구현한다.
LGF는 LED 어레이와 밀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선광원의 상

업화 및 향후 양산성을 위해서는 면광원처럼 복잡한 구조가 아닌 

아래 개념도(Fig. 5)와 같은 간단한 구조가 좋다. 선광원에 사용되

는 LED는 Side view type의 저출력(소비전력 0.1 W)급으로 방열

에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방열이 문제 된다하더라도 

기존 박판 알루미늄을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회로(PCB)의 드

릴을 통한 홀 가공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LED 어레이는 

LED와 PCB가 표면실장(SMT)을 통해 하나의 어레이를 형성하

고 PCB는 LGF의 구조 및 LED 수량에 따른 방열을 고려하여 다

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PCB는 FPCB (Flexible PCB) 또는 FR4
라고 하는 원자재를 이용한 Hard PCB, Metal PCB을 사용할 수 

있다. FPCB는 신축성이 있는 PCB로서 디자인 자유도 반영이 뛰

어나며, 적용 LED의 전류량 및 수량 등에 따라, 방열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열부재(Al plate)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FR4나 Metal PCB는 디자인적으로 굴곡이 없는 직선 구간

에 사용이 용이하며 LED 수량 및 전류량에 따라 적용사양을 결정

하여 사용한다.

3.2 광원의 요건
선광원이 광원의 역할을 하고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첫 번째는 광원으로서 일정량 이상의 

배광성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부품 및 모듈(장치)로서 

환경 신뢰성 평가를 만족해야 한다. 기존 면광원에 사용되는 부품

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나 선광원의 핵심인 LGF가 포함된 시제

품(모듈)은 위 제시한 시험을 통해 평가되어져야 한다. 특히 선광원

의 특성상 정면뿐만 아니라 상하좌우 일정각도에서 배광이 구현되

어야 선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다. 즉 정면으로만 배광이 구현된다

면 옆에서 볼 경우 선의 배광이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하의 5도
(5U, 5D와 10도(10U, 10D), 좌우 5도(5L, 5R)와 10도(10L, 
10R)까지 일정 배광성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3.3 평가 방법 및 결과
선광원의 상업화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제품(Fig. 6)을 제

작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신뢰성 시험평가는 가장 까다로운 자동차

법규(ES95400-10)을 따르기로 한다[12].
시제품은 Fig. 5처럼 구성된 선광원 모듈이고 이 모듈로서 그 

결과를 평가하기로 한다. 시제품의 LED는 1.4 T, Side view type 
LED 21개 적용, LGF는 길이 700 mm, 폭 30 mm, 두께 1.5 mm
이고, PCB는 350 mm을 2개 연결하고, 폭은 15 mm, 두께 1.0 
mm로 하여 2개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Sample 1>은 모듈 인가 

전류량 410 mA (13.5 V), LED 인가 전류량 58 mA (13.5 V)로 

하였고 <Sample 2>는 모듈 인가 전류량 320 mA (12 V), LED 
인가전류량 45 mA (12 V)로 하였다.
배광측정방법(Fig. 7, 8)은 배광기를 통한 자동차 배광법규 포인

트 광도를 측정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초기 HV (Horizan Vertical)
값과 안정화(30분 Aging 후)를 측정하였으며 센서 위치는 기준점 

0L상(上)에서 3 m로 하였다[13].
환경신뢰성평가(Table 1)는 ES95400-10에 따라 고온동작 내구

시험, 고온고습전원인가시험, 열충격시험, 복합환경내구시험으로 

진행하였다. 본 신뢰성 평가 시험장비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임

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Fig. 5 Structure of line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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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의 요건 중 하나인 배광 성능 결과는 Table 2와 Table 3, 
Fig. 9와 Fig. 10에 나타나 있다. 본 Table 2와 Table 3, Fig. 9와 

