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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anterns are installed on light buoys for safe navigation of ships. Marine lanterns used oil
in the beginning of the 1900s and light bulbs starting in the 1950s. Since 2003, the light-emitting
diode (LED) marine lantern has been undergoing improvement. However, the only major change
has been that ordinary bulbs were replaced with LEDs while the installation and the configuration
remained the same. Fresnel lenses are used for transmitting light rays in parallel but are difficult
to design and are costly. Therefore, we replaced the Fresnel lens in the marine lantern with a
reflector. An Illumination optics design program (LightTools) was used for the simulation of the
light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LED-200 standard for a marine lantern. The brightness of a
LED module of the cross type using 5 LED chips and a power of 3 W was found in the simulation
to be 441.7 cd, which satisfied the average horizontal brightness of the LED-200 standard.
PACS numbers: 42.7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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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지 않은 신개념의 이중반사형 해상용 LED 등명기 광학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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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항해 및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항로표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작은 섬들과 해안선이 복잡하여 항로 표지는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발광 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 해상용 등명기는 2003년 개발되어, 초기에는 렌즈 직경이 200 mm인 등명기를 대체하는 용도로
등부표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교량등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해상용
등명기는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여 빛이 멀리 전달하게 제작되었다. 하지만 프레넬 렌즈는 설계가 어려우며
제작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반사판을 이용하여 빛을 멀리 전달할 수
있도록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조명광학설계 프로그램인 Synopsys 사의 LightTools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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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상용 등명기인 LED-200의 규격에 맞게 광학 설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LED칩 5개를 열십자로 배치한 LED모듈의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수평 부동 광도는 441.7
cd로 나왔으며 수직발산각은 ±6◦ 이내로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PACS numbers: 42.79.-e
Keywords: 해상용 등명기, 광학 설계, LED, 시뮬레이션

I. 서 론
일반적으로 해상용 등명기는 해상의 등부표 등에 설치되
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설치된다. 이러한 등명기는
1900년대 초에 석유등명기를 시초로 1950년대 이후에는
전구등명기를 사용하였으며, 발광 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 의 발달로 2003년도부터 LED를 응용한 등명
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1, 2]. 사용 대수도 2003년
최초 개발 시에 241대가 검사 되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1135대로 증가 하였으며, 2014년에는 1900대로 증가하였
다. 이들 LED 등명기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은
LED-200으로써 2014년 전체의 검사수량의 약 51% 정도로
수요가 많으며 2015년 기준으로 국유표지 등명기 2599대
사설표지는 1554대에 이른다 [3,4]. 최근에는 중 대형 등명
기까지 모두 LED로 교체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
현재 대부분의 해상용 LED 등명기는 기존 백열전구용
등명기에서 단지 광원만 대체한 형태로 등명기의 구성은
기존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6]. 그리고 현재 해상용 등명기
에 사용되는 LED는 고출력 LED가 아닌 저출력 LED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육상 LED 조명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LED 조명보다 광효율이 떨어진다 [7,8]. 또한 해상용
등명기는 일반 LED 조명과 달리 광을 360도 전 방향으로
일정한 광을 멀리 보내기 위해 프레넬렌즈의 사용이 필수
적이다 [9]. 하지만 해상용 등명기의 프레넬렌즈는 광원과
렌즈와의 조합오차등으로 설계와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10,
11]. 따라서 출력이 높은 LED를 적용하고, 프레넬렌즈를
대처 할 수 있는 신개념의 해상용 LED 등명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포
물선 반사판과 원뿔 반사판을 이용하여 프레넬렌즈를 대신
하고 1 W이상의 고출력 LED칩을 적용하여 360◦ 로 방사
가능한 신개념의 해상용 LED 등명기의 구조 및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조명광학설계 프로그램인 Synopsys사의
LightTools 를 이용하였다 [12–14]. 현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해상용 등명기 LED-200 의 규격에 따라 평균
광도 (cd) 는 Table 1에서 백색을 기준으로 하였고 등광의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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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rizontal luminous intensity of LED-200 (unit:
cd).
LED-module
STANDARD (cd)

WHITE
400

RED
500

GREEN
450

YELLOW
400

Fig. 1. (Color online) Optical path of (a) Fresnel lens
and (b) parabolic reflector.
범위는 수평배광에서 모든 각도 (360◦ ) 에서 일정하게 빛을
방사하며 수직 발산각의 광폭은 최대 평균 광도의 50%가
되는 배광곡선상의 두 지점의 사이각을 기준으로 하한은
±1.5◦ 이상 상한은 ±8◦ 이내의 기준에 맞게 광학설계 및
시뮬레이션 하였다 [14].

II. 광학 설계 및 시뮬레이션
일반적으로 해상용 등명기의 광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Fig. 1(a) 와 같이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여 평행광을 만들지
만 본 연구에서처럼 Fig. 1(b) 와 같이 포물선 반사판을 이용
하여 평행광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2
와 같이 포물선 반사판과 원뿔 반사판을 이용한 이중반사형
해상용 LED 등명기의 광학계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포물선의 크기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y 2 = 4P x

(1)

위 식에서 P 는 포물선에서 초점거리이며 y 는 포물선 반
사판의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주어진 포물선 공식을
계산하여 LED-200 규격서에 맞게 광학계는 크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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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uminous flux by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XB-D LED (Junction temperature: 40 ◦ C).
Current (A)
0.200
0.250
0.300
0.350
0.400
0.450
0.500
0.550
0.600
0.650
0.700

