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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소, 대형공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장작업 및 청소작업 

시에는 다량의 유증기와 잔류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어두

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위해서는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은 안전한 

방폭규격을 만족하는 조명에 대한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이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큰 조선소 및 화학공장 등과 같은 작업

장에서는 방폭을 위한 크고 무거운 조명이 구비 되어 있으나 이를 

대체할 마땅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1,2].
또한 가스위험지역에서 크고 무거운 전기시설을 가설하여 설치

해야하는 기존 방폭등은 전기시설의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막대한 인력, 자재, 시간이 소요

된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의 금전적 손실과 작업 중단에 따른 

공백시간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가벼운 작업등의 개발이 

필요하다[3].
한편, 조선소 및 화학 공장 등 대형 위험지역에서는 항시 압축공

기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압축공기를 이용한 공압 에너지 자

체로 가동되는 장비는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전기시설을 가동하

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지 압축공기 제어장치의 출력이 

작은 전원공급장치로 개발하여 사용한 사례만 있다.
이에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조명을 동작

시킬 수 있는 공압발전식 LED 방폭등을 개발하면 전기시설의 합

선 및 누전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전기시설의 설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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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약 및 간편성으로 작업시간의 절약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폭등에서 사용하는 안정기를 대신해 공기

압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방식의 안정기를 적용한 

LED 방폭등을 제안하였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LED 방
폭등에 사용하는 렌즈는 비구면설계를 통해서 작업장 내에 균일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배광에 대해 분석하였고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량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

를 진행하였다. 또한 방폭기구물과 공압발전기가 일체화된 공압발

전 LED 방폭등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실측정을 통해 조명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공압발전을 이용한 LED 방폭등은 크게 광학계, LED PCB, 공

압발전기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광학계는 LED에서 방사하는 

빛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공압발전기는 LED PCB에 전기를 

공급한다. 공압발전기는 전력제어장치, 제너레이터, 마이크로터빈

으로 구성하고 30 W의 소비전력을 출력하기 위해 12 V, 2.5 A
[± 5 %]의 전기를 생산하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LED 방폭등은 2종 위험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소비전력

은 30 W, 무게는 1 kg 이하여야 한다. 조명성능은 총광속이 3,000
lm 이상, 배광각도는 약 120°에서 배광곡선상 하부 수직방향(0°) 
대비 60° 측면방향의 빛의 세기가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1 LED 광원 선정
LED 광원은 CREE(社)의 XLamp XHP70.2 모델을 선정하였

다. XLamp XHP70.2는 차세대 고출력 LED로서 크기는 7.0 mm 
× 7.0 mm × 4.43 mm이고 포스포어는 돔의 형태임을 Fig. 1을 

통해 알 수 있다. Table 1의 특성처럼 총광속은 전압이 12 V일 

때 1,830 lm(@ 85oC)이고 100%의 광속효율을 나타낸다. 광학계

설계 및 시뮬레이션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

사에서 제공하는 ray-data를 사용한다. ray-data는 LED의 근접영

역에서 전방향으로의 광도를 측정하여 데이터화한 것이다.

2.2 광학계설계 
목표로 하는 배광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입사면과 출사면을 모두 

가지는 2차 광학계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입사면 및 출사면의 곡률 

및 코닉상수, 비구면계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D 광원으로

부터 방출되는 광선의 굴절을 이용하여 중심광이 강한 LED의 발

광분포를 고르게 확산시키도록 하였다[4,5]. 즉, 매개변수에 따라 변

화하는 광선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식 1은 입사면 및 출사면의 비구면 설계식으로, 광축을 중

심으로 회전 대칭성 고차 비구면방정식을 표현한 것이다[6]. 여기

서, 는 면의 곡률이고, 는 코닉상수,   ⋯ 는 비

구면 계수를 나타낸다.

