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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시장 경쟁력을 가진 고품질의 신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양산 공법에는 비용과 시간이 

시제품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 개발에 있어서 

실제로 제작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금형 제작, 수정 및 시사출 공정을 반복하게 된다. 시제품의 

개발 주기가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을 제작

해야만 하는 요구가 증대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시제

품을 빠른시간 내에 복제할 필요성이 생겼다[1].
쾌속조형(RP, Rapid Prototyping)공정은 형상 구속 조건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빠르게 제작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가전, 전자, 항공 및 다양한 제조 관련 

분야에 걸쳐서 제품의 설계에서 양산에 이르는 시간과 노력을 절

감하는 공학이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2].
다양한 RP 공정 기술이 개발되어 재료의 종류 및 한 번의 공정

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제품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양산 

제품과 동일한 재질의 시제품을 요구하거나 10개 이상의 시제품을 

한번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수량만큼의 RP 공정기술로 

제작을 진행해야 하지만 진공주형(Vacuum casting)기술을 적용

하면 RP 제품을 기준으로 실리콘 몰드로 같은 제품을 10개~50개 

미만의 시제품을 빠른 시간안에 제작이 가능하다.[3] 
최근 LED 조명 시장은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요구

조건에 맞는 LED 조명용 광학계의 시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4] 다품종 광학계를 개발함에 있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진공주형 공법을 제안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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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생산에 장점인 진공주형 공법을 소개하고, 비구면으로 되어 

있는 LED 조명용 광학계를 제작하여 기존 LED 조명용 광학계와 

조명 성능을 비교하여 진공주형 공법이 LED 조명용 광학계 제작 

및 LED 조명 성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LED 조명은 좁은 

배광을 구현하고 있는 135W LED Spot Light 조명용 광학계를 

활용한다.

2. 실험이론
2.1 진공주형법

진공주형법은 진공 상태에서 마스터 패턴(Master pattern)을 바

탕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몰드에 상온의 액상수지를 주입한 뒤 경

화시켜 탈형하는 방법의 시제품 제작 방법이다.
마스터 패턴이란 진공주형 공법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기준

이 되는 제품을 뜻하고, 마스터 패턴(이후 마스터)의 형상을 기준

으로 제작이 가능한 공법이다. 
실리콘 몰드에서는 1개의 실리콘 몰드 당 최대 20개까지의 제품 

제작이 가능하고, 에폭시 몰드 통해서는 몰드 당 100개 이상의 시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높은 정밀도의 복잡한 모델이라도 짧

은 시간 안에 제작을 할 수 있고, 실리콘의 특성상 변형 및 수축이 

매우 작아 원형 모델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 정밀도를 얻을 수 있으

며, 진공상태에서 주형 함으로써, 액상수지 내에 발생하는 기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체형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견고한 강도의 제품을 제작이 가능하므로 나사 및 인서트와 같은 

구조물 삽입이 자유롭고 수지의 색상을 선택하여 제품의 색상을 

후처리 없이 제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진공주형법의 단점으로는 대량생산에는 비용과 시간이 일반 사

출에 비해 경쟁력이 좋지 못하다. 이유는 양산 사출 방식에서의 

시간, 치수 정밀도를 표준화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5].

2.2 진공주형장비
차압식 진공주형기기는 주로 액상 소재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진

공주형공정에서 대기상태를 진공상태로 만들어주어 액상소재의 

기포를 억제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이다. 차
압식 기계장치는 상진공과 하진공의 기압차를 이용하여 수지의 흐

름을 향상시켜 제품의 미성형을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주형기는 

우선 조작이 간편하고 초보자라도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차압주형 방식으로 복잡하고, 미세한 제품의 주형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의 성형 불량이 적다. 작은 제품부터 큰 제품(자동차 범

퍼 등)까지 성형작업이 가능하고 잔고장이 거의 없는 편이며 진공

도달시간이 3분이내로 생산속도가 매우 빠르다[5].
Fig. 1은 차압식 진공주형 장비의 사진이다.

