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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lighting devise with balanced characteristics has recently been
identified. For the complete removal of glare, a light emitting diode (LED) lighting device is being
developed to control the desired light distribution and to apply a high reflectance so as to have
regular reflection characteristics. If the loss of light is to be minimized, the angle of the LED must
be adjusted to obtain a Lambertian light distribution, and the scattering pattern processed in the
light guide plate (LGP) must be controlled. In this study, new conditions for the position and the
angle of the light source were established by deviating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in which the
LED is located only on one side of the LGP. We have combined LEDs on the edge of the LGP to
obtain an improved output with high brightness and of large-area uniformity. We also designed a
flat lighting system by applying the scattering pattern to the LGP, and we analyzed the conditions
required to improve the optical characteristics by using computer simulations. As a result, four
LEDs with a view angle of 60

◦

were inserted into the corner of the LGP, and a curved v-groove

pattern was applied to improve the optical characteristics.
PACS numbers: 42.15.Eq, 42.15.Dp, 42.30.−d, 42.79.Kr, 42.82.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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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에 배치된 광원과 패턴형상에 따른 LED 평판조명시스템의 광학적 설계 및
광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박소희∗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광주광역시 61452, 대한민국)
(2019년 3월 28일 받음, 2019년 6월 20일 수정본 받음, 2019년 7월 09일 게재 확정)

최근 들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특성을 갖춘 조명으로써의 디바이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원하는 형태의 배광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정반사 특성을 갖도록 높은 반사율을 적용하여 글레어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LED 조명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빛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램버시안 (Lambertian)
배광 형태를 갖도록 LED의 각도를 제어하고, 도광판에 가공되는 산란패턴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ED가 도광판의 한쪽 측면에만 위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광원의 위치와 각도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마련하고자 고휘도의 출력과 대면적의 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LED를 도광판
모서리에 결합시키고, 산란패턴을 적용하여 평판조명시스템을 설계하여 광특성 향상에 요구되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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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모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view angle이 60 ◦ 인 4개의 LED가 모서리에 삽입된 도광판에
곡선형태로 가공된 v-groove패턴을 적용했을 때 광특성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PACS numbers: 42.15.Eq, 42.15.Dp, 42.30.−d, 42.79.Kr, 42.82.Bq
Keywords: 도광판 (LGP), LED 조명, 반사판, 휘도, 균일도

I. 서 론

을 적용했을 때 균일도가 향상되었으며, 도광판과 반사판의
기울기를 조절했을 때 광원 측면부로 반사 및 산란에 의해

광원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고효율 신광
원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정보통신뿐
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의료 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명
기구에 대한 제조 산업기술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LED 광원은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조도
제어가 용이하여 기존 광원에 대한 대체 광원으로 활용도가
높고, 특히 전력소모가 낮은 편이며 수명이 길기 때문에
생활조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원, 자동차 실내조명,
전자제품 광원, 장비 조명 등에 아주 폭넓게 활성화 되고
있다. 반도체 조명의 장점을 적용한 다양한 기능의 스마트
조명 및 시스템 조명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조명의
장점을 극대화한 LED 스마트 조명은 다양한 IT 관련 기기
들의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제어가 가능하며 자유자재로
광색 변환이 용이하고 보다 다양한 컨텐츠 제공할 수 있
는 신개념 LED 스마트 조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조명시스템의 스마트기술이 용이하여
LED 조명등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인간 중심의 융복합 맞춤 조명 등의 다양한 지능형 LED
조명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7].
대부분의 LED 조명시스템의 광원은 직하형으로 배열되
어있어 직하 조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직진성으로 인해
다소 좁은 배광을 형성하게 되어 점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점 눈부심(point glare)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눈부심을 제
거하여 배광이 균일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광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확산판을 설치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는 단점을
피할 수 없으며, 램버시안 (Lambertian) 배광 형태에 의해
눈부심의 일부만 제거되므로 LED 조명시스템 설계시 공간
배광의 개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들어 대면적 Flat-type
LED 조명시스템에 도광판의 광학적 특성을 적용하고 반사
판의 재질이나 조건에 따라 원하는 형태의 배광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정반사 특성을 갖도록 높은 반사율을 적용하여
글레어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LED 조명 장치가 개발
되고 있다 [8].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같은 출력을 갖는 LED
광원을 적용하더라도 빔 각도가 작은 경우 광원으로부터 먼
곳까지 광선이 도달하게 되고, 높은 반사율을 갖는 도광판