 





 

 
 ⋯ (1)

Fig. 2(a)는 LED에서 방출되는 광선을 제어하는 광학계의 구조

를 표현한 그림이다. 광학계의 입사면은 LED에서 방출되는 광선

을 1차로 굴절시키고 각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굴절각은 

작을수록 출사면에서의 형상조절이 용이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

사면은 작은 곡률 보다는 큰 곡률을 이용하여 제어해주는 것이 바

람직하며 긴 타원체(prolate ellipse)의 모양을 갖기 위해 코닉상수 

값을 –1과 0사이로 설정한 뒤 입사면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서 변수는 식 1에서 면의 곡률과 코닉상수 값이다. 출사면은 입사

면을 통해 굴절된 광선을 제어하고 입사각을 계산하여 굴절각을 

제어한다. 출사면을 통해 광선은 확산이 되는 100°~140°의 배광

각도를 구현할 수 있다. 
출사면의 형상은 납작한 타원형(oblate ellipse)의 모양을 갖기 

위하여 코닉상수 값을 0보다 높은 값으로 설정하여 입사면에서 굴

Nominal 
CCT

CRI Minimum luminous flux Forward voltage

Min Flux (lm)
@ 85℃

Flux (lm)
@ 25℃ @ 1,050 mA

5,000 K 70 1830 2015 12

Table 1 Characteristics of XHP70.2 

Fig. 1 Mechanical dimension of XHP70.2

(a) Shape of lens (b) Ray tracing from LED
Fig. 2 Lens shape to control light emitted from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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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광속을 균일하게 확산시켰다.
Fig. 2(b)는 상기의 광학계 설계방법을 적용해서 설계한 단일렌

즈의 형상을 조명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LightTools에서 구현한 

형상이고 Table 2는 단일렌즈의 설계 값이다. 이 단일렌즈는 

109°의 배광각도를 가지며 수직방향에서의 광도는 854 cd이다. 
60° 측면방향에서는 770 cd로 854 cd의 90%인 769 cd 이상의 

값을 가진다.

2.3 조명시뮬레이션
앞서 설계한 단일렌즈를 조명상태에서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LightTool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Fig. 3은 조명시뮬레이션에

서 각 부품들에 광학적 속성을 부여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그림이다. Table 3은 조명 시뮬레이션 조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방폭등 기구물은 파손에 의한 비산 파편이 발생하지 않는 알루미

늄(AL 6061) 재질과 복잡한 형상부품에 균일한 도금이 가능한 

니켈을 사용하였으며 반사에 의한 손실효율을 확인해보기 위해 

니켈도금의 반사율은 35%를 적용하였다. 강화유리의 재질은 

1.517의 굴절률을 갖는 BK7을 사용하고 두께는 KS규격에서 낙

구에 의한 평균파괴 높이가 8.5 m가 되는 최소두께 5 mm로 설계

하였다[7]. 이 때 강화유리에 의한 광손실은 약 13%이다. 그리고 

30 W의 소비전력을 구성하기 위해 LED 광원은 3개를 사용하였

고 각 광원의 광속은 1,647 lm을 적용하여 총 4,941 lm의 광속을 

방출하게 된다. 
단일렌즈 설계 값을 이용해 조명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배

광각도는 약 100°이고 수직방향에서의 광도는 801 cd로 기존 값

보다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4의 배광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60° 측면방향에서는 438 cd로 801 cd의 90%인 721 cd보

다 낮은 결과가 나왔다. 총 광속은 약 26%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능저하는 강화유리에서 발생한 투과손실 약 13%와 렌즈 투과손

실 및 방폭등의 기구물 간섭에 의한 손실 약 13%의 영향이다. 손
실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물에 맞는 렌즈를 재설계할 필요

가 있고 이 과정에서 최적화설계를 진행한다[8].

2.4 조명 시뮬레이션을 통한 광학계 최적화
목표로 하는 배광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적화설계에 필요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Fig. 5는 변수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변수 a는 렌즈의 두께이고 변수 b는 출사면의 코닉상수, 변수 

c는 곡률을 의미한다. 3가지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수직방향에서

의 광도와 60° 측면방향에서의 광도추이를 확인하고 총광속 및 

배광각도, 광도 값의 달성여부 또한 고려한다.
먼저 렌즈의 두께변화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두께를 1.0

mm~4.0 mm까지 조정했을 때의 광도 값 변화는 Fig. 6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직방향에서의 광도는 두께가 1.0 mm~2.0 mm일 때 

Fig. 3 Lighting simulation applying optical property

Simulation property Value

LED
Quantity 3 ea

Photometric flux 4,941 lm
Source Ray-data

Lens Material PMMA
Glass Material BK7

Receiver
Bin angular resolution 5 degrees

Photometry IES type C
Simulation Total ray to trace 3,000,000

Table 3 Lighting simulation conditions

Details Entrance surface Exit surface
Thickness 1.84 mm

Radius 3.9 mm 17 mm
Conic constant -0.08 6.9

4th order aspheric 0.00 0.00091

6th order aspheric 0.00 1.30e-005

Table 2 The results of the lens data

Fig. 4 Light distribution graph for light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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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cd 이상의 값을 보였다. 두께는 두꺼워질수록 60° 측면방향에