2.3 진공주형공정(실리콘 몰드)
진공주형의 공정 순서는 첫 번째로 실리콘 몰드(이후 몰드)에 

Parting Line을 제작했다. Parting Line은 마스터 제품의 표면에 

코팅하여, 몰드의 상, 하로 분리하기 위해 Parting Line을 마스터

에 제작했다. 두 번째로 몰드 크기에 맞는 하우징(이후 틀)을 제작 

했다. 틀은 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resin)인 플

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섞은 뒤 실리콘이 주입된 틀에서 실리콘

의 공기를 탈포 시키기 위해 진공 주형기에 넣고 5분 이상 1차 
탈포 후 실리콘을 2차 주입하여 2차로 20분 탈포 후 오븐기에 넣어 

50℃에서 5시간 경화시킨다. 경화가 완료된 몰드는 선행 작업했던 

Parting Line을 절개 후 몰드를 완성했다[6],[7].
Fig. 2은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는 공정을 사진으로 나타낸 사진

이다. (a)는 몰드에 Parting Line을 제작하는 공정 사진이고, (b)는 

틀을 제작하는 사진이다. (c)는 1차 실리콘 소재를 틀에 넣는 사진

이고, (d)는 진공 주형기에 넣어 1차 탈포하는 공정 사진이며, (e)
는 2차 실리콘을 주입하는 사진이고, (f)는 2차 실리콘 탈포하는 

사진, (g)는 탈포 후 Parting Line을 절개하는 공정사진, (h)는 최

종 실리콘 몰드 사진이다.
실리콘 몰드에 들어가는 소재는 액상 소재를 사용했고, 주제는 

KE-130ST를 경화제는 CAT-1310S를 사용하였으며, 비율은 주

제 100, 경화제 10으로 제품 특성을 참고하였으며, Table 1에 실

리콘 소재의 물성치를 표로 정리하였다.

2.4 진공주형 시제품 제작 방법[5]

첫 번째로 몰드의 상, 하를 조립 후 약 1시간 ~ 2시간을 오븐기

에 넣어 건조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뒤 몰드를 테이핑 후 다음 공정

을 진행한다. 
두 번째로는 수지를 몰드에 주입할 양을 계산하여 수지의 주제

와 경화제의 양을 확인한다. 이후 진공기를 장착하는 공정으로 테

이핑작업과 벤딩처리 후 진공주형기에 연결하였다.

Fig. 1 Vacuum ca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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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진공주형장비에 교반기의 스위치를 작동하여 챔버 내

부의 진공상태를 만들어 예비 탈포 10분 후에 주제와 경화제를 혼

합하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섞어주었다. 유의점은 수지의 가사시간

을 확인하여 수지가 응고되기 전에 교반을 완료하여 원위치 하고, 
수지를 실리콘 몰드에 주입 시켰다.

네 번째로 주형 작업이 완료 후 진공기에서 진공을 파기하고, 
진공주형기에서 교반기를 분리한 뒤 몰드를 건조기에 넣어 1시

간~2시간 경화시키기 위한 건조 작업을 진행하였다.
Fig. 3는 진공주형 시제품 제작 방법의 사진을 정리한 표이다. 

(a)는 몰드를 조립한 사진이고, (b)는 수지를 계량하는 사진, (c)는 

진공주형 장비의 조건 설정하는 사진, (d)은 수지를 섞는 과정의 

사진, (e)은 섞은 수지를 몰드에 주형하는 사진, (f)은 오븐기에서 

경화하는 공정사진, (g)는 주형 완료 후 탈형하는 공정 사진이고, 
(h)는 제품 완성한 사진이다.