Fig. 10은 선광원 모듈 2개를 각각 신뢰성 전/후의 배광을 측정한 

결과로서, 한 개의 시료보다 복수 개의 시료를 측정하였고 이는 시

료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Table 2와 Table 3은 시료의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값을 신뢰성 전/후로 정리한 데이터이고 Fig. 
9와 Fig. 10은 Table 2와 Table 3의 결과를 도식화 한 그림이며, 
측정 위치별 결과를 쉽게 파악하고자 정리하였다. Table 2와 

Table 3에 선광원의 구조적 특성상 필요한 HV (Horizan, 
Vertical)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각도(5도, 10도씩 변경)의 기준점

을 나타냈다. 즉 H (Horizan)와 V (Vertical)을 기준으로 5도 상향

(5U), 10도 상향(10U), 5도 하향(5D)의 각각의 상태에서 광도를 

측정하고, 이 상태하에서 다시 각각 좌측 5도(5L), 10도(10L), 우
측 5도(5R), 10도(5R)을 측정하였다. 이는 본 광원이 점이나 면광

원이 아닌 선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광원의 효용성을 알아

보기 위함이다. 시제품의 배광측정은 측정 장비의 기준 위치에 고

정 한 후 측정시료를 고정 지그에 고정시키고 측정 기준의 각도에 

따라 맞추어 이동하며 측정한다. 동일한 측정시료를 신뢰성 전/후
에 평가시, 고정 지그의 고정 편차에 따라 측정 위치는 약간 달라

질 수 있다. Table 2와 Table 3, Fig. 9와 Fig. 10의 측정 결과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기준값(Regulation)을 만족함을 알 수 있

다. 즉 초기 시제품과(Before)과 안정화후(30분 Aging후, After)
시제품의 측정값들을 분석해보면 측정기준값(Regulation)인 Min
과 Max사이의 광도값내에 포함되어있다. 평가시험 결과상 몇 가

지 특이한 점은 5 D에서는 CD(칸델라) 감소, 10 U에서는 CD 
증가, V0에서는 다소 크게 CD가 감소하는 등 Horizontal 보다 

Vertical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신뢰성 시험 후 CD
가 증가하는 포인트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Max CD 값의 차이

가 있고 배광 측정결과 일부 NG Point가 있다. 이는 선광원 시료

가 700 mm의 장(長)변 길이방향 시료이므로, 모듈의 배광 측정

시, 구조상 좌우 방향보다 상하 방향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CD의 차이는 구조 및 이동측정에 따른 측정 오차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광원의 전체적인 배광 경향을 확인하는데 

있으며 측정 결과로 볼때 배광은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위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LGF의 설계 및 패턴(출광부, 입광

부) 수정 및 전류값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제품은 모듈상태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모듈상태보

다는 하우징으로 고정된 램프상태에서 측정하면 정확히 값을 측정

할 수 있다. 또한 본 시제품은 두께가 1.5 T라는 초슬림 선광원이

라는 특수 성으로 인해 모듈상태에서는 정확한 센터를 맞추어 측정

하기는 어렵다. 이는 측정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내

려옴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광원의 또 하나의 요건인 환경신뢰성평가는 공인인증기관인 ㈜

케이씨티엘(KCTL, 경기도 용인시)[14]에 의뢰한 결과 Table 1과 

Fig. 6 Prototype

(a) Goniophtometer (b) Measurements

Fig. 7 Measurement equipment (Goniophtometer)

Fig. 8 Composition of measurement equipment (Gonioph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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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시험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신뢰성 전후 외관평가 결과 변형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배광성능과 신뢰성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만

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향후과제
선광원이 조명으로서 폭넑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향후 더 다양한 

LGF의 필름종류 개발이 필요하다. LGF는 기본적으로 환경신뢰

성을 만족하면서 투과율이 좋고 패턴가공이 용이해야하며 고온고

No. Function
Regulation

Measure [cd]