서의 광도는 점차 감소하였고 두께가 2.5 mm 이상에서는 광도가 

200 cd 이하를 유지하는데 이때의 배광곡선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7은 60° 측면방향에서의 광도가 수직방향

에서의 광도의 90% 이상의 값을 가지는 지 알아보기 위한 값인 

광도비(cd ratio)에 대한 내용으로 두께가 1.0 mm일 경우에 0.93
으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총광속의 손실이 이전 설계 

값보다 약 30% 증가하였다. 
다음은 출사면의 코닉상수 값을 4.0~7.0까지 조정해 보았다. 렌

즈의 형상은 코닉상수 값이 낮을수록 완만한 형태의 출사면을 가

지고 값이 높아질수록 가파른 경사를 가지는 형태로 변한다. Fig. 
8은 코닉상수 값의 변화에 따른 광도 값 변화이다. 코닉상수 값이 

7.0인 경우에는 광도 값이 약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제외한 광도 값들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광도

비 또한 0.9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Fig. 9에서 볼 수 있다. 총광속 

효율은 코닉상수가 5.5인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4.0일 때에 기존 

설계 값인 74%의 총광속 효율을 보였다.
마지막 변수는 출사면의 곡률로 세부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곡률은 17 mm~20 mm까지 조정을 하였고 성능

변화에 대한 결과는 Fig. 10과 Fig. 11에서 보여준다. 곡률이 커질

수록 수직방향에서의 광도는 736 cd에서 722 cd로 낮아지고 60° 
측면방향에서의 광도는 반대로 690 cd에서 743 cd로 증가하고 있

다. 그에 따라 광도비 또한 곡률이 커질수록 높은 비율을 가진다. 
하지만 광도비가 1.0 이상이라는 것은 측면광도에 비해 중심광도

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의미로 실제 조명을 조사했을 때 중심

에 암부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광도비가 0.95 이하인 

값으로 결정하였다.

3. 실험결과
LED 방폭등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험방법에서 도출된 렌즈의 성

능을 확인하고 조명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여기에 사용되는 

안정기는 앞서 언급한 공압발전기로 대체하였고 구성부품인 전력

제어장치와 제너레이터, 마이크로터빈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그리

고 방폭기구물의 설계를 통해서 공기압력이 안정적으로 제어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3.1 LED PCB 시제품 제작
30 W의 LED 방폭등을 제작하기 위해 CREE(社)의 XLamp 

XHP70.2 모델을 3개 사용해서 LED PCB를 제작하였고 Fig. 12
가 LED PCB 시제품의 사진이다. 공압발전기를 통해서 전압이 

11.1 V가 인가될 때 광속효율은 약 10%가 감소하여 약 4,941

Fig. 5 Lens optimization variables

Fig. 6 Variations of the candela according to the thickness

Fig. 7 Variations of the cd ratio according to the thickness

Fig. 8 Variations of the candela according to the conic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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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의 총광속으로 광효율은 약 165 lm/W이다.

3.2 렌즈 시제품 제작
Table 4는 실험방법을 통해 도출된 렌즈의 최종 설계 값이다. 

이 렌즈의 조명성능은 수직방향에서의 광도는 736 cd이고 60° 측
면방향에서의 광도는 697 cd이다. 수직방향에서의 광도대비 약 

94.8%의 값을 가진다. 배광각도는 약 115°이고 총광속 효율은 약 

70%이다. Fig. 13은 LED 방폭등에 조립이 가능하게끔 리브를 

추가로 설계한 후 제작한 렌즈의 시제품 사진이다. 소재는 투명한 

PMMA이고[9] 직가공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렌즈표면의 불투명성

의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폴리싱작업을 진행하였다[10].

3.3 공압발전기 시제품 제작
Fig. 14는 공압발전을 위한 각 부품을 조립한 사진이다. 마이크

로터빈은 외력에 의한 공력하중 값을 적용하여 구조설계를 하였고 

응력분포 및 변형량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제너레이터

는 최소 13,600 rpm에서 약 12 V, 최대 30,000 rpm에서 약 26
V를 출력하도록 설계되었다. 전력제어장치는 제너레이터를 통해 

입력된 전압을 12 V로 일정하게 출력이 가능하고 이때의 효율은 

약 85%이다.

