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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warning lights are lights that are used to inform pilots in flight about the presence of
buildings or dangerous objects. Currently, the light sources of most aircraft-warning lights have been
replaced by light-emitting diodes (LEDs). However, the aircraft-warning lights that are installed
do not meet the optical performance standards and may cause airplane collisions. Therefore, the
use of such light poses a risk to aviation safe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designed a
Fresnel lens with the same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ovef 360◦ direction; thus, we collimated
the light beam from the LED light source with a narrow beam divergence angle in the form of an
array of aspheric pieces. After that, we designed and simulated an aircraft-warning-light optical
system with a center luminous intensity of 20,000 cd and a vertical divergence angle of 3◦ or more
by optimizing the lens’ tilt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LED and the Fresnel lens.
PACS numbers: 42.15.Eq, 42.82.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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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원과 프레넬 렌즈를 이용한 중광도 항공장애등 광학계 설계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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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등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등화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장애등의 광원은 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 로 대체되었고, 급격하게
확장 및 보급되었으나, 설치된 항공장애등이 광학적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항공 수송기기의 충돌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항공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60◦ 방향에서 동일한 광도 분포를 가지고, LED 광원에서 나오는 광선을
좁은 빔 (beam) 발산각으로 시준할 수 있는 프레넬 렌즈 (fresnel lens) 를 각각의 비구면 조각의 집합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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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설계를 하였다. 그 후에, 렌즈 기울기 (tilt), LED와 프레넬 렌즈 사이의 거리를 최적화하여 중심
광도 20,000 cd, 3◦ 이상의 수직 빔 발산각을 구현하는 항공장애등 광학계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PACS numbers: 42.15.Eq, 42.82.Bq
Keywords: 항공장애등, 프레넬 렌즈 (fresnel lens), LED, 광학계 설계

I. 서 론
프레넬 렌즈 (fresnel lens) 는 신호등, 등대, 무대조명 그
리고 약 50 mm 이상의 대구경 렌즈와 같은 응용분야에서
요구된다 [1]. 프레넬 렌즈는 Fig. 1(a) 와 같이 두꺼운 비
구면 렌즈를 Fig. 1(b) 와 같이 부피를 줄여도 비구면 렌즈
의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평판으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의 렌즈이다 [2]. 182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Augustine Fresnel에 의해 최초로 광학적인 이론이 토대가
되어 발명된 프레넬 렌즈가 발명자의 이름이 고유명칭으로
명명돼 등대용 렌즈로 적용된 이래로 현재는 비행 중인 조
종사에게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등화인
항공장애등의 렌즈에도 적용되기 적합하며, 국내에 설치되
어 있는 항공장애등 역시 프레넬 렌즈를 이용한 제품들이
보편화되어 있다 [3].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
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서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는 Table
1의 수직앙각 0◦ , -1◦ , 3◦ 에서의 광도 값과 최소 수직 빔
(beam) 발산각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4].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등 실태조사 결과를 따르면 국내의
10%의 항공장애등이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의 항
공장애등이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기준 광도의 10%
수준의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이로 인해 헬기 및 경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광도 기준을 만족하는 항공장애등의
부재와 국내 업체들의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광학계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7].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항공장애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등 배광 규격을 만족하는 수직앙각
별 광도 값과, 수직 빔 발산각을 구현하는 광학계의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표하는 빔
발산각을 위한 적절한 고출력 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 광원을 선정하고, 배광 규격과 LED 광원 모듈
의 특성에 맞는 프레넬 렌즈 광학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ynopsys 사의 Lighttools
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주

Table 1. Daylight intensity distribution standard of
medium luminous A type LED aircraft warning light.
0
Intensity
15,000∼25,000
(cd)
Minimum
beam angle (◦ )

Vertical angle (◦ )
-1
7,500∼11,250

3
7,500
(min)

3◦

Fig. 1. (a) Shape of aspherical lens and (b) Shape of
Fresnel lens.
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중심 광도
20,000 cd, 최소 수직 빔 발산각 3◦ 를 만족하는 단일 구조의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용 광학계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기하광학 (Geometrical optics)
기하광학 (Geometrical optics) 은 빛의 파동적인 현상 중
회절 또는 간섭을 제외하고, 빛의 굴절, 반사, 분산의 관점
에서 광선을 이용하여 빛을 해석하는 학문으로 빛의 파장이
특정한 광학계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 적합하다. 기
하광학에서 모든 물체는 독립적으로 방사하는 점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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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점광원에서 방사되어 공간을 통과하는 빛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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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tical properties of Cree XP-L2 LED (1050
mA , tj = 25 ◦ C).
Model
XP-L2

Color
White

Luminous flux (lm)
527

Viewing angle (◦ )
125◦

Fig. 2. The path of light at the interface.

