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자외선(UV) LED (light emitting diode)는 디스플레
이, IT 제조 및 보건⋅의료, 건축 등의 청정 생산 분야
에서 경화, 몰딩, 접착, 살균, 표면 처리 등의 특성을 
가지므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그러나 UV LED의 낮은 출력 [4] 및 일반적으
로 렌즈 시스템에 사용하는 석영 재료의 높은 성형비
용과 가공기술의 어려움으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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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하는 재료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UV 경화에는 2,000~50,000 mJ/cm2의 에
너지를 필요로 한다 [5]. 그러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3,000 mW/cm2 이상의 높은 UV 에너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경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의 광원은 일반적으로 석영을 이
용하는 실린더 형태의 렌즈를 다중으로 사용하여 LED 
방사광을 집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석영을 재료로 사용
하는 렌즈 제작기술은 넓은 면적의 조사기에서 높은 
조사밀도를 가지는 광원을 제작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
다. 또 실린더 형태의 렌즈는 세로 방향으로 충분한 
면적의 균일한 조사밀도를 얻기가 어려워 여러 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양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고출력 및 고균일성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고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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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tal internal reflection (TIR) linear lens of size 190 (W) × 5 (D) × 2.1 (H) mm3 has a directivity of 25° and 

was made of a polydimethysiloxane (PDMS) silicone resin with a refractive index of 1.4 and a transmittance of 93% at 

365 nm UV wavelength. A light source with a size of 190×25.5 mm2 was fabricated by installing a TIR linear lens on 

a chip on board (COB) type LED module mounted with a 1.1×1.1 mm2 size UV LED.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light source showed a maximum irradiation density of 3,840 mW/cm2 at a working distance of 5 mm and a high uniformity 

of 91.6% over a 150×25 mm2 irradiation area.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light source were measured at a supply 

current of 500 mA. The saturation temperature was reached after 30 min of operation, and measured to be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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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렌즈 시스템 제작기술과 고정밀의 조립기술을 필요
로 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석영재료를 이용하는 비
구면 형태의 렌즈 제작기술은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
서 사용하는 기기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LED는 점광원의 특성을 가지므로 고지향성, 고균일성 
및 고집속기술 렌즈시스템을 이용하기에 수월하며, 특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고투과율의 실리콘 수지재료기
술 개발 [6]과 고지향성을 가지는 TIR (total internal 
reflection) 렌즈 [7] 제작기술 및 이를 이용하는 광원
의 개발 [8]은 종래의 조사기 제작에서 렌즈 시스템의 
규모나 고비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365 nm 파장대역의 UV 영역에서 93%의 
투과율과 1.4의 굴절률을 가지는 PDMS (polydimethyl- 
siloxane) 실리콘 수지를 이용하여 TIR 선형 렌즈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높은 조사밀도를 얻기 위해 많은 
수의 칩을 집적할 수 있는 COB (chip on board) 형
태의 모듈을 제작하고, 다수의 칩을 낮은 전류에서 구
동하여 고효율의 광원 특성 [9]을 가지도록 하였다. 

TIR 선형 렌즈는 ‘LightTools’를 이용하여 설계하였
으며, Al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또 조사 분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TIR 선형 렌즈가 장착되는 LED 
최적 위치와 조사 분포를 설계하였다.

2. 실험 방법

렌즈 재료는 PDMS 실리콘을 재료로 하였다. TIR 
선형 렌즈 및 광원 시스템은 ‘Light Tools’ 광학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1에 설계된 렌즈 
도면, 그림 2에 지향 특성을 나타내었다.

설계한 렌즈의 크기는 190 (W) × 5 (D) × 2.1 (H) 
mm3이며, 세로 방향으로 24.3°의 지향각을 가진다. 설계
된 렌즈를 이용하여, 작동거리 5 mm, 조사영역 150×25 
mm2에서 90% 이상의 균일성과 3,000 mW/cm2 이상
의 조사밀도를 가지는 광원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3에 TIR 선형 렌즈를 이용하는 UV LED 선형 
광원과 이를 4줄로 배치하여 설계한 조사기 광원 시스
템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90개의 LED 칩을 1개의 렌
즈에 각각 1 mm 간격으로 직렬 배치하여 선형 광원
으로 제작하고, 이 선형 광원 4개를 세로 1.83 mm 간
격으로 병렬 배치하여 190×25.5 mm2 크기의 광원을 
설계하였다. 이때 LED는 1.1×1.1 mm2 크기로, 500 
mA의 전류에서 760 mW의 광속 특성을 가지는 수직 

전극구조 칩을 이용하였다.
조사기 광원은 크기 210×38 mm2의 회로기판에 

1.1×1.1 mm2 크기의 UV LED 칩 360개를 설계한 자
료와 동일한 간격으로 90×4 배열로 직병렬 회로를 구
성하였다. 기판은 양호한 열전도 특성을 얻기 위해 알
루미늄(Al) 소재의 금속 PCB (printed circuit board)
를 사용하였다. 

렌즈 시스템 조립은 제작된 PCB에 렌즈를 고정시키
기 위해 Al 지그를 설치하였으며, Al 지그를 상하로 
분리하여 TIR 렌즈를 PCB에 고정시켰다. Al 지그는 
다시 방열판과 PCB와 Al 케이스에 고정하여 방열 특
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열 시스템은 37.1 CFM (cubic feet per minute)
의 공기를 배출하는 60×60 mm2 크기의 FAN과 방열
판을 케이스에 고정하여 강제 공냉 방식의 방열 시스
템을 설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설계한 TIR 선형 렌즈를 이용하는 UV LED 광원의 

Fig. 1. Drawing of the designed the TIR linear lens.

