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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nel lenses are lenses that have been reduced in size and volume by removing internal volumes
that contribute less to the refracting power. Recently, various types of hybrid Fresnel lenses have
been proposed for various purposes. In this study, a grating design method for the first surface of
a hybrid Fresnel lens optical system was proposed based on the main parameter of a single Fresnel
lens optic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iniaturization of the collimating optical system. The grating
consists of a mixture of refractive gratings and internal reflection gratings, and the two gratings can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each other. Double light sources were placed on the nonaxis
point of the object focal plane, and the sensitivity of each grating was analyzed for variations in the
radiation distribution and the target radiation width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the light
sources.
PACS numbers: 42.15.−i
Keywords: Fresnel lens, Collimating, Grating, Hybrid lens

비축 상 이중 광원의 집광용 하이브리드 프레넬 렌즈의 격자 설계
최성원∗ · 유영문
부경대학교 LED공학협동과정, 부산 48513, 대한민국

김종태
부경대학교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부산 48513, 대한민국
(2019년 9월 4일 받음, 2019년 10월 4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0월 14일 게재 확정)

프레넬 렌즈는 굴절능에 기여가 적은 내부 부피를 제거해 크기 및 부피를 줄인 렌즈로서 근래에는 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프레넬 렌즈가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준 광학계의 소형
화를 목적으로 단일 프레넬 렌즈 광학계의 주요 파라메타에 기초하여 하이브리드 프레넬 렌즈 광학계 중 제
1면의 격자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격자는 굴절형 격자와 내부전반사형 격자의 혼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두 격자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어 광축을 기준으로 중심부에는 굴절형, 외각에는 내부전반사형
격자가 자리한다. 물측 초점면의 비축 상에 광원이 다중 배치되었으며 광원 간 이격거리에 따른 굴절광의
방사 분포 변화와 목표 방사폭에 대해 각 격자의 기울기별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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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Divergence angle according to the
area of light source.
Fig. 1. (Color online) Fresnel lens concept diagram (a)
aspherical lens, (b) fresnel lens.

I. 서 론
프레넬 렌즈는 광로 제어 기여도가 낮은 내부 부피를 제
거하고, 남은 곡면 조각을 이어 붙인 형상의 렌즈를 말하며
Fig. 1과 같다. 이는 소자의 굴절력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체적을 줄여줌으로써 광학계의 부피와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기에 대구경 광학계에서 활용도가 높다 [1].
근래의 프레넬 렌즈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하
이브리드형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다음의 예시들에서 참조
할 수 있다. groove의 너비는 mm에서 �m급까지 축소되
었으며 groove의 모서리를 구면으로 취하거나 각 groove
를 직사각형 GRIN(gradient index) lens 조합으로 대신하
는 등 다양한 groove 형태가 개발되었다 [2–4]. 이외에도
양면 프레넬 렌즈 혹은 프레넬 렌즈와 격자의 조합을 통해
spectrometer, HMD(head mount display) 등에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5–7].
프레넬 렌즈의 대표적인 기능인 콜리메이팅을 위한 통
상적인 프레넬 렌즈 광학계는 다음과 같다. groove 조각이
상측 공간에 위치한 groove-out type이 주로 쓰이며 물측 초
점에 광원이 위치하게 된다. 좁은 발산각을 요구하는 시준
광학계에서 스포트라이트, 대형 등명기 등 고광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 보다 많은 광선속을 필요로 하게 되고,
Chip on board type의 LED로 대응할 수 있다. COB type
의 LED는 Surface mounted device type에 비해 단위 면적
당 밝기는 크게 향상되나 총 면적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Fig. 2의 관계와 같이 광원의 면적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발산각을 줄이기 위해 물체거리가 증가하게 된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혹은 광
통신용 광학계 등 일부 산업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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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소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시준 광학계 역시
소형화를 통해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일례로 비행
체의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한 항공
장애 표시등의 경우 광도 세기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는데
그 종류에 따라 설치 장소가 상이하다. 저-중광도의 경우
고층 건물의 중간 중간에 설치되기도 하며 고광도의 경우
송전탑의 꼭대기나 교량의 외벽 등 설치 장소가 가혹한 편이
다. 항공장애 표시등 광학계의 소형화는 설치 공간에 따른
제약을 줄일 수 있고, 설치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
편의성의 증대가 예상된다 [8,9].
본 연구에서는 시준 광학계의 소형화 위해 비축 상 광원
을 다루는 하이브리드 프레넬 렌즈 광학계의 격자 설계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 단일 프레넬 렌즈 광학계의
ffl (front focal length) 과 제어 방사각 120◦ 에 기초하였으
며 광원의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ffl을 유지하면서 다루는
광선속을 늘리기 위해 물측 초점면을 따라 광원을 배치하였
다. 제 1면의 격자는 두 광원의 방사광을 동일한 패턴으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본 론
1. 격자 형태 결정
선정한 광원 (Cree’s XHP35) 의 면적 3.45 × 3.45 에 대
해 ffl � 66 mm, 제어할 빔각과 소자의 재질은 120◦ , Polycarbonate(n = 1.5896) 로 설정하였다. 격자 설계 시 혼동
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 부호 규약과 달리 각도를 모두 양
수로 취급하였다. 예외로 수직 발산각은 출사광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부호규약을 따르기로 한다. Figure 3
과 같이 격자는 source A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y-z 평
면에서 격자의 모서리가 되는 각 좌표를 잇는 방식으로 형
상화하였다. 격자의 각 좌표는 광원에서 나온 광선과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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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였다 [10].