H V
#1._Before #1._Aftrer

MIN MAX Data NOK Data NOK
2 H-V(1min) 25.00 110.00 0.00 0.00 40.01 29.38
4 H-V(30min) 25.00 110.00 0.00 0.00 38.02 27.30
5 10U-10L 8.00 110.00 -10.00 10.00 23.69 26.12
6 10U-V 16.00 110.00 0.00 10.00 24.31 26.09
7 10U-10R 8.00 110.00 10.00 10.00 23.61 24.39
8 5U-10L 16.00 110.00 -10.00 5.00 32.33 31.68
9 5U-5L 25.00 110.00 -5.00 5.00 33.02 31.98
10 5U-V 25.00 110.00 0.00 5.00 33.20 31.67
11 5U-5R 25.00 110.00 5.00 5.00 32.68 31.49
12 5U-10R 16.00 110.00 10.00 5.00 32.25 30.90
13 H-10L 16.00 110.00 -10.00 0.00 36.34 26.46
14 H-5L 25.00 110.00 -5.00 0.00 37.33 27.19
15 H-5R 25.00 110.00 5.00 0.00 38.34 27.89
16 H-10R 16.00 110.00 10.00 0.00 38.16 27.73
17 5D-10L 16.00 110.00 -10.00 -5.00 23.97 19.53
18 5D-5L 25.00 110.00 -5.00 -5.00 24.64 20.10 *
19 5D-V 25.00 110.00 0.00 -5.00 25.02 20.49 *
20 5D-5R 25.00 110.00 5.00 -5.00 25.18 20.72 *
21 5D-10R 16.00 110.00 10.00 -5.00 25.02 20.80
22 Maxium 110.00 7.00 0.00 38.33 32.55

Table 2 Photometric measurements data sheet before and after reliability test <Sample 1>

Division Test conditions Test item Test results

Durability of high 
temperature

Test temperature : 75°C
Test time : 1,000 H

Inspection time : 
before/during/after the test

No abnormal operation during/after the test (LED lighting confirmation)
Clear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specified for SPEC before/after test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power supply

Test temperature : 85°C
Test humidity : 85 %

Test time : 168 H
Inspection time : 

before/during/after the test

Visual inspection(no serious corrosion phenomenon with abnormalities in 
appearance or performance or performance inside)

ClearNo abnormal operation during/after the test (LED lighting confirmation)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specified for SPEC before/after test

Thermal shock

Test temperature : -40 ~ 85°C
Test cycle : 1,000 Cycles

Test time : 1,000 H
Inspection time : before/after 

the test

No abnormal operation during/after the test (LED lighting confirmation)
Clear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specified for SPEC before/after test

Durability of 
complex 

environment

Test time : Each axis 20 H
Vibration direction : Top and 
bottom, left and right, front 

and rear
Vibration condition 

(acceleration) : 27.8 mm/s2

Visual inspection (no serious corrosion phenomenon which has 
abnormality in appearance and internal movement and performance / 
deformed breakage parts before and after test / detachment) Clear
No abnormal operation during/after the test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specified for SPEC before/after test

※ Common matter : applied voltage DC(12.6±0.2 V)

Table 1 Test repor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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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견딜 수 있고 굴곡성이 존재할수록 좋다. 또한 선광원과 면광

원을 적절히 조합하여 발전시키면 더욱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입체

감을 가진 감성조명을 구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OLED 효과

(Looking OLED)까지 구현할 수 있어 추가적 개발 및 연구가 필

요하다.

