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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은 현실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보다 자주 접할 수 있다. 빛과 연계된 해석방법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었고, 이러한 해석 분야는 크게 기하광학적인 접근과 물리광학 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싸이펨, 효율적인 제품 설계와 개발을 
위한 Synopsys 광학 설계 분석 솔루션

즉, 광학의 입자설과 파동설의 복합적인 부분이 이론

적으로 분화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이다. 여기서 입자설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하광

학은 기하학적인 형상에 기반을 둔 해석 방법으로, 광

원에서 나오는 빛의 묶음을 뿌려서 빛의 특성과 재질

의 특성과 형상 구조를 염두에 두어 빛의 직진, 반사, 

굴절, 투과 등을 스넬의 법칙에 근거하여 해석을 수행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광학 설계 분석 솔루션으로 렌즈설계에 특

화되어 있는 CODE V 와 전반적인 조명 설계 해석에 

사용되는 LightTools, LucidShape가 있다. CODE V

는 기하 광선 추적을 기본으로 독자적인 최적화 기법

과 분석 방법 및 자체 매크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다양

한 광학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링, 분석, 최적화 기능을 

제공한다. LightTools는 해석 기법인 Monte-Carlo 방식을 

이용하여, Forward, Backward, Hybrid Ray Tracing과 같

은 다양한 해석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

계자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LucidShape은 차량용 조명 설계에 특화된 소프트웨

어로 목표 배광을 설정하면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형상을 자동적으로 설계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설

계, 분석 및 렌더링까지 조명 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설계한 헤드램프를 가상 시운전 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ATIA 

반사광학계에 대한 렌즈 해석 결과와
CODE V 11.3 버전 CAD Impor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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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환경에서 LucidShape의 광학적 특성을 부여하여 시뮬레

이션 할 수 있는 LucidShape CAA V5 Based 가 출시되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LED TV, 자동차 

조명, 카메라, 가상현실 등 이 모든 것이 광학과 연결되어 있

는 응용분야이다. 카메라 렌즈, 스마트폰 렌즈, CCTV, 블랙박

스 렌즈, 프로젝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결상 광학 시스

템의 설계와 해석에는 CODE V 가 사용되며, 스마트폰, LED, 

TV 디스플레이, 광 모니터, 차량 계기판 등 다양한 분야의 조

명 어플리케이션에는 LightTool가 사용된다. 이렇듯 현대 사

회에서 기계는 삶의 한 부분이며, 옵션이 아닌 필수품이다. 

자동차만 고려해보아도 우리가 평소에 의식 없이는 잘 인지 

하지 못하는 빛을 생각해볼 수 있다. 헤드램프, 리어램프, 테

일램프, 방향 지시등 등의 차량 조명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

된 알고리즘과 차량 램프 법규에 맞는 시스템의 해석 시에

는 LucidShape이 유용하다. 기하광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파

동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해석이 요구 되어지는 분야에서는 LightTools를 활용한 LiDAR 설계 시뮬레이션

RSoft를 사용하며, 이는 유한요소법과 유한차분

법, 1D System 을 통한 수치적 방법을 통하여 반

도체 소자, 광케이블의 설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

에 이용되고 있다. 광학 설계 분석 솔루션에 대

해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싸이펨으

로 문의하면 된다. 

sales@cyfem.com, 02-6473-2115

  

LucidShape을 활용한 자동차 픽셀라이트 시뮬레이션 결과

LightTools를 활용한 HUD 설계 분석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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