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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ED(Light Emitting Diode)는 백열 구, 할로겐램

, 형 등 등 기존 원 비 고효율, 장수명, 발

역조정, 소형화, 친환경등많은장 으로인해, 기존

조명을빠르게 체하고있다[1-4]. LED 원은이미

교통신호등, Sign LCD(Liquid Crystal Display) 백

라이트 원으로 100%가까이 용되고있으며, 자동

차의내․외장조명 조등, 실내조명은물론가로

등, 보안등과같은실외조명등의일반조명에서도그

비 이 차 확 되고 있다. 이 밖에도 Spot light,

Search light, 투 등, 시/무 등의특수조명에서도

LED 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이 많이 추진

되고 있다.

이러한 LED 조명기구는 사용 목 에 합한 최

의 배 분포를 가져야 하는데 배 제어를 해 별도

의 Lens나 Reflector와 같은 학계가 필수 으로 사

용될 수밖에없다. 를 들면 Spot light 는 Search

light와 같은조명에서는빛을매우좁은각도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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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하는것이필요하며, 이경우입사한빛을평행

으로 만들어 주는 Collimator Lens가 용되고 있다

[5]. Collimator Lens는 보통 TIR(Total Internal

Reflection) Lens라고 불리며, 일반 볼록 즈와

Reflector의 특성을 결합한 효율 인 집 즈이다.

본논문에서는 Spot light, Search light 개발에필요

한 Collimator Lens의설계조건을여러형상설계변

수에따른 학 특성, 특히 효율(Light Collection

Efficiency; Lens를 투과한 선속/LED 선속)

지향분포각(Angle of Beam Spread; 최 도

심의 50%지 의 각도)의 향을 추 시뮬 이션

을통해고찰하고자하 다. 추 시뮬 이션은조

명 학계의 추 해석 문 로그램

Synopsys社의 LightTools 8.3.2를 사용하 다.

2. 이론적 고찰

2.1 Collimator Lens

(a) (b)

Fig. 1. (a) Collimator Lens shape (b) ray tracing

그림 1 (a)는 일반 인 Collimator Lens의단면형상

을나타낸것이고, 그림 1 (b)는 LED에서입 부를거

쳐 Collimaotr Lens 내부로 발산한 빛의 이동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Collimator Lens 구조는크게 입 부,

반사부, 투과부로 나 수 있다.

Collimaotr Lens의입 부는오목하게 여져있고,

LED에서방사된빛이입 부내의공기를거쳐Lens

내부로입사하여 1차굴 , 투과하게된다. 이때입

부의 형상변수는 반사부로 최 의 량을 보내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Collimator Lens 측면에 형성된 반사부에서는 입사

된빛이Lens와외부공기간의굴 률차이 입사각

으로 인해 많은 빛이 반사하게 된다. 이 때 반사부에

서반사되지않고굴 , 투과되어공기 으로유출되

는 빛은 Collimaotr Lens의 효율을감소시키게되

며 지향각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반사부의 형상변

수는 많은 빛이 반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Collimator Lens의투과부는유효한빛을외부로최

종 으로 방출하는 부분이다.

2.2 굴절 및 투과

Collimator Lens의입 부에서발생하는굴 투

과는 Snell’s law로설명된다. 굴 투과는한매질

로부터다른매질로빛이이동할때그경계면에서빛

의이동방향이꺾여진행하는것을말하며, 이는서로

다른두매질의 도차이로인해빛의이동속도가달

라지는 원인 때문이다[6]. 그림 2와 같이 굴 률이 ni

인 매질에서 nt인 매질로 빛이 입사하는입사각을 θi,

굴 각은 θt 표 하며다음과같은식 (1)을만족한다.

sin  sin (1)

Fig. 2. Direction of light at the interface

2.3 전반사

반사는그림 3과같이고굴 률매질(ni)에서 굴

률매질(nt)로빛이특정각도이상으로입사하는경

우모든빛이반사하는 상을말한다. 여기서특정각

도를 임계각(Critical angle, θc)이라 하며, 임계각(θc)

은 식 (1)에 의해 계산되어 식 (2)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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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2)

Fig. 3. Total internal reflection

2.4 Bezier curve

Bezier curve는 임의의 형태의 곡선을 표 하기

한곡선으로, 제어 (control point)이라고하는몇개

의 으로만들어 진다. 최 의 제어 인 시작 에서

시작한 곡선은 시작 과 끝 사이에 치하는 내부

제어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최후의 제어 인 끝

까지이동으로다양한자유곡선을얻을수있다[7].

