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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친환경 광원인 발광 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는 

저소비전력, 고휘도, 고속응답성, 친환경성 등의 특징으로 차세대 

조명으로 많은 주목 받고 있고, LED 소자의 발전은 전통조명인 

백열등, 형광등 및 할로겐 등 실내 조명기구의 교체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실내의 범위를 벗어난 도로교통신호등, 가로등, 자동차 

라이트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영역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효율 LED는 친환경 광원이지만 정면에서의 눈부심 현

상, 과도한 직하조도, 발광광도의 조절의 어려움, 빛공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고휘도 작업현장에서의 백색광에 인

한 작업자의 급속한 무력감, 작업자의 눈부심으로 인한 안전사고

의 발생 등 현실 적용을 위하여서는 발달된 적용 기술의 축소 적용

이라는 양면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LED 가로등이 있는 

인근 논밭에서 경작되는 식물의 이상 생육, 번화가의 LED 보안등

으로 인한 거주 시민의 불면증 및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는 이에 

따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점점 고효율화되는 

LED소자의 직접적인 밝기도 문제이지만, 수직 방향의 직하조도, 
광원을 제어할 수 없는 컷오프 문제 등이 더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ED 가로등과 보안등에는 빛가리개를, 실내조명의 

경우는 도광판 및 반사시트 등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광효율을 낮추는 효과로 저전력 고효율 시대흐름

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또한, 기존의 광원이 바닥에 조사되는 원형

의 방사패턴은 바닥면에 빛이 조사되는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균일한 균제도를 확보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각형 배광을 구현할 수 있는 렌즈

설계를 통해 바닥면에서의 균일한 배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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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고자 한다.
광학용 비구면렌즈 설계기법들은 역추적방식[1]으로 광원의 광선

을 추적하거나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해 광원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 렌즈를 설계하는 방식과 Freeform방식[2-7] 등을 이용하여 비

구면 자유곡면 형상을 이용해 광학용 렌즈를 구현하는 방식이 적

용되고 있다.
Yi Ding[2] 등은 편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LED광원소스가 직교

좌표의 원점에 있다는 가정 하에 적용된 굴절률을 통해 자유곡면의 

형상을 얻어 사각 배광을 구현하였다. Kai Wang[3] 등은 Monte 
Carlo Ray 추적을 기반으로 LED 광원소스가 원점에서 적용평면

에 매핑관계를 토대로 비대칭 배광을 구현하였다. Jin-Jia Chen[4] 
등은 삼학함수를 통한 광학분석을 기반으로 LED광원 소스가 원점

에서 출발한다는 가정 하에 콜리메이터렌즈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광원의 소스가 단일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가정으로 실제 LED칩과 렌즈 안쪽면 사이의 거리가 짧을 경우 

광원의 초점에서 방사되는 빛줄기(Ray)가 단일원점에서 빛줄기가 

방사되지 않는다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COB (Chip On Board) 소자의 경우 광원의 면적이 HP 

(High Power) 소자에 비해 넓어,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적용된 

수학적 설계기반인 단일방사초점[2-5]이 적용되어서는 정확한 결과

를 얻을 수 없고, 실제 LED칩의 방사조건에 목표한 배광패턴을 

구현하기에는 기존연구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삼각함수를 통한 수학적인 렌즈설계를 기반으로 

렌즈형상에 대한 기초모델링을 수행한 후 광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해 광원과 렌즈면의 거리 등의 변수를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의 사

각배광을 구현할 수 있는 결과값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1.2 연구목적 및 방법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광 초점을 가상원점에서 설계하는 

대부분의 연구들과는 달리 실제 LED 칩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Ray파일은 가상원점에서 광원이 방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설

계로는 원하는 설계데이터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COB의 경우는 내부 직경면 전체에서 광원이 방사되므로, 가상초

점을 얻을 수가 없으며, 랜덤하게 방사되는 광원을 정형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설계를 위한 일반식을 정의하기 위해 Far 