균일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9]. 또한 광원의
출력에 무관하게 빔 각도가 클 경우 균일도가 향상되기는
하지만 입광부에서 원형의 불쾌 눈부심이 잔존하게 되며,
빔 각도를 작게 제어할 때 도광판에 가공된 패턴 형상에
따라 눈부심도 제거되면서 균일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
다 [1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Flat-type LED조명시스템
의 도광판 성능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의
조명시스템을 제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도광판의 각 모서리를 곡면으로 가공하고 4개의 LED를
배치하여 4가지 타입의 패턴을 적용시켜 비교해보았으며,
출사영역으로 편중되는 광을 최소화시켜 균일도를 향상시
키고 동시에 휘도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산모사하고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II. 광학적 설계 및 전산모사
광원이 시야 범위 내에 노출이 되거나 정반사에 의해 빛
이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눈의 피로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력이 감퇴하게 되는 등의 고통과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눈부심 (Point glare) 라고
하며, 주위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을 출사하는 광원과 눈이 직
접적으로 부딪쳤을 때 주로 나타난다. 조명시스템을 설계
하는데 있어서 눈부심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램버시안
(Lambertian) 배광 형태를 갖도록 LED의 각도와 위치를
조절하는 것 만큼이나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간
과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LED를 하단에 배치하게 될 경우
휘도 균일도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요구되는 LED 개수가
많아지면서 발생되는 비용문제뿐 아니라 박형화를 만족할
수 없으며, 발생되는 열로 인한 광 출력에 대한 문제를 피하
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LED를 도광판의
모서리에 결합시켜 균일한 조도분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광방식의 조명시스템으로 제작하였다. 전산모사를 수행
하기 위해 광학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프로그램인
LightTools (Optical Research Associates) 을 사용하였고,
광선추적기법 (ray-tracing technique) 을 활용하여 빛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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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광선 (ray)으로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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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The proposed optical design of
LED flat lighting system. (a) A top view of a LGP with
four LEDs inserted at the corners (b) view angle of light
sources arranged at the edge of LGP.
Figure 1(a)와 같이 320 mm (가로) × 320 mm (세로) 인
도광판의 두께를 3 mm로 제작하였고, 도광판 재질은 광 투
과율이 92.7%로 높은 PMMA (Polymethylnethactrylate)
을 적용하였으며, 반사율 100%인 반사판의 두께는 0.01 mm
로 설정하여 도광판 상부에 배치하였다. 도광판에 적용한
4가지 타입의 산란패턴은 실제 레이저 가공과 유사하게 폭
과 깊이를 0.5 mm인 V-groove를 간격 5 mm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LED평판조명시스템의 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광판의 모서리에 LED를 삽입시킬 수 있도록 곡면
으로 가공하고 동일한 사양을 가진 4개의 LED를 삽입하
였다. 적용한 광원은 Osram co. 의 LB W5SG-GX (total
incident power 20 W)이며, 45◦ 기울어져 중심을 향하도록
배치하였고, Fig. 1(b)와 같이 본 연구에서 광원을 모서리에
배치한 것을 감안하여 view angle을 90◦ , 60◦ , 45◦ , 30◦ 로
각각 적용해보았다. 출사되는 광선(Optical Ray)의 개수는
조건 당 800,000개로 설정하였으며, 도광판의 하단 10 mm
만큼 떨어진 부분에 300 mm (가로) × 300 mm (세로) 인
광 검출기를 설치하여 전산모사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발광 효율이 낮아 고출력의 광원을 적용하게 되면 발생되
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또 다른 광학적 필름들이 요구되고,
광원의 출력이 낮고 빔 각도가 작으면 도광판의 끝부분에서
광이 흡수되어버려 휘도 효율성이 감소해버린다. 하지만 선
행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광판과 반사판의
간격을 최적화 시키고 낮은 출력의 광원을 여러 개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도광판에 가공될 산란패턴
의 형상이나 매개변수를 조절하는 것이 광특성 향상에 효과
적인 방법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입사광의 효율을 높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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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he luminance distribution results
for the four types of scattering patterns designed in the
LGP (a) Four types of scattering patterns designed in
the pattern region (b) simulation results of the one light
source arranged at the edge of the LGP.
휘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패턴의 깊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삼차원 패턴 설계가 필요하며, 패턴의 형상과 가공
방법에 의해 도광판이 가질 수 있는 휘도 효율이 결정되므
로 도광판의 산란패턴과 휘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해본 산란패턴은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진
행 방향으로 빛의 세기를 균일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LGP
상단에 직선형태와 곡선형태의 v-groove 산란패턴 배열을
검출기 면적에 대해 4개로 분할하여 각 모서리에 배치된
광원으로부터 산란될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
Figure 2에서는 도광판에 설계된 4가지 타입의 산란패턴
과 1개의 LED만 적용했을 때 산란패턴으로부터 출사되는
휘도분포 결과를 보여준다. Fig. 2(a) 에서 A-type 패턴의
경우 광 입사면에 대해 수평으로 형성된 직선 패턴이고 Btype 패턴의 경우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빛이 파면에 의
해 전파되도록 형성된 곡선 패턴이며, C-type 패턴의 경우
B-type에 형성된 곡선 패턴을 반대 방향으로 중심을 향하
도록 설계한 패턴으로 광원에 대해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하
지 않으면 단순히 중심에서부터 파면이 형성되도록 설계된
원형패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type 패턴의 경우
광원에 서 출사된 빛이 진행하면서 좌우 옆면으로 진행해갈
수 있도록 직각 형태로 설계하였다. Fig. 2(b) 에서는 view
angle 60◦ 인 하나의 LED만 좌측하단에 배치하였을 때 각
패턴의 타입 별로 출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A, B, C-type
의 경우는 마치 대각선 반대쪽 모서리에도 LED가 존재하는
것처럼 광원부에서 멀어진 부분까지 패턴형상을 따라 분포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D-type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거의 절반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나머지 세가지
타입에 비해 좌우로 산란된 광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일한 출력을 가진 4개의
광원을 모서리에 배치시켜 빔 각도 90◦ , 60◦ , 45◦ , 30◦ 에
대한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Table 1은 네 가지 타입의 산란패턴이 가공된 도광판 모
서리에 설치된 LED의 view angle에 따라 휘도와 균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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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average luminance and uniformity of brightness by pattern type according
to change of view angle of four light sources arranged at the edge of LGP.
View angle
◦