Fig. 9 Variations of the cd ratio according to the conic constant

Fig. 10 Variations of the candela according to the radius

Fig. 11 Variations of the cd ratio according to the radius

Details Entrance surface Exit surface
Thickness 1.00 mm

Radius 3.9 mm 17 mm
Conic constant -0.08 5.50

4th order aspheric 0.00 0.00068
6th order aspheric 0.00 1.30e-005

Table 4 Optimization lens data

Fig. 12 LED PCB

Fig. 13 Aspherical lens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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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는 LED PCB와 렌즈, 공압발전기를 조립한 LED 방폭

등 시제품의 사진이다. 6 bar의 공기압력이 입력될 때 LED PCB
에 인가되는 전압은 11.1 V임을 확인하였고 기구물 내부에서의 

공기 순환을 통해 방열기능 또한 가능하다. 무게는 360 g이고 조명

의 후면에는 공압배출용 소음기가 있다.

3.4 LED 방폭등 조명성능 측정
본 연구에서 제작한 LED 방폭등 시제품은 한국광기술원에 의뢰

를 하여 고니오포토미터(goniophotometer)를 이용해서 측정하였

다. 고니오포토미터 측정을 통해 배광곡선 및 총광속의 값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배광각도는 약 110°로 5° 감소하였고 총광속은 

3,671 lm으로 6.04%, 총광속 효율은 74%로 4%증가하였다. 수직

방향에서의 광도는 764 cd이고 60° 측면방향에서의 광도는 690 
cd로 각 3.8%, -1%의 변화가 있었다. 광도비는 0.903으로 4.75%
감소하였다. Fig. 16은 측정된 배광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Table 
5는 시뮬레이션 값과 실제 측정한 값을 비교한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압발전을 이용한 30 W급 LED 방폭등에 사용

하는 광학계를 설계하였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을 비교하고 분

석하였다. LED 방폭등에서 달성해야하는 정량적목표를 광학계의 

최적화설계로 구현하였다. 변수를 조정하고 조명성능을 분석한 후 

효율이 뛰어난 렌즈를 선정하였다.
렌즈의 입사면과 출사면의 형상과 배광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렌

즈를 설계하였고 조명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세밀한 최적화설계

를 진행하였다. 정량적목표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3가지의 변수를 지정하여 최적화를 하였다. 렌즈의 두께, 출
사면의 코닉상수, 곡률의 조정을 통해 광도비 0.948, 배광각도 

110°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30 W급의 공압발전기 LED 방폭등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LED 

방폭등은 LED PCB, 렌즈, 공압발전기, 방폭기구물로 구성되고 

공압발전기는 전력제어장치, 제너레이터, 마이크로터빈으로 되어

있다. 6 bar의 공기압력을 입력했을 때 30 W의 소비전력이 출력되

고 한국광기술원의 고니오포토미터를 이용해 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 값보다 광도비가 0.045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수직방향에서의 광도가 3.8%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총광속

은 3,671 lm으로 설계 값보다 6%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광량은 수

직방향으로 집중되었다고 판단되며 배광각도가 5° 감소한 것을 보

면 알 수 있다. 렌즈의 제어면을 가공할 때 생길 수 있는 형상정도

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배광곡선에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제어

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난반사에 의해 손실되는 빛이 역으로 출

력되어 효율이 4% 증가하였다.
LED 방폭등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총광속의 기준

이 낮은 것은 분명하나 손실율이 약 26%로 불필요하게 높기 때문

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폭기구물의 재질 및 치수변화

를 통해 빛 간섭을 최소화하고 광학계 재설계를 통해 손실율을 약 

Fig. 16 Measured light distribution graph

Specification Simulation data Measured data
Candela (at 0°) 736 cd 764 cd
Candela (at 60°) 697 cd 690 cd

Beam angle 115° 110°
Flux 3,462 lm 3,671 lm

Candela ratio 0.948 0.903
Efficiency 70% 74%

Table 5 Optimization lens data

Fig. 14 Pneumatic generator components

Fig. 15 LED explosion proof light using ai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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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회할 수 있고 이후에 광학계의 형상정도 및 표면조도의 정

확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배광곡선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손실을 감안하더라고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충분했고 

무게가 360 g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향후 공압발전용 휴대용 LED 
조명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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