Field 개념의 단일초점 점광원으로 가정하였다. 렌즈의 안쪽 곡면

은 가정된 단일 초점과 삼각함수를 적용한 일반식으로 설계하고, 
바깥쪽 곡면은 굴절되어 진 광선은 목표 지점까지 직선으로 조사

되도록 비구면 렌즈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삼각함수가 적용된 접선의 

방정식의 Visual C++를 이용하여 비구면 내부 곡면형상과 외

부 곡면형상의 좌표값을 구하고, 얻어진 좌표값을 AutoCAD의 

VisualLISP을 이용하여 사각배광을 구현하기 위해 각도별 프로파

일을 생성하였다. 프로파일은 CATIA를 이용하여 3D로 모델링 

한 후, TracePro를 이용한 광시뮬레이션을 통해 IES파일을 얻고, 
실제 비구면 렌즈를 제작하여 적분구를 통하여 배광값을 측정하여 

IES파일을 만들었다. 
일반식을 정의하기 위해 가정된 Far Field의 개념의 검증을 위해 

Near Field의 조건에서 광원과 렌즈의 거리 조건에 따른 균제도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렌즈와 타겟 지점까지의 거리 조건에 

대한 균제도 경향을 시뮬레이션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배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Relux를 이용하여 공

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균일한 배광구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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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heric lens develop process for square ligh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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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이론적 수식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면의 균일한 조도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각도의 분할된 광원이 바닥면에 조사되는 거리 간격이 

동일하도록 렌즈의 내･외부 곡면을 설계하였다.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부곡면은 렌즈의 0°~90°구간을 

106 등분하여 각 광선의 인입점에서 연속된 접선방정식(F ′X , 

F ′X , , , F ′X)으로 내부곡면을 설계하였다. 가상의 광

원점으로부터 분할된 각도 ()에 따라 방사된 광선은 내부곡면에 

의해 인입점에서 굴절되어 목표지점까의 직선으로 조사되도록 하

였다. 또한, 렌즈 내부곡면에서 굴절된 광선은 렌즈 내부를 통과해

서 외부로 진출할 때, 굴절에 의한 전반사로 손실되는 광량을 최소

화하기 위해 광선의 진행방향의 수직이 되는 연속된 직선방정식 

F ″X , F ″X , , ,F ″X 으로 외부곡면을 설계하였다.

각도별과 방사된 광선이 조도면의 일정한 간격으로 방사되기 위

해서는 렌즈 내부곡면의 굴절각은 광선의 인입점마다 모두 달라져

야 하며,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부곡면에서의 굴절은 총 

4개의 CASE로 나타난다.
광원에서의 광선분할각(), 렌즈를 통과하기 전의 광선과 내부

접점에서의 수직된 법선과의 각도(), 굴절된 광선과 내부접점에

서의 수직된 법선과의 각도(), 굴절된 광선과 가사의 X축과의 

각도()의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CASE 1 :       (1)

CASE 2 :       (2)

CASE 3 :       (3)

CASE 1 :      , CASE 2 :      , CASE 
3 :       둔 상태에서      (이때 는 기지값)
로 두고 스넬의 법칙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가 정의된다.

sin

sin
 ,에서 

sin

sin 
sin

sin cos cos sin
  (4)

cos tan sin   (5)

tan sin

cos (6)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F ′X에서의  값과 F ′X에

서의  값은 광원을 106개의 각도로 분할할 경우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음으로, 얻어진 식 6) 으로 부터   를 구하고, 
각 CASE별의 각도식에서  을 구하였다.

광원에서 분할된 광선의 직선방정식과 렌즈 내부곡면의 접선방

정식을 이용하여 광선이 렌즈로 진입하는 내부곡면의 비구면접점

(, )을 아래의 CASE별로 점의 좌표를 구하였다.