Fig. 3. (Color online) Divergence angle according to the
size of light source.
의 흐름 방향으로 나타내는 경로의 선을 광선이라고 한다
[9].

2. 스넬의 법칙 (Snell’s law)

Fig. 4. (Color online) (a) Cree XP-L2 LED model (b)
Light distribution of XP-L2.

광선이 렌즈와 같은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경계면을 투과하여 꺾이게 되는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법
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θ1 ,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은 굴절각 θ2 이라 한다. 굴절률이 n1 인 매질에서
n2 인 매질로 빛이 입사할 때, 경계면에서의 빛의 경로는
Fig. 2와 같이 진행하며 스넬의 법칙인 식 (1) 을 만족하며,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는 비례한다. 스넬의 법칙에 기초하
여 광선을 제어할 수 있고, 프레넬 렌즈의 재질 및 각 그루브
(groove) 의 형태를 설정하여 초점 특성을 결정할 수 있다.
n1 sin θ1 = n2 sin θ2

(1)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ED 광원은 특정한
크기가 있고, 광학계가 가지는 수차로 인해 어느 정도의 빔
발산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광축을 지나는 광선은
렌즈를 통과한 후 평행하게 진행하지만, LED의 측면에서
발산하는 광선은 렌즈를 통과한 후 평행하게 진행하지 못한
다. 일반적으로 조명 광학계에 있어서 빔 발산각은 Fig. 3
과 같이 광원의 크기와 렌즈의 초점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광학계 설계 시, 목표로 하는 빔 발산각을 만들
수 있는 광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h
θ1 = θ2 = tan−1 ( )
f

(2)

3. 광원의 크기에 따른 Beam 발산각
이상적인 점광원이 광학계의 물체 공간 (object space)
의 초점에서 빛을 방사하면 광학계를 통과한 후 상 공간
(image space) 에서 무한의 상이 생긴다. 즉, 이상적인 조명
광학계의 대하여 점광원인 경우 빔 발산각을 0◦ 로 만들 수

III. 광학계 설계 및 시뮬레이션
Table 1 의 배광 규격을 만족하기 위하여 단일 구조의
프레넬 렌즈 설계와 효율적인 광학계의 설계를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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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ign parameter of the groove with Fresnel
lens.
Groove num.
1
2
3
4
Diameter (mm)
37.5
64
84.5
100
Radius (mm)
41.69
44.43
46.97
48.96
Thickness (mm)
8
15.64
24.06
31.63
Conic constant
-0.60535 -0.62338 -0.65363 -0.67898
Focal length (mm)
70.72
75.36
79.67
83.03