Fig. 2. Direction angle of the designed lens.

Fig. 3. Light source system using the TIR linear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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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밀도 시뮬레이션 설계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
다. 조사면적에서 최대 5,109 mW/cm2의 조사밀도와 
93%의 균일성이 얻어졌다.

TIR 선형 렌즈의 제작은 PDMS 실리콘 수지를 사용
하였다. 렌즈 제작 금형은 실리콘과의 캐스팅 이형성 
및 반복 사용에 대한 내구성을 고려하여, 경면 가공이 
용이한 Al을 소재로 하였다 [8].

제작한 TIR 선형 렌즈 사진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실리콘 수지로 렌즈를 제작하여 렌즈 표면이 매우 깨
끗하게 성형되었으며, 매질 내에서의 전반사 원리를 이
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표면에서 손실되는 빛이 최
소화되어 광 투과율이 높다 [10]. 제작한 렌즈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유지되었다.

제작한 TIR 선형 렌즈를 이용한 UV LED 조사기 광
원의 조사밀도 특성을 평가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UV 조사밀도 측정은 ‘UVI CURE PLUS II’를 사용하
였다. 조사밀도는 최대 3,840 mW/cm2으로 측정되었
으며, 150×25 mm2 영역에서 균일성은 91.6%로 나타
났다. 이때, UV LED는 500 mA에서 구동하였다. 

최대 조사밀도가 설계값과 1,200 mW/cm2의 차이
를 나타내는데, 이는 칩과 렌즈의 초점거리 및 위치 
오차와 LED에서 발생하는 발열로 인한 온도 상승에 

따른 광속 특성의 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초점 
및 위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차는 TIR 렌즈를 이용하
는 SMD 형태의 램프에서도 확인되었다 [8]. 칩이 렌즈
의 원점에서 1 mm 정도 벗어나 있을 때 광속은 최대 
14%의 조도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 사용하는 LED의 온도
가 90℃일 때, 광속이 15%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종래의 석영재료를 이용하는 UV LED 
선형 조사기에서, 실린더형 렌즈를 다중으로 설치하여 
방사광을 집속하는 방식으로 400×1.5 mm2의 조사영역
을 가지는 선형 조사기가 10 mm 조사거리에서 최대 
4,500 mW/cm2의 조사밀도를 가지는 것과 비교하여 
유효 조사면적이 6배 정도 넓은 것을 감안할 때, 조사
면적에서의 광속 특성이 열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작 측면에서도 높은 조사밀도를 가지기 위해 석영
재료의 실린더형 렌즈를 다중으로 사용하는 조사기에
서는 렌즈 가공 제작의 어려움 및 Al 등의 금속재료 
지그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설치해야 하는 시스템의 번
거로움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 LED를 칩 상태로 실장
하고 간단한 구조의 렌즈를 설치하는 것으로 유사한 
조사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구성 및 제작비 측면
에서 큰 이점을 보여준다.

또 조사기 광원을 제작할 때, 일정한 수의 칩을 설
치하는 선형광원을 마스터 배치(batch)하여 광선 추적 
프로파일 자료를 제작하고, 조사 분포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높은 균일성을 요구하는 여러 형태의 대면적 
광원 제작기술로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제작한 조사기 광원은 케이스와 PCB 및 렌즈 고정용 
지그의 가로 길이 규격을 개선하여 연속적으로 균일한 
조사 분포를 가지는 모듈러 방식의 조사기 제작에도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수의 LED를 구동하는 광원에서 발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조사기 광원을 30분 동안 연속 
구동한 후, 열 특성을 평가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온도 측정은 ‘FLIR E5’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UV LED를 500 mA로 구동하였을 때, 최고 95.9℃, 

Fig. 4. Result of the light source simulation.

Fig. 5. Image of the fabricated the TIR linear lens.

Fig. 6. Distribution properties of the irradiation density of the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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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0.1℃의 온도가 측정되었다. 9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포화되기 때문에 높은 전류에서 구동하기 위
해서는 더 큰 규모의 방열 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4. 결 론

365 nm 파장대역에서 투과율 93%와 굴절률 1.4의 
PDMS 실리콘 수지를 이용하여 24.3°의 지향 특성을 가
지는 190 (W) × 5 (D) × 2.1 (H) mm3 규격의 TIR 선
형 렌즈를 제작하고, 이 TIR 선형 렌즈를 이용하는 UV 
LED 선형 광원과 이를 4중으로 배치하여 190×25.49 
mm2 크기의 조사기 광원을 제작하였다.

선형 광원은 1.1×1.1 mm2 크기의 UV LED Chip을 
90개 직렬로 실장하고, 그 위에 TIR 선형 렌즈를 설치
하여 제작하였다.

제작한 조사기 광원의 조사밀도는 작동거리 5 mm, 
조사영역 150×25 mm2에서 최대 3,840 mW/cm2의 
조사밀도와 91.6%의 높은 균일성을 나타내었다. 이때, 
각 LED는 500 mA로 구동하였다.

PDMS 실리콘 수지재료 TIR 선형 렌즈 광원기술은 

석영재료의 실린더형 렌즈를 다중으로 사용하는 종래
의 광원에 비하여 다수의 칩을 실장하고 TIR 선형 렌
즈를 간단한 방법으로 장착하여 낮은 전류에서 구동하
여 높은 조사밀도 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제작 측면에서의 편리함, 저비용, 내구성의 특성을 가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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