Fig. 3 Conceptual diagram for uniformity

Fig. 4 Design of inner & outer curve

Fig. 5 Normal and tangent line and refracted rays for inn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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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tan

   tan   (7)

CASE 2 : 
   tan

   tan   (8)

CASE 3 : 
   tan

   tan   (9)

그리고, Fig.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렌즈 외부곡면은 내부곡면에

서 굴절되어 조사되는 광선의 직선방정식과 렌즈 외면의 수직직선

방정식인 아래의 수식으로 정의하고, 외부곡면의 좌표값(,
)을 계산하였다.

    tan  (10)

    tan


  (11)

구해진 수식을 Fig.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플로우차트의 개념

으로 Visual C++를 이용하여 코딩하였다. 그리고, 구해진 좌표

값은 AutoCAD의 VisualLISP을 통해 2차원 프로파일을 생성

하였다.
사각형 배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수식이 적용된 프로파

일을 이용하여 3차원으로 모델링되어야 하며, Fig. 9에서 보는 것

과 같이 광원의 시작점과 렌즈의 내부면의 높이 그리고 외부면의 

두께가 일치하는 연속된 모델링을 수행하여 비구면 렌즈 내부의 

형상을 설계하였다.

2.2 고균제도 비구면렌즈 설계 및 렌즈제작
삼각함수를 이용한 수식에 의해 구해진 좌표값으로 생성된 프로

파일을 이용하여 Fig. 10에서 보는 것과 비구면 렌즈를 3차원 모델

링하였다. 그리고 Fig. 11과 같이 비구면 렌즈의 금형을 제작하고 

렌즈 성형용 프레스를 이용하여 Fig.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각

배광의 비구면 렌즈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비구면렌즈는 Fig. 13과 같이 LED 칩을 적용하여 벽면

에 투사하였을 때 사각 배광이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Fig. 6 Mechanism of inner and outer surface of lens

Fig. 7 External curve for vertical output

Fig. 8 Flowchart for generating aspheric coordinates

Fig. 9 Internal shape design for aspheric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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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TracePro를 통한 배광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

Fig. 14에 보는 것과 같이 미국 필립스루미네즈사에서 제공되는 

Luseon CoB1208의 Ray파일을 광원으로 하여, 3D 모델링된 데

이터를 TracePro를 이용하여 광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렌즈의 설계에 적용된 수식은 Far Field 개념의 단일 초점으로 

가정하여 적용된 것으로, 실제 등기구에서 적용될 Near Field 조건

에서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광원과 렌즈의 내부곡면과의 거리를 

 

Fig. 10 Modeling geometry

(a) Lens mold (b) Pressure machine
Fig. 11 Glass lens manufacturing process

Fig. 12 Machined lens shape

Fig. 13 Light distribution

Light distribution 

Photometiagram

 

(a) offset +0.5 mm

Light distribution 

Photometric diagram

(b) offset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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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m씩 조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분구를 통하여 얻어진 실제 제작

되어 가공된 렌즈의 각도별 광도세기를 측정한 결과값과 3D로 모

델링 한 설계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하였다.

3.2 Relux를 통한 균일배광을 위한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의 균일배광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Relux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Fig. 16은 렌즈와 타겟지점까지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따른 균

제도와 조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렌즈의 설계조건인 6 m를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질 경우 광선의 확산에 의한 균제도는 높아

지나 평균조도가 떨어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도값은 증가하나 

균제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17은 3.1절에서 얻어진 1개의 원형배광(균제도 0.9 Contro)

과 일반식으로 설계한 렌즈의 IES 파일로, 두개의 광원데이터를 

사용하여 싱글배광과 멀티배광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18는 단독광원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원형배광에서의 

0.9 이상인 IES파일을 토대로 사각형 타입의 균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배광 높이를 6 m로 세팅하였다. 해당 높이에서 12 m × 6 m 
면적의 바닥에 투광되는 균제도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밝기의 평