Fig. 4. Bézier curve

LightTools에서는 Bezier curve에 기 하여 간단하

게 반사부 곡면을 형성한다. LightTools의 Bezier

curve는그림 4와같이시작 , 끝 , 제어 으로구성

하고, 제어 의 Size와 Position 그리고 Weight를 조

정하여곡면을형성한다. 제어 의 Position은 제어

치를지정하여 P1과 P2로 형성되는곡면의 곡률

치를제어하고, Size는 제어 을 P1과 P2 사이에서상

하이동으로곡률의크기를제어한다. Weight는 P1과

P2, 제어 을 고정한 상태에서 곡률을 조 한다.

Weight 값의 유효한범 는 0에서 1로, 0에가까우면

직선의형태에근 하고, 1에가까우면곡면의형태에

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osition, Size는 특정 값으

로 고정한 상태에서Weight를 제어해 곡면을 조 하

다.

3. 광 추적 및 해석 조건 설정

3.1 LED Light Source

Fig. 5. Osram社 LW G6SP - Advanced Power
TOPLED

추 해석에 용한 LED Light Source는 그

림 5에 도시되어 있는 Osram社의 LW G6SP -

Advanced Power TOPLED로, Package 외형 사이즈

는 3.5mm×3.5mm이다. Osram社에서 제공하는 이

LED Package의 LightTools Ray File을 활용하여

추 해석을 진행하 다.

3.2 Collimator lens 설계변수

그림 6에 Collimator Lens의 3차원형상과 2차원단

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6.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Collimator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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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했듯이 빛의 경로에 향을 주는

Collimator Lens 주요부분은 입 부와 반사부이다.

입 부는 표 1과 같이 4가지 형상으로 선택하 고,

형상에따른크기 각도를설계변수로각각설정하

다. 입 부에서 첫째, 원통형 형상인 경우 원통의

반지름과 높이가 변수이다. 둘째, 각이 있는 원통형

형상인경우원통형내부각도와높이가변수이다. 셋

째, 구형 형상인 경우 구형의 반지름, 구형의 높이가

변수이다. 넷째, 형상이 타원인 경우 장축의 길이가

변수이다.

그리고 반사부는 Bezier curve를 이용하여 Weight

값이 변수이다.

Table 1. Parameters Simulation conditions

Incident Part
Reflect

Part

Cylinder
Angled

Cylinder
Spherical Ellipse

Bezier

curve

Radius Angle Radius
Major

Axis
Weight

1.3～3.7 35～90 1.3～3.7 2.8～6.0 0～1.0

Height Height Height - -

0.6～6.0 1.8～2.4 0.1～2.8 - -

3.3 광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LightTools에서 시뮬 이션조건설정은표 2와

같다.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Condition Value

Lens Material
PMMA (Poly Methyl

Methacrylate)

Lens Refractive Index

(at 550nm)
1.4936

Input Ray 10,000,000

Split Rays Fresnel Loss

4. 광 추적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각 설계변수에 해 추 해석을 LightTools

를 이용하여 학 특성 값을 도출하 다.

4.1 원통형 입광부

Fig. 7. Cylinder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a)

(b)

Fig. 8. Optical properties from Cylinder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a) Cylinder
height and radius; (b) Cylinder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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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입 부가원통형일때의설계변수인높이

와반지름을표시하 다. 그림 8 (a)은 반지름이각각

1.3mm(최소), 2.5mm, 3.5mm(최 ) 일때높이 0.6mm

에서 6.0mm로변화시켰을때 효율 지향각변화

를 나타내었다. 효율은 높이가 증가하면서 일정해

지는 경향을 가졌으며, 지향각은 반지름길이에 계

없이 특정 높이 1.8mm에서 최소 지향각을 가졌다.