3.5 응용분야
선광원의 응용가능한 분야는 자동차 내외장용 램프와 실내 인테

리어용 조명이다. 과거 자동차의 외장램프는 특수 백열전구, 할로

겐등, HID 등을 사용하여 왔으나 LED가 출시된 이후 Top View 
LED를 사용하여 왔고 이를 렌즈 Optic을 사용하거나 사출물을 식

각하여 양자를 조합하여 사용하여 왔다[15]. 하지만 본 선광원의 발

광원리(선발광)을 이용하면 아래 그림처럼 더 고급화되고 필링이 

개선된 외장램프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주간전조등(Fig. 11, 
DRL, Day time running lamp), 보조 브레이크등(Fig. 12, 
HMSL, High mounted stop lamp), 리어콤비램프(Fig. 12, RCL, 
Rear combination lamp) 등에 적용 가능하다[16]. 또한 전 세계 자

동차 메이커들이 자동차내부 인테리어의 고급화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데도 본 선발광은 그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선발광과 면발광을 적정히 조합 배치하여 개발하면 그 효과는 배

가 될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라 자동차 내부조명의 

업그레이드는 핵심적이고 필수적 해결과제이다. 자동차 내장램프

Fig. 9 Photometric before and after reliability test <Sample 1>

Fig. 10 Photometric before and after reliability test <Sample 2>

No. Function
Regulation

H V
#2._Before #2._Aftrer

MIN MAX Data NOK Data NOK
2 H-V(1min) 25.00 110.00 0.00 0.00 30.20 27.72
4 H-V(30min) 25.00 110.00 0.00 0.00 29.10 26.63
5 10U-10L 8.00 110.00 -10.00 10.00 25.08 26.27
6 10U-V 16.00 110.00 0.00 10.00 25.86 27.01
7 10U-10R 8.00 110.00 10.00 10.00 25.30 26.42
8 5U-10L 16.00 110.00 -10.00 5.00 26.84 26.94
9 5U-5L 25.00 110.00 -5.00 5.00 27.53 27.55
10 5U-V 25.00 110.00 0.00 5.00 27.73 27.75
11 5U-5R 25.00 110.00 5.00 5.00 27.61 27.53
12 5U-10R 16.00 110.00 10.00 5.00 27.18 27.07
13 H-10L 16.00 110.00 -10.00 0.00 28.07 25.96
14 H-5L 25.00 110.00 -5.00 0.00 28.79 26.38
15 H-5R 25.00 110.00 5.00 0.00 28.89 26.43
16 H-10R 16.00 110.00 10.00 0.00 28.41 25.99
17 5D-10L 16.00 110.00 -10.00 -5.00 27.88 24.81
18 5D-5L 25.00 110.00 -5.00 -5.00 28.59 25.34
19 5D-V 25.00 110.00 0.00 -5.00 28.64 25.55
20 5D-5R 25.00 110.00 5.00 -5.00 28.74 25.40
21 5D-10R 16.00 110.00 10.00 -5.00 28.29 24.97
22 Maxium 110.00 1.00 5.00 29.08 27.64

Table 3 Photometric measurements data sheet before and after reliability test <Samp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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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는 도어트림, B필터, 송풍구, 헤드라이닝에 적용 가능하다. 
본 선광원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물 실내 인테리어(Fig. 13)에도 

적용가능하고 이를 통해 건물 실내 인테리어의 고급화를 이룰 수 

있다.

4. 결 론
기존 LED의 응용분야는 점광원과 면광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선광원 개념을 도출하고 그 시제품을 

통해 상업화, 양산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광원의 최

대 장점은 역설적으로 LED의 최대 단점을 보완하여 LED 유용성

을 극대화하고 고급조명 콘텐츠로의 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한다는데 있다.
즉 LED의 Hot Spot 현상과 연속성 부재(일명 땡땡땡 현상)을 

해결하여 감성조명, 즉 필링(Feeling)이 극대화된 또 다른 LED 응
용제품 시장의 탄생을 향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선광원의 연구과제로는 배광효율 향상을 위한 LED와 

LGF조합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시장

을 개발해야한다. 특히 선광원과 면광원을 적절히 조합하여 개발하

면 추가적으로 OLED효과(Looking OLED)를 구현할 수 있기 때

문에 그 응용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응용시장별

로 각종 법규(예를 들어 자동차 법규 및 건축 법규 등)을 감안하여 

추가 개발할 필요성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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