연구에서 선정한 모델이 된 광원은 Fig. 4(a) 의 형태를 가
지는 Cree 사의 XP-L2이다. 백색 LED이며, 3.45 × 3.45
mm의 크기를 가지고, Fig. 4(b) 의 Lambertian 배광분포를
가진다. Table 2에 선정된 LED의 광학적인 성능 사양을
나타내었다. 광학 시뮬레이션에는 Cree 사에서 제공하는
LED package ray data를 활용하였다 [11].
항공장애등은 수평 360◦ 방향에서 균일하게 보이고, 수
직으로는 광을 집속 시켜 멀리 전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통형 프레넬 렌즈를 이용하여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렌
즈의 직경은 LED 광원 모듈의 배열, 기구부와의 결합의
용이함을 위하여 250 mm로 결정하였다.
프레넬 렌즈는 광학 재질, 초점거리, 곡률반경, 그루브의
개수, 굴절면 형태 (구면, 비구면) 등의 광학적 요소들을
가진다. 광학 재질은 다른 재질과 비교하여 내열성 및 충
격강도가 우수한 Polycarbonate(PC) 로 결정하였고, 초점
거리는 일반적인 렌즈와 동일하게 프레넬 렌즈의 중심부에
의해 근축 광학적으로 결정되는 요소이다. 초점에서 발산
하는 빛을 구면 수차를 줄이면서 평행 광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각 그루브의 곡률중심을 거리의 축에 따라 멀어지게
설계해야 한다. 그루브의 개수는 광원에서 방사하는 광량
이 손실 없이 광학계에서 굴절이 일어나도록 기하학적인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상면의 밝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루브의 개수를 이용하여 상면의 밝기를 제어할 수 있고,
프레넬 렌즈의 불연속적인 면에 의한 구면 수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입사각 (field angle) 에 따라 비구면 형태의 굴절면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LED 광원의 크기와 목표 수직 빔
발산각인 3◦ 를 식 (2) 에 대입하면 이론상 최적의 후초점
거리는 (back focal legnth) 는 약 65.8 mm로 도출된다. 도
출된 후초점거리와 렌즈 재질의 굴절률, 근축 광학 이론의
렌즈 power 방정식을 이용하여 곡률반경을 구하고 비구면
계수와 두께 8 mm에 대하여 최적화를 진행하면 그루브의
집합 형태인 프레넬 렌즈를 설계할 수 있다. 설계를 진행
하는 원통형의 프레넬 렌즈 내부 면은 광축에 수직이며,
외부 면은 각 그루브 별로 특정한 곡률을 가지는 형태이다.
렌즈의 power가 k이고, 내부 면의 power를 k1 , 외부 면의

Fig. 5. (Color online) Path of ray through a groove number 2.

Fig. 6. (Color online) Shape of collimating Fresnel lens
without tilt.
power를 k2 라 할 때, 프레넬 렌즈 외부의 base curvature
c2 라 하면 근축 광학에 의한 렌즈 power 방정식은 식 (3)
과 같다.
k = k1 + k2 −

d
k1 k2
n

(3)

k1 = c1 (n − 1), k2 = c2 (1 − n) 이고, 초점거리 f = k1 일
때, 앞서 도출한 후초점거리는 bf l = (1 − kd2 d) 로 주어진
다. 이를 통해 렌즈의 재질인 PC의 굴절률 (n = 1.586) 과
후초점거리를 이용하여 외부의 base curvature c2 를 구할
수 있다 [12].
c2 =

1
1
1
=
≃
r2
(1 − n)f
(1 − n)bf l

(4)

식 (4) 로부터 r2 는 -38.6 mm로 주어진다. 이와 같은 초
기 설계 값으로 곡률반경 38.6 mm에 대한 구면에 대하여
비구면화 계수와 중심부 두께 8 mm에 대하여 광학설계
프로그램인 Lighttools 이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면 Table
3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구면 방정식은 식 (5)
와 같이 주어진다.
cρ2
+ a4 ρ4 + a6 ρ6 + a8 ρ8 + · · ·
1 + [1 − (1 + k)c2 ρ2 ]1/2
(5)
2
2
2
여기서 ρ = x + y 이고, k는 conic constant, a2 , a4 , · · ·
는 비구면 계수이다. 프레넬 렌즈도 일반적으로 구면 수
차의 제거를 위해 비구면으로 취급되고, 각 그루브가 step
형태를 취하고 있다 [13].
설계된 프레넬 렌즈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그루브의 개
수는 상, 하 각각 3개의 그루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는 3.5 mm 로 일정한 형상을 나타내었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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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luminous intensity and the maximum luminous intensity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the tilt of
the lens.
0

◦

◦

Fig. 7. (Color online) Luminous distribution of 36EA
LED packages.

Tilt ( )
1
1.1
1.2
1.3
1.4
1.5

21,823
21,565
21,040
20,658
20,037
19,422

Vertical angle
-1◦
Intensity (cd)
11,589
10,801
10,048
9,132
8,411
7,672

3◦
5,988
6,321
6,733
7,118
7,501
7,921

Beam angle (◦ )
3.42
3.44
3.48
3.51
3.55
3.6

사이의 최적화된 거리인 62.15 mm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프레넬 렌즈의 기울기를 1◦ ∼1.5◦ 로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프레넬 렌즈의 광 투
과율은 매질로 입사하는 입사각의 함수로서 Fresnel loss를
따르도록 설정하였으며, 원시야 수신기 (far-field receiver)
의 빈 각 해상도는 1◦ 로 설정하였다 [14].