Bxn

Fig. 3. (Color online) Optical path control through refractive type grating.

면들을 직선함수로 표현하여 각 함수들의 교점으로 얻었고,
그 과정은 식 1–5에 나타내었다. 하나의 격자가 source A

θ1 = θn + θS0
(
)
sin θ1
θ1′ = sin−1
n
′
θtrans = θ1 − θS0
tan (90 − θS0n )Axn − Ayn + tan θS1n+1 Ax + Ayn
=
tan (90 − θS0n ) + tan θS1n
Byn = − tan θS1n+1 (Bxn − Axn+1 ) + Ayn+1
(1)

3. 내부전반사 격자

1) 내부전반사 격자 설계

방사각의 1◦ 씩 다루게 하고, 결정된 격자 영역에 입사하는
source B의 광선을 역 추적하였다. 격자를 통과한 광선 A,

내부전반사란 광선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할

B는 입사각에 따른 출사각 차이를 제거할 수 없기에 제 1

때 입사각이 임계각 이상인 경우 입사광이 100% 반사하는

면 격자의 역할은 광선 다발 A, B의 방사광 (θa,n , θb,n ) 이

현상이다. Figure 4와 같은 내부전반사 격자는 S1 으로 입

광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하도록 목표하

사한 광선다발이 S2(θS2 에 인접한 An Bn ) 에서 전반사가

였다.

일어나 제 2면으로 향하고, 광선 다발 A, B가 대칭적인 배
광을 가지도록 한다. 앞서 설명된 빼기구배가 θS1 에 동일하
게 적용되며 출사광의 배광은 θS2 가 좌우하며 θn 에서부터
2. 굴절 격자 설계

θS2 혹은 θ수직 을 추적하는 과정은 아래 식 2와 같다. 식 3
의 θa,avg , θb,avg 를 θn 으로 놓고, θtrans = 0◦ 이도록 식 2를

스넬의 법칙에 기초하여 광선 다발 θa , θb 의 굴절 방향이
대칭이도록 격자 면과 광축의 수선 간 사이각 (θS0 )을 계산

반복해 구한 θS2a , θS2b 의 평균값으로 대칭적인 굴절 광을
만들 수 있었다. 내부전반사를 이용하는 격자의 한계는 위

하였다. 방사각 θan = n◦ 인 광선이 맺히는 점을 A-point라

격자에서 아래 격자로 내려갈수록 S1 에 대한 입사각이 증

하고, 기울기가 θS0 , θS1 인 직선의 교점인 B-point를 구하

가하기 때문에 반사 손실이 증가한다. 또한, S1 을 통과한

는 과정은 Fig. 3 및 식 1과 같다. 이때, θS0 , θS1 에 인접한

광선이 S2 에 부딪히기 위해 요구되는 격자의 z 축 길이가

An Bn , An Bn−1 은 S0, S1 이라 한다. 굴절 격자의 특성상

특정 차수 아래에서 급격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작에 무리

θS0 이 θn 에 비례하기 때문에 높은 차수의 격자일수록 S0

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격자는 다른 영역의 광로를

에 부딪히지 않는 광선이 증가하고, S0 에 부딪히더라도

방해하게 된다.

높은 입사각을 가지므로 반사에 의한 손실 증가가 한계로
작용한다.