Luminous flux (lm)
72.5
87.9
101.6
116.5
129.8
142.4
154.5
166.0
176.9
187.4
197.5

Forward voltage (V)
2.90
2.93
2.96
3.00
3.02
3.05
3.08
3.10
3.12
3.14
3.16

Fig. 2. (Color online) Concept of double reflective marine
LED lantern.
으로 렌즈를 사용하는 LED-200의 렌즈 크기인 200 mm를
넘지 않으며 총 등명기의 높이가 500 mm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포물선 반사판의 직경은 120 mm로 설계 하였으며,
LED가 위치하는 원뿔의 크기는 크기가 작을수록 광효율은
증가하였으나 PCB크기를 고려하여 30 mm로 설계하였다.
빛을 평행하고 멀리 보내기 위하여 포물선 반사판과 원불의
각은 45◦ 로 설계하였다.
이중반사형 해상용 LED 등명기의 광학계는 포물선 반사
판을 Z축에 향하게 두고 LED 광원은 포물선 반사판의 초
점에 둔다. 초점에서 나온 빛이 포 물선 반사판에 반사되어
빛은 Z축으로 평행하게 진행하며, 광원 아래의 원뿔 반사판
에 반사되어 빛은 Z축과 수직인 X, Y 평면으로 진행한다.
Synopsys사의 LightTools를 이용하여 프레넬 렌즈를 사
용하지 않는 이중반사형 해상용 LED 등명기에 대해 광학
설계를 하였다. LED 칩은 Cree사 3 W LED칩 (XB-D)
이며 Cree 사 홈페이지의 Ray Date 를 이용하여 배광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때 반사판의 반사율은 80%로
설정하여 배광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3. (Color online) (a) 4 LED-cross, (b) 5 LED-cross,
(c) 5 LED pentagon, and (d) 6 LED hexagon arrangement and average horizontal luminous intensity.

III.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동전압이 3 V이고 최대 전류가 1.0 A이
며 최대 광속이 309 lm인 Cree사의 모델인 3 W LED칩을
적용하였으며 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Cree사의 Product
Characterization Tool을 이용하여 Table 2에서와 같이 전
류가 0.35 mA이며 전압이 3 V로 설정하여 116.5 lm의 광
량을 적용하고, LED칩이 위치 할 PCB크기는 30 mm로
두고, LED칩의 개수를 4∼6개로 변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3 은 LED 칩 개수 및 위치 따른 배광 패턴이다.
Fig. 3(a) 는 LED 칩이 4 개를 열십자로 배치하고 시뮬레
이션을 진행한 배광 패턴이다. 평균 광도는 332.8 cd로 계
산되었으며 이는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평균 수평 부
동광도인 400 cd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Fig. 3(b)
와 (c) 에서는 5개의 LED 칩을 사용하였고 사용하고, (b)
열십자형, (c) 정오각형 형태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을 진
행 하였다. 결과 Fig. 3(b) 와 같이 평균 수평 부동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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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은 5.2 W(3 V × 350 mA × 5개) 로 계산되었으
며 기존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소비전력인 24 W보다
78.3% 감소한 소비전력을 가진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ree사의 모델인 3 W LED칩을 적용하
였으며 LED에 부하 전류 350 mA로 적용 시 광량인 118.2
lm으로 설정하였고, LED칩이 위치 할 PCB크기는 30 mm
로 두고, LED칩의 개수를 4∼6개로 변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LED칩이 5개를 열십자로 배치하고 시뮬레이
션을 진행한 결과 평균 수평 부동광도는 432.5 cd로 계산
되었으며 수직 발산 각은 ±6◦ 이내로 이는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평균 수평 부동광도 및 기준을 만족하였다. 5
개의 3 W LED칩을 사용하는 LED모듈의 소비전력은 5.2
W로 계산되었으며 기존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소비전
력인 24 W보다 78.3% 감소한 소비전력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프레넬 렌즈를 제거한 신개념의 해상용 LED
등명기의 구조 및 광학계 설계를 통해 기존의 해상용 LED
등명기보다 낮은 소비전력 제품을 제작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Fig. 4. (Color online) (a) Vertical beam angles by the
number and arrangement of LED chip. (b) Light distribution pattern of 5 LED-cross PCB.
432.5 cd로 계산되었고 (c) 와 같이 평균 수평 부동광도는
396.4 cd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Fig. 3(b) 는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평균 수평 부동광도를 만족하였으나 (c)는 평균
수평 부동광도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Fig. 3(d) 는 6개의
LED칩을 사용하였으며 정육각형 형태로 배치하였다. 평
균광도는 441.7 cd로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평균 수평
광도를 만족하였다.
Fig. 4(a) 는 LED칩 개수 및 위치 따른 수직 발산 각이다.
칩의 개수와 배치에 관계 없이 수직 발산 각은 ±6◦ 이내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수직
발산각은 하한 ±1.5◦ 일때 즉, 빔 폭의 최소값이 3◦ 이상,
상한 ±8◦ 빔 폭의 최대값이 16◦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4(b) 는 LED칩 5개를 이용한 열십자형태의
PCB를 제작하여 확인한 등명기의 배광 패턴이다. 프레넬
렌즈 없이도 좁은 수직 발산각을 가지며 수평으로는 균일
하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용 등명기 LED-200의 평균 수평 부동광도를 만족
하는 LED모듈의 소비전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5개의 3 W LED칩을 사용하는 LED모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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