IV.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Color online) Luninous intensity distribuion and
vertical beam divergence of Fresnel lens without tilt.
Fig. 5는 그루브 2에 적용된 직경 84.5 mm(차폐 : 64 mm)
의 비구면 렌즈의 edge 부분의 광선경로를 나타내었다. 각
그루브 굴절면을 조합하여 Fig. 6과 같이 시준 빔을 구현할
수 있는 프레넬 렌즈의 초기 형상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시준 빔을 구현하는 프레넬 렌즈는 수직앙각 0◦ 를 기준으로
비대칭 광도 분포를 나타내야 하는 항공장애등의 배광 규격
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배광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 초기 설계된 프레넬 렌즈의 기울기 (tilt) 를
조절하는 수단을 선택하였다. 프레넬 렌즈의 중심축을 기
준으로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면 프레넬
렌즈의 출사면에서 전체적으로 0◦ 이상의 각으로 출사되는
광선의 수가 증가하여 0◦ 이상의 각도에서 최대 광도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 배광 규격의 중심
광도 값 20,000 cd이상을 만족하기 위하여 LED package
36개를 사용하였으며, Lighttools를 이용하여 발산각을 고
려한 프레넬 렌즈와 LED package 발광면 사이의 거리를
변수로 두고 프레넬 렌즈 첫 번째 면과 LED package 발광면

Cree XP-L2 LED 와 프레넬 렌즈의 거리를 최적화된
결과인 62.15 mm로 설정하여 LED package를 원형 집합
(array) 배열하였다. 구동전압이 2.9 V이고 전류가 1.05 A
일 때, package 1개당 광속은 527 lm이며, LED package의
개수를 36개로 하여 구동하였을 때, 광원 모듈의 소비전력
은 약 109.6 W (2.9 V × 1.05 A × 36 EA) 이다. Fig. 7은
LED Package 36개를 원형 집합 형태로 배열하였을 때의
광도 분포이며, 최대 광도는 약 1,900 cd를 가진다.
Fig. 8은 LED 광원 모듈과 설계된 프레넬 렌즈를 결합
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서 중심 광도 값 22,314 cd로
프레넬 렌즈 사용으로 인해 LED 광원 모듈의 최대 광도
값 1,900 cd의 약 12배 가까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시준
빔을 위하여 설계된 프레넬 렌즈는 중심 광도 값, 수직 빔
발산각은 규격을 만족하지만 수직앙각 -1◦ 와 3◦ 에서 각각
17,583 cd, 3,124 cd의 광도 값을 가지므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다.
Table 4에는 프레넬 렌즈의 기울기를 1◦ 에서 1.5◦ 사이의
각도로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렌즈 기울기에
따른 수직앙각 0◦ , -1◦ , 3◦ 의 광도 값 및 수직 빔 발산각
을 나타내었다. 렌즈 기울기가 1.1◦ 에서 1.5◦ 사이일 때,
수직앙각 0◦ , -1◦ 에서의 광도 값과 수직 빔 발산각을 모두
만족하였지만, 수직앙각 3◦ 에서는 1.4◦ , 1.5◦ 의 기울기를
가질 때 7,500 cd 이상의 광도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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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Shape of collimating Fresnel lens
with tilt 1.4◦ .

Fig. 11. (Color online) Vertical intensity distribution and
horizontal intensity distribution of Fresnel lens with tilt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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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lor online) Luninous intensity distribuion
and vertical beam divergence of Fresnel lens with tilt
1.4◦ .
최종적으로 Fig. 9과 같이 1.4◦ 의 기울기를 적용하였을
때 Fig. 10과 같이 중심 광도 20,037 cd, 1◦ 에서 최대 광도
23,974 cd, -1◦ 에서 8,411 cd, 3◦ 에서 7,501 cd, 수직 빔 발
산각 3.55◦ 의 수직 배광분포를, Fig. 11과 같이 수평 360◦ 전
방향에서 동일한 수평 배광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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