상, 재료, 표면 거칠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PC를 사용한

θ1 = 90◦ − θn − θS1
(
)
sin θ1
′
−1
θ1 = sin
n
◦
′
◦
(90 − θ2 ) + θ1 + θS2 + 90 + θS1 = 180◦

격자형상에 대해서는 4–5◦ 가량이 권장된다. 이를 참고해

θS2 = θ2 − θ1′ − θS1

격자가 z 축에서부터 최소 θS1 = 4◦ 의 기울기를 가지도록

θtrans = θS2 + θ2 − 90◦

격자의 모든 면은 빼기구배 각이 고려되었다. 금형에서
성형품의 분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빼기구배는 성형품의 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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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Optical path control through TIR
type grating.

Fig. 5. (Color online) Shape determination for minimizing loss of TIR type grating.

(
−1

θcn = tan
◦

θtrans = 0 라면
◦

◦

+ θS1 + θS2 ) − 90
1
= (90◦ − θ1′ − θS1 )이다.
2
θa
+ θ an
θa,avg = n−1
2
θS2a + θS2b
θS2n =
2

0 = θS2 +
θS2

(θ1′

Cxn =
Bxn =

(3)

tan θS1n Bxx−1 + Byn−1 − 1.725
tan θcn + tan θS1n

Ayn−1 − 1.725

)

Axn−1
, Cyn = tan θcn Cxn

′
− θS1n )Cxn + Cyn
tan θS2n Axn − Ayn − tan (90◦ − θ1,c
n
′
tan θS2n − tan (90◦ − θ1,c
− θS1n )
n

Byn = tan θS2n (Bxn − Axn ) + Ayn
Axn+1 =

tan θS1n Bxn + Byn
tan θan+1 + tan θS1n Axn+1
(4)

3) 내부전반사형 격자 두께 조절
2) 내부전반사 격자 연결하기

2.3.2까지의 방법으로 격자 60까지 이어 붙이면 Fig. 6(a) 와 같이 y 축을 따라 아치형 모양을 띈다. y-z 평면을
따라 회전대칭형 혹은 비콘형으로 제작 시 두께가 얇은 부

동일한 두께로 내부전반사 격자를 형상화 했을 때, source

분에서 파손이 우려되므로 최소 두께 격자의 위쪽부터는 격
자 두께를 고정시키고, 불필요한 부피를 제거하기 위해 D-

A의 방사광 중 일부가 S2 면을 맞지 않고, 제 2면으로 진

point를 정의하였다. Figure 6-(b) 에서 D-point를 확인할

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손실을 줄이되 격자

수 있다. 당장 2.3.2와 2.3.3이 상반되는 이유는 2.3.2에서

두께의 최적화를 위해 C-point를 새로이 정의했다. S2 를

정의한 An Bn 이 k 차수 격자부터는 An Bn−1 보다 짧아지
고, 이는 θCn 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An Bn 이 축소되는

거치지 않는 광선들은 방사각이 낮은 영역에 해당하므로

것으로 내부전반사형 격자의 두께 고정 또한 가능해지는

source A 면적의 +y 방향 끝(1.725 mm 간격)에서 출발한

것이다. Bx 가 최대가 되는 k 차수 격자를 기점으로 이후

광선이 S1 에 부딪히는 좌표를 C-point라 하였다. Cn 에서

Ax , Bx 는 k 차수 좌표와 동일하게 두어 두께를 통일시켰고,
새로 정의된 D-point는 아래 식 5의 과정을 따랐다.

굴절된 광선과 An Bn 이 교차하도록 An Bn 을 연장하고, 그
교점을 새로운 B-point라 하였다. 위 과정으로 모든 광선이

Axn = Axk , Ayn = tan θan Axn

S2 에 맺힐 수 있었고, 새로 정의되는 An , Bn 을 Fig. 5 및

Bxn = Bxk , Byn = tan θS2n (Bxn − Axn + Ayn

식 4에서 설명하고 있다.

Dxn = Bxk , Dyn = − tan θS1n (Dxn − Axn )

(5)

94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1, January 2020

Fig. 6. (Color online) (a) Thickness variation of the TIR
type grating, (b) Thickness control method of the TIR
type gratings.

III. 결과 분석

Fig. 7. (Color online) Rotating symmetric lens as a first
side grating.