( )
90
60
45
30

A-type
Luminance
Uniformity
(Nit)
(%)
604
51.52
598
58.50
571
55.79
298
41.49

B-type
Luminance
Uniformity
(Nit)
(%)
697
64.16
785
71.99
669
62.59
362
52.37

C-type
Luminance
Uniformity
(Nit)
(%)
642
31.56
637
32.52
604
30.31
378
30.53

D-type
Luminance
Uniformity
(Nit)
(%)
634
47.26
630
40.29
604
47.94
340
48.26

Fig. 3. (Color online) Comparison of results to the average luminance and uniformity of brightness according
to the view angle (in case of A-type pattern).

Fig. 4. (Color online) Comparison of results to the average luminance and uniformity of brightness according
to the view angle (in case of B-type pattern).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네 가지 타입 모두 view

view angle에 따른 휘도값에 큰 차이는 없으나 view angle
60◦ 일 때 휘도가 785 Nit, 균일도가 71.99%로 다른 패턴에
비해 높은 편이며 휘도와 균일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타입에 비해 v-groove패턴이 곡선으
로 설계되어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파면과 동일하게
분포되어 직선으로 분포된 패턴에 비해 전반적으로 균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type 패턴의 경우 B-type와 같은 곡선이지만 반대쪽
으로 구부러져 있어 도광판의 중심 쪽으로 더 많은 광량이
전달되어 넓고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가운데부분으로
면산란되는 것을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심부를 제외한 영역에서 산란되지 못하고 흡수되어 다른
패턴에 비해 균일도가 현저히 떨어져 곡선형태의 패턴이
라도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 휘도와 균일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에서와 같이 D-type 패턴의 경우 광원에 서 출
사된 빛이 진행하면서 좌우 옆면으로 진행해갈 수 있도록
직각 형태로 설계되어 비교적 고르게 산란되어 균일도는
view angle의 변화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직각으
로 꺽이는 부분에서 도광판 외부로 출사되지 못해 A-type
의 직선패턴의 휘도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직각으로 꺽여있는 두 개의 vgroove에서 동시에 입사되어 반사되므로 꺽이는 부분에서