3. 실험방법
3.1 1350 W LED Spot Light 조명 및 비교 기준

진공주형으로 제작한 렌즈의 조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제

품인 135W LED Spot light(이후 기존제품)을 선정 후 조명 측정

을 통해 비교 기준을 정하였다. 먼저 기존제품은 LED가 16개로 

구성되어 있고, LED 1개에 8.475 W, 총 135 W인 LED 조명이

다. 렌즈는 가로 148.4 mm × 세로 115.4 mm × 높이 15 mm이

고, LED수량에 맞추어 개별렌즈가 16개 배열되어 1개의 렌즈로

서 소재는 PMMA (Poly methyl metha acrylate)인 합성플라스

틱 수지로 제작된 렌즈이다.
측정 순서는 기존제품에서 렌즈가 없는 조건을 측정하고 이후 

렌즈를 조립하여 측정한다. 이유는 LED PKG만의 총 광속, 효율, 
투과율들이 렌즈 성능을 비교하기 위함이며, 이후 진공주형으로 

제작한 렌즈를 측정하여 배광각도, 총 광속, 조명효율, 최대 칸델라

(a) Mold assembly (b) Synthetic weighing

(c) Setting (d) Synthetic mix

(e) Pour in to a mold (f) Curing

(g) Form removal (h) Product Finish

Fig. 3 Mock-up process of vacuum castingTable 1 Silicon spec sheet

Part Spec
Main Material (A) KE-1310ST

Hardener (B) CAT-1310S

Before 
hardening

Mix proportioning (A:B) 100:10
Viscosity at 25℃ 80 Pa
Work time (23℃) 80 min

Specific gravity 1.08 Pa.s

Hardened

Hardness (JIA-A) 40
Tensile strength 60 kgf/cm2

Internal tearing strength 25 kgf/cm
Elongation 350%

(a) Master Lens (b) Master Parting Line

(c) Housing (d) Silicon injection

(e) 1st, 2nd Silicon Defoamation (f) Silicon Casting

(g) Silicon Mold Parting (h) Siliocn Mold

Fig. 2 Silicon mold process of vacuum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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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측정된 결과로 투과율을 분석한다. Table 
2는 LED Spot 조명 성능을 평가 기준을 정리한 표이고, Fig. 4는 

기존제품의 사진이다.

3.2 실리콘 몰드 제작 및 렌즈 제작
실리콘 몰드는 기존제품의 렌즈를 활용하여 실리콘 몰드를 제작

하였다. 실리콘 소재의 표준 혼합비율은 주제 100, 경화제 10, 성
형온도는 55℃를 유지하였고, 주형시간은 25분, 경화시간은 4시간

의 조건으로 실리콘 몰드를 제작한 뒤 렌즈를 제작하였다.
렌즈는 투명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과 에폭시 2개의 소재로 제

작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에폭시 소재의 성형조건은 주제 100, 
경화제 30 비율로 혼합하였고, 성형 온도는 70℃, 성형 시간은 6
분, 경화 시간은 2시간으로 제작하였다. 두 번째로 폴리우레탄소재

는 주제 100, 경화제 62 비율로 혼합하였고, 성형 온도는 70℃, 
성형 시간은 1분 30초, 경화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제작하였다. 
Table 3은 실리콘 몰드, 폴리우레탄, 에폭시 성형 조건을 정리한 

표이고, Fig. 5는 기존 제품 렌즈 및 진공주형으로 제작한 렌즈의 

사진이며 (a)는 기존제품의 렌즈이고, (b)는 에폭시 렌즈, (c)는 폴

리우레탄 렌즈 사진이다.

4. 실험결과
4.1 기존제품 측정 결과

먼저 렌즈 없이 기존제품을 측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
력전압 137.34 W일 때, 총 광속은 16547.1 lm, 광 효율은 120.23 
lm/W로 측정되었다. 이후 기존제품의 렌즈를 측정한 결과 전력은 

동일하고, 총 광속은 15644.5 lm, 광 효율은 113.93 lm/W, 배광

각도는 26.6°, 최대 칸델라는 45929.301 cd로 측정되었다. Table 
4는 기존제품에서 렌즈 없을 때의 결과와 렌즈 착용 후 측정 결과

를 정리한 표이다. Fig. 6는 기존제품 렌즈를 측정한 배광 각도 

사진이다.
4.2 폴리우레탄 렌즈과 에폭시 렌즈 측정 결과

첫 번째로 에폭시 렌즈는 전력 137.6 W, 총 광속은 15,267.7 

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of LED lighting

Part Unit
Beam angle 30° <

Power 135 W ± 3
Total Lamp Flux 15,000 lm <

illumination efficiency 100 lm/W <
Maximum candela Master Lens ± 2.5%

Table 3 Manufacturing conditions of silicon mold and lens

Part Silicon Mold Polyurethane Epoxy
Mixing ratio by weight 100:10 100:62 100:30
Forming temperature of 

the vacuum mold 55℃ 70℃ 70℃

Forming time of the 
vacuum mold 25 min 1 min 30 sec 6 min

Curing time 4 h 1 h 20 min 2 h 

Fig. 4 150 W LED Spot light sample 

(a) Master lens (b) Epoxy lens (c) Polyurethane lens

Fig. 5 Photographs of existing product lenses and lenses made 
from vacuum casting

