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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는 저전력 고효율 광원에 대한 

수요로 LED 소자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통조명인 백열등, 
형광등 및 할로겐 등의 자리를 빠르게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관조명, 식물육성 및 의료용 조명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등, LED 조명산업은 대세를 거를 수 없는 완벽한 미래산업으로 

확립되어진 상태이다.
그런데 고효율 LED소자의 급속한 피해는 빛공해라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식물의 이상생육, 번화가 거주시

민의 불면증 및 생태계교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이는 LED소자의 밝기도 직접적인 문제이지만, 수직방향의 

직하조도, 컷오프 문제, 난반사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LED조명은 조명용 렌즈설계가 필

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고균제도 렌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런 광학용 비구면렌즈 설계기법들 중 역추적방식[1]은 광선을 

역으로 광원의 원점에 도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광원 접선의 방

정식을 통해 렌즈를 설계하는 방식과 freeform방식[2-7] 등을 이용

해 비구면 자유곡면 형상을 이용해 광학용 렌즈를 구현하는 방식

이 적용되고 있으나, LED칩과 렌즈 안쪽면 사이의 거리가 짧을 

경우 광원의 초점에서 방사되는 빛줄기(ray)가 렌즈설계에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단일초점에서 빛줄기가 방사 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COB (chip on board) 소자의 경우 광원의 면적이 

HP (high power) 소자에 비해 넓어, 기존연구의 수학적 설계기반

인 단일방사초점[2-5]이 적용된 수학적인 렌즈설계에서 제시된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향이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9:2 (2020) 127~133

https://doi.org/10.7735/ksmte.2020.29.2.127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ISSN 2508-5107(Online)

균제도 구현을 위한 비구면 조명렌즈 설계 연구
김세민a*, 박정우a, 전언찬b

Design of an Aspherical Illumination Lens for Realization of Uniformity
Se Min Kima*, Joung Woo Parka, Eon Chan Jeonb

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Dong-A UNIV.
b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Dong-A UNIV.

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an aspherical lens to increase 

the light uniformity of light source modules having a light emitting diode (LED) 
on their bottom surface. Lenses are designed based on the light emission of the 
LED light source. However, as the actual light emission of the LEDs differs from 
the theoretical one, we modified the profile of the designed lens. Additionally, a 
study was conducted to increase the light uniformity through a light source 
simulation program using the modified profile. An aspherical lens was used in 
conjunction with a COB (Chip-On-Board) LED light source,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uniformity value to 0.93.

Received 21 February 2020
Revised 7 April 2020
Accepted 13 April 2020

Keywords:
Uniformity (Emin/Em (Uo))
Aspheric lens
Simulation
COB (Chip On Board)
Fitting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1-200-6992

E-mail address: semin.kim75@gmail.com (Se Min Kim).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35/ksmte.2020.29.2.127&domain=http://journal.ksmt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Se Min Kim, Joung Woo Park, Eon Chan Jeon

128

따라서, 수학적인 렌즈설계를 기반으로 광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해 시행착오를 통해 협각을 구현할 수 있는 렌즈를 설계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1.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균제도 구현을 위해 LED칩의 특성을 분석하고, 

1차로 광원은 점광원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삼각함수를 적용하여 

렌즈의 안쪽면을 설계하고, 굴절되어 바깥쪽면에 수직으로 통과하

는 광선이 고려된 비구면 렌즈를 설계할 계획이다. 다만, Fig. 1에

서 보는 것과 같이 광 초점을 가상원점에서 설계하는 대부분의 연

구들과는 달리 실제 LED 칩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Ray파일은 가

상원점에서 광원이 방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설계로는 원하는 

설계데이터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b), (c)에서 보

는 것과 같이 광원의 방향이 COB의 경우는 내부 직경면에서 광원

이 방사되므로, 가상초점을 얻을 수도 없으며, 랜덤하게 방사되는 

광원을 정형화하기는 불가능하다.
Fig. 1에서 (a)는 비구면렌즈를 설계할 때 광원의 초점은 원점에서 

진행하는 이론적인 내용을 묘사하였으며, (b)는 실제 LUMILEDS 
사의 Luxeon 시리즈 광원에 대한 광원의 개수를 100개로 표시하

였을때 실제 측정된 광원 패턴을 나타낸 것이고, (c)는 500개의 

광원 개수로 실제 표시한 내용이다. 즉, 이론적인 원점개념과 실제 

광원 패턴과는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구면 내부커브와 렌즈내부를 통과해서 수직방향으로 

방사되는 외부커브로 삼각함수가 적용된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하

고, 이를 축대칭으로 회전시킨 3D모델링 데이터를 설계한 후 이를 

광시뮬레이션용 프로그램인 TracePro를 사용하고, 보정값을 적용

해서 균제도 구현을 위한 렌즈설계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

2. 본 론
2.1 이론적 수식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정각도의 광원이 바닥면에 조사되

는 거리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연속성을 고려한 F ′X F ′X

직선의 방정식으로 내부 곡면을 설계하였고, 렌즈 내부를 통과

해서 외부로 진출할 때는 굴절에 의해 손실되는 광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행방향의 수직이 되는 

F ″X F ″X 직선의 방정식으로 외부곡면을 설계하였다.