angle 30◦ 인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view angle 90◦ 와 60◦ 인 경우 휘도 분포와 균
일도 값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view angle이 45◦
이하로 줄어들수록 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광원의
view angle이 실제 도광판 제조 시 주요 변수로 선정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에서는 광원에 수직하게 v-groove를 직선형태
로 가공했을 때 광원의 view angle에 따른 휘도와 균일도
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방향과
수직하게 직선으로 가공된 A-type 패턴의 경우 view angle
90◦ 일 때 휘도가 604 Nit로 근사하게 높기는 하지만 직선의
v-groove패턴에 의해 입광부로 광량이 집중되어 균일도가
감소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입광부에 가까운
일부 패턴과 산란되어 편중됨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
고 도광판의 중심 쪽으로 광원에서 멀어짐에 따라 손실되는
부분이 생겨 패턴의 매개변수에 변화를 주더라도 균일도를
향상시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는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빛이 파면에 의해 전
파되도록 형성된 패턴을 곡선형태로 가공했을 때 LED의
view angle에 따른 휘도와 균일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B-type 패턴의 경우 view angle 30◦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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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Comparison of results to the average luminance and uniformity of brightness according
to the view angle (in case of C-typ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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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Comparison of results to the average luminance and uniformity of brightness according to
the scattering pattern type (in case of view angle 60◦ ).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직선 배열 형태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 휘도와 균일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었다. 따라서
4개의 LED를 도광판 모서리에 배치하게 될 경우 최적의
view angle을 적용하여 평균 휘도값과 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산란패턴에 대해 광학적 설계에 요구되는 특성 분
석 및 상관관계가 뒷받침된 실제 제작을 통한 검증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광 효율이 낮아 고출
력의 광원을 적용하게 되면 발생되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또 다른 광학적 필름들이 요구되고, 광원의 출력이 낮고 빔

Fig. 6. (Color online) Comparison of results to the average luminance and uniformity of brightness according
to the view angle (in case of D-type pattern).

각도가 작으면 도광판의 끝부분에서 광이 흡수되어버려 휘
도 효율성이 감소해버린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광판에 적용되는 LED 광원의 위치와
view angle을 최적화 하고 곡선 형태의 산란패턴에 대한 매

만 도광판 외부로 방출되는 빔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방출되

개변수를 조절하는 것이 광특성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지 않기 때문에 D-type 패턴과 같은 각을 이루는 것 보다는

예측할 수 있었다.

B-type 패턴처럼 구부러지도록 곡선으로 패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7은 LED의 view angle이 60◦ 인 경우 패턴의 타

IV. 결 론

입에 따른 휘도와 균일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view
angle이 90◦ 이상으로 커질수록 가까운 거리에서 원형적으

조명 시스템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부분에 있

로 광선이 분포됨에 따라 산란패턴의 조절에 의해 균일도

어서 균형 잡힌 특성을 갖춘 조명으로써의 디바이스 개

향상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광선이 도광판 끝까지 도달

발이 요구되고 있다. 조명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휘도의 효율성은 저하된다. 또한 view

눈부심 (Point glare) 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램버시안

angle이 60◦ 이하로 작아질수록 광선이 도광판 끝까지 도달

(Lambertian) 배광 형태를 갖도록 LED의 각도를 조절하

하여 휘도의 효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균일도는 저하

고, 빛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광판에 가공되는 산

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은

란패턴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원이

PMMA의 광흡수에 의한 휘도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해버리

도광판의 한쪽 측면에만 위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므로 광선의 방향으로 도파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

광원의 위치와 각도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마련하고, 고휘도

광판 중심을 향하는 빛의 세기를 균일하게 개선시키기 위해

의 출력과 대면적의 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산란패턴을

LGP하단에 직선형태의 v-groove 산란패턴을 곡선형태로

도광판에 적용하여 평판조명시스템을 설계하고 전산모사

설계하였다. 이러한 B-type은 진행 파면과 동일하게 곡선

하였다. 광선 추적한 결과 view angle 60◦ 인 LED를 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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