그림 8 (b)는 그림 8 (a)에서 최소지향각을 나타낸

높이 1.8mm일때원통의반지름을 1.3mm에서 3.7mm

로변화시켰을때 효율 지향각변화를나타내었

다. 반지름길이가증가하면서 효율은감소하는경

향을 가졌으며, 지향각은 반지름 2.8mm에서 최소 지

향각을 가졌다.

원통형입 부의경우에는 효율은높이가증가하

면 일정해졌으며, 반지름이 증가하면 감소하 다. 지

향각은 특정 높이에서 최소 지향각을 가졌으며, 반지

름에 의한 변화는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 Intensity Distribution of Cylinder Incident
part

그림 9는 원통형 입 부 경우 최 효율 93.4%,

최소 지향각 4.01°를 가졌던 높이 1.8mm, 반지름

2.8mm일 때의 배 분포를 나타내었다.

4.2 각이 있는 원통형 입광부

그림 10은 입 부가각이있는원통형일때의설계

변수인 높이와 내부각도를 표시하 다. 그림 11은 그

림 8 (b)에서최소지향각을나타낸반지름 2.8mm기

으로 높이 1.8mm에서 2.4mm까지의 높이에 해

내부각도 θ를 35°에서 90°로변화시켰을때의 효율

지향각 결과를 나타내었다.

효율은 높이에 계없이 내부각도 65°부근에서

높은 효율을 나타낸 반면, 지향각의 경우 높이

2.3mm 이하일 경우 내부각도 변화에 해 지향각이

10°이상의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특정 높이

2.3mm 이상의경우에서만좁은지향각을얻을수있

음을 확인하 다.

Fig. 10. Angled Cylinder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Fig. 11. Optical properties from Angled Cylinder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Cylinder
internal angle and height)

Fig. 12. Ray tracing of Angled Cylinder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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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형상이 각이 있는 원통형 일 때의 높이

1.8mm, 2.3mm의빛의경로를나타내었다. 같은내부

각도에서높이가클경우원통형경사에서굴 , 투과

되는 역이크고그로인해반사부에입사되어반사

되는 빛의 양이증가하여 높은 효율 좁은지향

각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3. Intensity Distribution of Angled Cylinder
Incident part

그림13은각이있는원통형입 부경우최 효

율 95.4%, 최소 지향각 3.08°를 가졌던 높이 2.3mm,

내부각도 65°일 때의 배 분포를 나타내었다.

4.3 구형 입광부

Fig. 14. Spherical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그림 14는입 부가구형일때의설계변수인반지름

과 높이를 표시하 다. 그림 15 (a)는 구형 반지름의

길이를 1.3mm에서 3.7mm로 변화시켰을 때의 효

율 지향각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지름이증가하면

서 효율은감소하 고, 지향각변화는미미하 다.

그림 15 (b)는 그림 8 (b)에서최소지향각을나타낸

원통형반지름 2.8mm기 으로구형반지름을 2.8mm

로 고정하고, 구형 높이를 0.1mm에서 2.8mm로 변화

시켰을 때의 효율 지향각 결과를 나타내었다.

높이가 낮아지면서 효율은 체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가졌으며, 지향각은 커지다가감소하 지

만 체 으로 10°이상의 각도를 가졌다.

(a)

(b)

Fig. 15. Optical properties from Spherical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a) Hemisphere
radius; (b) Spherical height

Fig. 16. Intensity Distribution of Spherical Inciden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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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구형입 부경우최 효율 95.7%, 최

소지향각 7.08°를 가졌던반지름 1.3mm일때의배

분포를 나타내었다.