균조도치 대비 최소 조도치 비율인 종합균제도(Uo) 0.75까지 얻는

데 성공하였다.
Fig. 19는 12 m × 6 m 면적에 높이 3.5 m에서 6개의 등기구를 

가로 3개, 세로 2개로 세팅하여 단독배광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뮬

레이션하였다. 원형배광의 경우 단일 균제도는 높으나, 원형이라는 

배광의 형상적 한계는 필연적으로 중첩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이
는 균제도를 높이는 데에는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렌즈의 경우, 배광의 위치에 따라 균제도 0.8 이상을 구

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적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Table 1은 Relux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Control은 균제도 0.9 이상의 원형배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나타내며, Design Value는 일반식으로 설계한 렌의 광원을 시

뮬레이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Emin/Em (Uo)는 평균조도치에 대한 최소 조도치인 종

Light distribution 

Photometric diagram

(c) offset +0.5 mm
Fig. 14 The Result of light distribution simulation

(a) Integrating sphere 

(b) Measured photometric diagram

Fig. 15 Light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ed lens

Fig. 1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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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균제도(Uo)값을 나타내었으며, 참고적으로 Emin/Emax (Ud)
는 평균조도치에 대한 최대 조도치인 차선축균제도(Uo)값을 나타

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ar Field 개념의 단일초점 광원과 광선추적 방식

으로 비구면렌즈를 설계하였다. 개발된 비구면렌즈는 파이렉스 소

재의 굴절률을 적용하였고, 사각형 균일 배광이 구현될 수 있도록 

비구면좌표에 대한 수식을 정의하였다. 또한, 연속된 직선의 접선

방정식으로 비구면렌즈의 내부곡면과 외부곡면을 구현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델링된 파일을 통해 렌즈금형을 제작하였고, 파이

렉스 소재로 COB 전용 고균제도 유리렌즈를 개발하였다.
수식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기초로 모델링된 비구면렌즈 데이

터를 TracePRO를 이용하여 IES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파일을 구하였고, 실제 제작 개발된 렌즈는 적분구로 측정

하여 IES파일을 구하였다. 두 개의 IES파일의 비교 분석결과, 이론

Contents Control Target distance 5.5 m

IES
setting

Light
distribution

Em 128 lx 114 lx
Emin/Em 0.18 0.68

Emin/Emax 0.13 0.56

Contents Target distance 6.0 m Target distance 6.5 m

IES
setting

Light
distribution

Em 103 lx 93.2 lx
Emin/Em 0.75 0.79

Emin/Emax 0.64 0.67

Fig. 16 Target distance change simulation

Table 1 The Result of simulation using Relux

Contets
Single distribution Multi distribution
Emin/

Em (Uo)
Emin/

Emax (Ud)
Emin/

Em (Uo)
Emin/

Emax (Ud)
Control 0.18 0.13 0.56 0.37

Design value 0.75 0.64 0.79 0.68

Contents Control Design value

IES
setting

Light
distribution

Emin/Em 0.18 0.75
Emin/Emax 0.13 0.64

Fig. 18 Single distribution simulation

Contents Control Design value

IES
setting

Light
distribution

Emin/Em 0.56 0.79
Emin/Emax 0.37 0.68

Fig. 19 Multi distribution simulation

Circle uniformity over 0.9 Design value
(a) Control (b) Offset 0 mm

Fig. 17 Geometry of IES file applied t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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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식의 비구면렌즈와 실제 제작된 비구면렌즈의 배광패턴은 

일치하였다.
그리고, 광원과 렌즈의 거리조건을 변화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Far Field 개념으로 설계된 일반식은 Near Field에서도 적용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간에서 배광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RELUX

로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공간인 12 m × 6 m의 

직사각형 공간으로, 원형 타입의 최적 균제도의 렌즈 배광은 중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동일한 조도를 구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각배광의 비구면렌

즈를 적용한 결과 균제도(Emin/Em)는 싱글배광의 경우 0.75, 멀
티배광의 경우 0.79까지 얻었다.

따라서,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휘도의 LED 배광을 

바닥면에 균일하게 배광시킬 수 있는 사각배광의 고균제도 렌즈는 

작업자의 시각적 피로도 및 작업환경에서의 눈부심에 의한 안전사

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빛공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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