Fig. 6 Light distribution graph of existing product lens

Table 4 Existing product LED PKG and Lens measurement 
result

Part Unit
Test result

LED PKG (Lens ×) PMMA Lens
Beam angle ° - 26.6

Power W 137.34 137.34
Luminous lm 16547.1 15644.5

Luminous efficiency lm/W 120.23 113.93
Maximum candela cd - 4592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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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광 효율은 110.95 lm/W, 배광각도는 25.8°, 최대 칸델라는 

44464.784 cd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로 폴리우레탄 렌즈는 전력 137.6 W, 총 광속은 

15,744.6 lm, 광효율은 114.42 lm/W, 배광각도는 25.9°, 최대 칸

델라는 47347.661 cd로 측정되었다. Table 5는 에폭시렌즈와 폴

리우레탄 렌즈 측정 결과를 정리한 표이며, Fig. 7의 (a)는 에폭시 

렌즈를 측정한 배광 그래프이고, (b)는 폴리우레탄 렌즈를 측정한 

배광 그래프 사진이다.

4.3 측정 결과 비교
먼저 배광 각도는 기존제품 렌즈는 26.6°, 에폭시 렌즈는 25.8°, 

폴리우레탄 렌즈는 25.9°로 30° 미만에 충족하였고, Fig. 8의 그래

프 사진에서 나타내듯이 기존제품 렌즈와의 배광 차이는 에폭시 

렌즈가 0.8°, 폴리우레탄 렌즈는 0.7°의 좁은 배광 각도로 측정되

었고, 에폭시 렌즈가 가장 좁은 배광 각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총 광속은 렌즈가 없는 LED PKG보다 기존제품 렌즈

는 902.6 lm, 폴리우레탄 렌즈는 802.5 lm, 에폭시 렌즈는 

1,279.4 lm 낮게 측정되어 폴리우레탄 렌즈가 기존제품 렌즈보다 

100.1 lm 높은 결과를 Fig. 9의 그래프 사진에서 확인 하였다. 광 

효율 또한 렌즈가 없는 LED PKG가 보다 기존제품 렌즈는 6.12 
lm/W, 폴리우레탄 렌즈는 5.81 lm/W, 에폭시 렌즈는 9.28 lm/W 
낮게 측정되었고, 폴리우레탄 렌즈가 3개의 렌즈 중 효율이 높게 

측정되었고, 그 결과는 Fig. 10의 그래프 사진에서 나타내고 있다. 

총 광속 결과와 광 효율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같은 그래프의 형상

을 나타내고 있으며, 3개의 렌즈 중 폴리우레탄 렌즈가 가장 좋은 

조명 성능이 측정되고, 투과율 또한 렌즈가 없는 LED PKG가 

100%로 정하였을 때 기존제품 렌즈는 94.5%, 폴리우레탄 렌즈는 

95.1%, 에폭시 렌즈는 92.25%로 계산됨을 Fig. 11의 투과율 그래

프 사진에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대 칸델라는 폴리우레탄 렌즈가 가장 높은 수치인 

47,437.66 cd로 측정되었고 기존제품 렌즈는 1,418.36 cd, 에폭

시 렌즈는 2,882.88 cd 낮은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2은 

소재에 따른 최대 칸델라 값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사진이다.