4.4 타원형 입광부

그림 17은 입 부가타원형일때의 설계변수인장

축의 길이를 표시하 다. 그림 18은 그림 8 (b)에서

최소 지향각을 나타낸 원통형 반지름 2.8mm 기

으로 타원 단축을 2.8mm 고정하고 장축 길이를

2.8mm에서 6.0mm로 변화시켰을 때의 효율

지향각 결과를 나타내었다. 장축 길이가 증가할수록

효율은 증가하 다가 특정 길이 3.6mm 이상에

서는감소하는 경향을 가졌고, 지향각은감소하 다

가 3.3mm에서 증가하 지만 체 으로 10° 미만

이었다.

그림 19는타원형입 부경우최 효율 94.6%,

최소지향각 4.27°를가졌던단축 2.8mm, 장축 3.3mm

일 때의 배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17. Ellipse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Fig. 18. Optical properties from ellipse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Major axis)

Fig. 19. Intensity Distribution of Ellipse Incident
part

그림 20은 반구형을 기 으로 높이가 낮은 구형과

높이가높은타원형상일때의빛의경로를나타내었

다. 높이가 높은 타원형일수록 1차 곡면에서 많이 굴

, 투과하여 높은 효율과 좁은 지향각을 얻을 수

있었다.

Fig. 20. Ray tracing of Spherical and Ellipse Incident part of Collimator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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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반사부 Bezier curve 

Fig. 21. Optical properties from Collimator Lens
Weight parameter

그림 21은 반사부의 Bezier curve에서 Size와

Position을 각각 8.4, 0.3 기 으로 설정하고 Weight

변화에 따른 효율 지향각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의입 부형상은그림 11에서최소지향각과최

효율을 나타낸 반지름 2.8mm, 높이 2.3mm, 내

부각도 65°인각이있는원통형이다. Weight 값이특

정값 0.5에서좁은지향각을가졌지만, 그이상, 이하

에서 격히 지향각이 넓어졌고, 효율은 특정 값

0.4에서 최댓값을 얻었지만 그 변화는 미미하 다.

그림 22는 Bezier curve에서Weight 변화에따른빛

의 경로를 나타내었다. Weight가 0으로 반사부가 직

선인경우에는일부빛이측면으로투과되는것을알

수 있었고, 한 Weight가 0.5이상의 경우 반사부의

곡면의 정도가 커 반사부에서 반사가 정방향에서 벗

어나기에 지향각이 컸으며 효율이 작았다.

Fig. 23. Intensity Distribution of Collimator Lens
Weight parameter

그림 23은반사부의Bezier curve 경우최 효율

95.5%, 최소 지향각 2.73°를 가졌던 Weight 0.485일

때의 배 분포를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논문에서는빛을집 투사할때매우효율 인

Collimator Lens의 여러 형상 설계변수에 해 학

특성 향을 추 시뮬 이션을통해고찰해보

았다.

추 결과로, 입 부에서는여러형상들 타원

형인 경우가 높은 효율(94～95%) 좁은 지향각

(4～7°)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각이 있는 원통형인

경우에는 특정 높이 2.3mm 이상을 만족하여야 높은

효율(95.4%)과 좁은지향각(3.08°)을 얻을수있음

Fig. 22. Ray tracing of Collimator Lens Weight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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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확인하 다. 투과부에서는 반사하여정방향으로

나갈수있는특정곡면형상Weight값 0.5를가질때

높은 효율(95.1%)과 좁은 지향각(3.12°)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논문의각최 화형상설계변수값은 기설정

한Lens Size에국한하여 용될수있는것으로Lens

외각 Size가변경될시최 값 설계변수값 한

변경된다. 그러나 효율에 향을미치는주요변수

인 원통형 입 부의 높이와 지향각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인반사부의곡면은 Lens 외각 Size에상

없이 상할수있기에 Collimator Lens 설계시상기

와 같은 형상 설계 주요 변수에 주안 을 두고 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송기기 특화조명 핵심기술
개발 문인력양성사업(과제번호 : 0001363, 조선․해양
랜트․해양환경 LED융합조명 핵심기술개발 문인력
양성)으로 지원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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