Fig. 2는 균제도의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광원소스의 광선은 렌

즈의 굴절률을 통해 렌즈의 내부커브를 통과해서 하단부의 

L1~L16까지 등분된 거리로 진행할 수 있는 형상을 구현할 수 있

고, 렌즈의 외부커브는 내부커브를 통과한 광선이 굴절없이 수직

으로 통과할 수 있는 형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Fig. 4의 CASE 1에서 각도별 관계는       이며, 

CASE 2에서 각도별 관계는       이며, CASE 3에서

(a)

(b) (c)

Fig. 1 (a) Theoretical light source[6]. (b) Result of TracePro 100 
ray (LUMILEDS Luseon COB1208). (c) Result of 
TracePro 500 Ray (LUMILEDS Luseon COB1208)

Fig. 2 Conceptual diagram for uniformity

Fig. 3 Mechanism of inner and outer surface of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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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관계를 형성하므로, 내부 비구면 좌표를 계

산하기 위해 원점을 지나는 광원의 직선식과 접선식을 연립하여 

구했으며, 기지값은     이며,    을 구하기 위

해 CASE별 적용은 아래와 같다.

CASE 1 :       , sin

sin
  (1)

CASE 2 :       , sin

sin
  (2)

CASE 3 :       , sin

sin
  (3)

CASE 1 :      , CASE 2 :      , CASE 
3 :       둔 상태에서      (이때 는 기지값)
로 두고 굴절률 수식을 적용하면 

sin

sin
 ,에서 

sin

sin 
sin

sin cos cos sin
  (4)

cos tan sin   (5)

tan sin

cos (6)

여기서  를 구하고, 각 CASE별의 각도식에서  을 구하고자 

하며, 내부의 비구면 접점을 구하기 위해 아래의 CASE별로 점의 

좌표를 구하였다.

CASE 1 : 
  tan     tan   (7)

CASE 2 : 
   tan     tan   (8)

CASE 3 : 
  tan     tan   (9)

그리고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Inside를 지나는 광선이 전반

사 손실없이 Outside면 밖으로 출사되기 위해선 비구면곡면에 수

직한 방향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수식으로 Outside를 구

성하는 좌표값을 계산하였다

  ∈  tan ∈  (10)

    tan


   (11)

Fig. 6은 Visual C++에서 좌표점을 구하기 위해 이전점을 기준

으로 균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광선의 진로가 각각의 CASE에 부합

하면 내부면의 좌표점과 외부면의 좌표점을 텍스트로 기록하는 알

Fig. 5 External curve for vertical output

Fig. 6 Flowchart for generating aspheric coordinates

Fig. 4 Normal and tangential relationship of rays refracted 
internally for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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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이며, 기록된 좌표값을 VisualLISP에서 불러와 AutoCAD
상에 비구면렌즈의 내부커브와 외부커브의 프로파일을 스플라인

커브로 형성한 후 렌즈의 외부 거더부분을 설계하여 최종 2차원 

프로파일을 완성하였다.

2.2 고균제도 비구면렌즈 설계 및 제작
Fig. 7은 Fig. 6을 통해 생성된 2차원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3D 

형상을 모델링하였고, (a)는 단면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심을 기준

으로 절단한 단면까지 표시하였으며, (b)는 3D모델링 데이터를 

토대로 가공된 금형으로 제작된 파이렉스소재의 완성품 렌즈를 

나타내었고, (c)는 개발 렌즈의 실제 천정면 투사되는 배광을 나타

내었다.
Fig. 8은 비구면렌즈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상기 수식을 토대로 

2D설계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2D, 3D 형상을 설계한 후, 
PowerMill프로그램을 통해 금형설계를 통해 렌즈금형을 개발한 

후, 이 금형을 적용하여 유리렌즈를 개발하였고, 배광검증을 하였

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균제도를 높이기 위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3. 실 험
3.1 TracePro를 통한 렌즈설계 검증 및 실험결과

광학설계소프트웨어는 TracePro, Light Tools 및 OSLO 등의 

소프트웨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TracePro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조명광원과 기구를 설계하는데 광원으로부터 방

출된 빛을 원하는 분포로 확산 또는 집중시켜 최종적인 빛의 분포

를 확인하는 조명 광학계 설계용 프로그램이다.
Fig. 9는 계산된 설계 데이터로 생성된 3D모델링을 광해석 프로

그램인 TracePro를 통해 해석하였으며, 이때 적용된 광원은 미국 

필립스루미네즈사에서 제공되는 Luseon COB1208의 Ray파일을 

적용해서 진행하였고, 여기서 (a)는 배광이 분포되는 바닥면의 조

도분포를 표시하였으며, (b)는 TracePro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IES파일 포맷으로 생성한 후 IES Viewer를 통해 각도별 광도의 

세기를 표시하였다.
수식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기초로 가공된 렌즈를 Fig. 10에서 

(a) (b) (c)

Fig. 7 (a) Modeling geometry, (b) Machined lens shape, (c) Light 
distribution.