앞서 소개된 설계법으로 제 1면의 격자를 Fig. 7과 같
이 z 축 회전대칭형으로 형상화 하였다. 각 격자의 한계와
프레넬 손실을 고려한다면 반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두 격자의 경계가 ∆y 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에 앞서
두께 최적화와 ∆y 에 따른 θS0 , θS2 를 관찰하기 위해 격자
30을 기준으로 상단은 내부전반사 격자를 하단은 굴절형
격자 형태를 택했다. Source A, B 사이의 구간은 등각도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높이가 1.25 mm로 일정한 격자로
구분 후 격자 별 (−)θan 과 (−) 차수를 부여했다. 두 광원
사이의 격자는 광축 (두 광원의 중심에 위치) 을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영역까지만 형상화 하였다. Figure 8은
∆y 에 따른 θS0 , θS2 분포를 나타내고, 두 그래프는 ∆y 마다
일정한 각도차를 가지지만 유사한 경향을 띄며 특정 각도로

Fig. 8. (Color online) Distribution of θS0 , θS2 by grid.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θS2 증분은 θS0 의 1/7–1/8 수준
으로 편차가 적다.
Figure 9에서는 ∆y 별 출사광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광선다발 A, B의 출사방향은 격자의 종류에 따라 상반되
나 광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방사분포를 이루고 있다. 격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방사폭이 감소한다. 이는 방사폭이 광
로제어 방식에 영향을 받고, 방사폭의 감소는 격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θbn − θan 이 감소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y 별 방사폭 증분이 일정한 것을 보아
θbn − θan 과 방사폭의 비례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 두
격자의 경계에서 그래프의 비선형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격자 종류에 따라 θa , θb 의 방사 방향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Figure 10에서는 특정 격자에서 θS0 , θS2 변화에 따른 출
사광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10에서 볼 수 있듯이
격자 번호에 따른 θS0 , θS2 의 증감 폭이 연속적이고 격자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격자의 중간이 되는 격자 11,
45의 θS0 = 26.43◦ 를 기준으로 ±0.1◦ 간격으로 ±1◦ 범위
에 대해 출사광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θS0 , θS2 의 변화에
따라 방사폭은 일정하게 유지하며 광선다발의 출사방향이
평행이동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래 격자 보다 위 격자의
기울기가 큰 것을 보아 출사광의 분포는 ∆θS2 에 더 민감하
기 때문에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출사광의 굴절방향 차를 ± 10% 로 가정하고, θ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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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Distribution of output light by
grid.

Fig. 10. (Color online) Light distribution through θS0
and θS2 variation.
′
′
를 식 6 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
에 대응하는 θS0
, θS2
였다. Figure 11과 같이 ∆θS0 와∆θS2 는 각각 ±0.21◦ −
±1.54◦ , ±0.07◦ − ±0.14◦ 에 분포하고 있으며 ∆θ 의 범위
를 통해 θS2 가 보다 민감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준용 프레넬 렌즈 광학계의 소형화를
위해 물측 초점의 비축 상 다중 광원을 다루는 하이브리드
프레넬 렌즈 광학계 중 제 1면의 격자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격자는 두 광원의 서로 다른 방사각을 시준광으로 제어하기
위해 입사광을 동일한 패턴의 굴절광으로 만들어주며 굴절
형 및 내부전반사형 격자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단일 프레넬
렌즈 광학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ffl, 제어 방사각 등 주요

Fig. 11. (Color online) ∆θS0 , ∆θS2 distribution corresponding to ± 10% beam angle variation.
파라메타를 참조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물측 초점에 광원
(A)을 두고 이를 y-z 평면의 원점으로 하여 ∆y 만큼 아래에
두번째 광원 (B) 을 배치하였으며 광축은 항상 두 광원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Source A 방사광의 등각도가
맺히는 점으로 격자 경계를 정하고, 격자에 맺히는 source
B 방사광 각도를 역 추적하였다. 광원의 방사광선과 격자의
각 면을 직선함수로 표현하여 각 함수들의 교점 A, B, C, D
를 이어 격자를 형상화 하였고, 굴절형과 내부전반사형 격
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격자 30을 경계로 상단에 내부
전반사 격자를 하단에 굴절형 격자를 취했다. 출사광의 방
사폭은 내부전반사형에 비해 굴절형에서 넓게 나타났으며
∆y 와 선형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θbn − θan
가 ∆y 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θS0 , θS2 증
감에 따라서는 출사광이 방사폭을 유지하되 특정 방향으로
shift 되었다. θS0 , θS2 의 증감 시 굴절방향의 변화량에 기초
하여 θS2 가 보다 민감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θtrans 를 ± 10%까지 허용하였을 때 유효한 ∆θS0 , ∆θS2
의 범위는 각 ±0.21◦ − ±1.54◦ , ±0.07◦ − ±0.14◦ 에 해당하
였다. 격자는 입사하는 광선다발을 z 축에 대칭인 분포를
가지도록 제어해주어 제 2면에서는 패터닝된 광선다발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격자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fly eye
lens 혹은 micro lens array 등의 array lens와의 최적화를
통해 패터닝된 방사광의 콜리메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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