Fig. 8 Graph of light distribution angle change according to lens 
materials

Fig. 9 Graph of total luminous flux change according to lens 
materials

Fig. 10 Graph of light efficiency change according to lens materials 

(a) Epoxy lens (b) Polyurethane lens

Fig. 7 Light distribution measurement graph

Table 5 Epoxy lens and polyurethane measurement results

Part Unit
Test result

Polyurethane lens Epoxy lens
Beam angle ° 25.9 25.8

Power W 137.6 137.6
Luminous lm 15,744.6 15,267.7

Luminous efficiency lm/W 114.42 110.95
Maximum candela cd 47,347.661 44,46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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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 찰
5.1 IESNA 배광 분석 및 NEMA 등급

본 광학계의 필요한 배광은 각도가 좁은 배광 가지고 있는 조명

으로 대체적으로 넓은 야외 공간이나 보행자구역에 사용하고 있다.
IESNA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북미조명학회)에서는 단일 조명에서 나오는 빛의 분포 패턴에 따라 

등급을 Type 1~7로 나누고, 배광은 수직배광(Vertical angle, V), 
수평배광(Horizontal, H) 두 개의 배광으로 나누어 최대 광도의 

50%가 되는 각도까지 Beam angle, 최대 광도의 10%까지 Field 
angle로 NEMA Beam type으로 정의하고 있고 Fig. 13은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사진이다.[8]

기존조명 및 진공주형 렌즈를 측정한 결과로 NEMA Beam 
type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기존제품 렌즈의 최대 광도의 10%
인 4592.9301 cd로 Beam angle은 26.6°이고, 최대 광도의 50%
인 22964.6505 cd는 Field angle은 52.6°로 4H × 4V의 조건을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폴리우레탄 렌즈는 최대 광도의 10%인 4737.5661 cd

로 Beam angle은 25.9°이고, 최대 광도의 50%인 23687.8305 
cd는 Field angle 53.0°로 4H × 4V로 확인 되었다. 

에폭시 렌즈는 최대 광도의 10%인 4446.4784 cd로 Beam 
angle 25.8°, 최대 광도의 50%인 22232.392 cd는 Field angle 
54.7°로 NEMA Type 4H × 4V로 확인 되었다.

총 3개의 렌즈의 NEMA 등급은 4H X 4V에 해당하여 옥외 

조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명성능을 확인하였다. Fig. 14은 기

존렌즈, Fig. 15는 폴리우레탄 렌즈, Fig. 16는 에폭시 렌즈의 

Beam angle 과 Field angle의 광도 값에 의한 배광 결과 사진이

며,. 파란색 영역이 최대 광도의 10%일 때의 배광 각도이고, 빨간

색 영역이 최대 광도의 50%일 때의 배광 각도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35 W LED Spot Light의 광학계를 진공주형 

공법으로 제작하고, 조명성능을 측정하여 진공주형 공법을 활

용해서 폴리우레탄, 에폭시 소재로 제작된 광학계의 LED 조명

성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조명 측정 기준인 배광, 전력, 총 광속, 광 효율, 

최대 칸델라 모두 기준 범위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하여, 기존 

렌즈와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폴리우레탄 소재의 렌즈는 3개의 렌즈 중 총 광속

은 15,7443.6 lm, 광 효율은 114.42 lm/W, 투과율은 95.1%, 

Fig. 13 IES flood type distribution

Fig. 14 Beam angle and field angle result by luminous intensity 
value : PMMA lens

Fig. 11 Graph of transmittance change according to lens materials

Fig. 12 Graph of maximum candela change according to len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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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칸델라는 47,347.66 cd로 가장 좋은 결과를 확인했다. 하
지만 배광은 기존 렌즈보다 0.7° 좁은 배광인 25.9°로 좁게 확

인 되었다.
세 번째로 에폭시 소재의 렌즈는 3개의 렌즈 중 가장 좁은 

배광인 25.8°로 기존 렌즈보다 0.8° 좁은 배광의 차이를 나타내

었고, 총 광속은 15,267.7 lm, 광 효율은 110.95 lm/W, 투과율

은 92.2%, 최대 칸델라 값은 44,464.784 cd로 가장 낮은 결과

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IESNA에서 지정한 NEMA Beam Type에 4 H 

× 4 V에 3개의 렌즈가 충족한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옥외 

조명으로 적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위 네 가지의 결과로 볼 때 진공주형 공법으로 제작한 폴리우

레탄 소재의 렌즈와 에폭시 렌즈는 앞서 제시한 조명성능을 모

두 만족하였고, 기존 렌즈와의 조명 성능을 비교한 결과 폴리우

레탄 렌즈는 높은 성능을, 에폭시 렌즈는 근접한 조명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진공주형 공법이 조명용 렌즈의 제작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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