Fig. 8 Aspheric lens development process

(a) Light distribution at the bottom of the selected plan

 

(b) Photometric Diagram
Fig. 9 The result of light distribution simulation

 

(a) Integrating sphere (b) Measured photometric diagram

Fig. 10 Light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ed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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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같이 적분구를 통해 각도별 광도세기를 측정한 결과 시

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Fig. 10(a)는 시험용 측정장비인 적분구이며, (b)는 해당 

적분구를 통해 측정된 광도세기이다.

3.2 데이터 피팅을 통한 균제도 보정
3.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광 바닥면의 중심부가 가장자리대

비 약 40%정도 밝게 나타났으며, 균제도는 평균조도에 가장 낮은 

부분의 조도의 비율이므로, 실제 균제도 값은 0.7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부의 밝기에 따라 눈부심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밝기를 설계된 데이터 피팅을 통해 균

제도를 보정하였다.
Fig. 10(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심부에 광도가 집중되는 각도

가 원점을 중심으로 10° 전후이므로, 피팅은 수식에서 10° 전후의 

값을 보정변수를 두어 굴절각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피팅하였으며, 
보정변수 값에 따른 결과값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다만, COB
의 광원의 방사 각도가 비선형적임을 감안하여, 시행착오(trial and 
error)로 조절하였다.

Fig. 12는 Fig. 11에서 시뮬레이션된 각각의 경우를 IES파일을 

생성하여 Relux로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Relux 시뮬레이션의 조

건은 바닥면의 크기 5×5 m에 IES파일이 삽입될 등기구의 높이를 

4.6 m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균제도 값을 얻기위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된 정량값인 균제도 값을 아래의 Table 
1에 표시하였으며, 밝기의 평균조도치 대비 최소 조도치 비율인 

종합균제도(Uo)값인 0.93까지 얻는데 성공하였다.
Table 1은 Relux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나타내었으며, Control

을 렌즈없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내며, Before Fitting은 

이론적 수식이 적용된 제작렌즈를 적분구로 측정한 IES파일의 

(a) Fitting No.1

 

(b) Fitting No.2

(c) Fitting No.3

 

(d) Fitting No.4

Fig. 11 The calibration of uniformity through the data fitting

(a) Before Fitting (b) Fitting No.1 (c) Fitting No.2

(d) Fitting No.3  (e) Fitting No.4 (f) Fitting No.5

Fig. 12 The Uniformity value of fitted data (Relux result)

Table 1 The result of simulation using relux

Emin/Em (Uo) Emin/Emax (Ud)
Control 0.64 0.47

Before Fitting 0.77 0.65
Fitting No.1 0.84 0.80
Fitting No.2 0.84 0.77
Fitting No.3 0.92 0.87
Fitting No.4 0.93 0.88
Fitting No.5 0.90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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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값이며, Fitting된 값은 이론적 수식을 보정변수를 

적용하여 3D모델링 파일을 통해 시뮬레이션 값의 결과값을 나

타내었다.
여기서, Emin/Em (Uo)는 평균조도치에 대한 최소 조도치인 종

합균제도(Uo)값을 나타내었으며, 참고적으로 Emin/Emax (Ud)
는 평균조도치에 대한 최대 조도치인 차선축균제도(Uo)값을 나타

내었다.

4. 결 론
수식으로 설계된 렌즈의 프로파일을 가공하여 제작된 균제도를 

토대로 일정한 균제도를 얻었으며, 해당 프로파일에 대해 균제도

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피팅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

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광선추적과 적용소재의 굴절률을 적용하여 비구면좌표에 대한 

수식을 구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파이렉스 소재를 적용한 COB
전용 균제도렌즈를 개발하였고, 적분구를 통해 IES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파일을 구하였으며, 이는 수식으로 설계된 데

이터를 기초로 시뮬레이션된 IES파일과 일치하는 경향을 얻었다. 
이론적 수식을 통해 개발된 렌즈를 적분구를 통해 측정한 결과값

에서 중심부에 광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도가 원점을 

중심으로 10° 전후에 집중된 결과를 얻었으며, 균제도를 높이기 

위해 피팅은 수식에서 10° 전후의 값을 보정변수를 두어 굴절각도

를 조절하는 식으로 피팅하여 균제도 향상을 구현할 수 있었고, 
렌즈없이 COB 칩만으로 상기의 조건의 균제도(Uo)가 0.64에서 

개발된 렌즈의 균제도(Uo)는 0.77로 약 17% 상승, 데이터 피팅된 

렌즈의 균제도(Uo)는 0.93으로 약 31%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개발된 렌즈는 프로파일을 축대칭으로 제작된 원형 배광렌즈이

므로, 사각타입의 바닥면에 배광될 경우 균제도를 높이는데 한계

가 있어 향후 사각배광을 구현할 수 있는 비구면렌즈를 통해 균제

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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