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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Design of a Multilayer LED Array Light Source and Illumination Optics for

a Large-Screen LC Projection Displ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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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uble-layer LED array together with an illumination optical system is proposed as a possible light source for LC projection 

display systems for large screens, up to 8 m × 6 m (400 inches diagonal). The heat dissipation problem of the LED array is 

solved by arranging the LEDs in double layers, and thermal analysis shows its effectiveness. The light from the LEDs in the 

back layer can be transmitted through the front layer without significant loss by arranging the LEDs in non-overlapping positions 

in the two layers and inserting suitable microlenses between the two layers and holes in the first layer. Together with the 

double-layer LEDs, an illumination optical system is designed to illuminate liquid crystal panels with good uniformity and 

appropriate matching with the projection optics.

Keywords: LED, Light source, Multi-layer array, LCD Projector, Thermal analysis

OCIS codes: (230.3670) Light-emitting diodes; (220.2945) Illumination design; (220.3620) Lens system design

대화면 액정 화상 투영기용 다층 배열 엘이디 광원 및 조명광학계 설계

김현희
†
ㆍ한동진ㆍ김진승 

전북대학교 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광전자정보기술연구소

우 561-75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2015년 6월 30일 받음, 2015년 7월 31일 수정본 받음, 2015년 8월 4일 게재 확정)

8m×6m(400인치)의 대형 화면 액정 화상 투영기에 쓸 수 있는 광원부로서 엘이디를 2층으로 촘촘하게 배열한 광원과 그에 

수반되는 조명광학계 설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엘이디를 촘촘히 배열할 때 생기는 방열문제는 엘이디를 2층으로 배열하면 해

결됨을 열분석을 통해 보였다. 뒤 층의 엘이디에서 나오는 빛이 앞 층에 가려질 수 있는 문제는 앞뒤로 어긋나게 배열하여 해결 

했고, 엘이디 배열에서 나온 빛을 투영렌즈에 맞추어 액정판을 고르게 비추는 조명광학계를 함께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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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S. Nakamura가 실용적인 파란빛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개발에 성공한 뒤로 
[1]

, 그 이전에 개발된 빨간빛 및 

초록빛 엘이디와 함께 빛의 삼원색 광원이 모두 마련되어, 

엘이디를 일반 광원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엘이디는 백열

등 보다 전력소모가 훨씬 적고 수명이 훨씬 길어 단기적으로

는 백열등을 대치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형광등까지 대치

하여 모든 일반조명의 표준 광원이 될 것이다 
[2]

.

엘이디는 아주 작은 p-n 접합 영역에서 많은 빛과 열이 

생기므로 적절한 방열기구가 없으면 p-n 접합 영역의 온도

가 급격히 올라 빛의 양이 줄고 파장이 바뀌는 등 발광 특

성이 나빠질 뿐 아니라 수명도 짧아진다 
[3]

. 이러한 방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이디 칩의 구조에서부터 방열판 

구조를 개발하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5]

. 

액정 화상 투영기(liquid crystal projection display)는 컴퓨

터와 인터넷의 보급 및 확산과 맞물려 점점 더 많은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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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yout of an LC projector system.

과 회의실에 설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작고 가벼운 투영기가 

개발되어 노트북 컴퓨터와 함께 들고 다니며 실외에서도 화

상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액정 화상 투영기는 광

원부, 액정판(liquid crystal panel), 투영렌즈로 이루어진 광학

계로서, 광원부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가지런히 모아 액정판

에 비춘다. 액정판에서는 투과도 또는 반사도를 화소 단위로 

조절하여 화상을 만든다. 투영렌즈는 액정판에서 나오는 빛

을 모아 화면에 확대된 화상을 비춘다. 화상 투영기는 빛을 

화면에만 비춰야 하므로 에텡두(etendue)가 제한되며, 따라서 

광원은 발광면적과 퍼짐각이 작으면서도 광량은 충분히 커

야 한다. 

화상 투영기의 광원으로는 초기에는 텅스텐-할로겐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휘도가 크고 광량이 많은 금속-

할로겐 등, 고압 아크 수은 등, 제논 등과 같은 백색광원을 

사용하고 있다 
[6]

. 광원으로서의 장점이 많은 엘이디를 화상 

투영기의 광원으로서 사용하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엘이디 광원을 적용하는 소형 화상 투영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7-9]

. 하지만 대형 화상 투영기의 광원에는 

아직도 초고압 수은등을 쓰고 있다. 그 까닭은 충분히 많은 

광량을 얻으려면 좁은 면적에 많은 엘이디를 배치해야 하는

데, 그러면 엘이디의 방열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엘이

디의 방열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완

전하고 보편적인 해결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대형 화상 투영기의 광원으로 엘이디 광원

부의 설계 원리 및 사례를 제시한다. 투영기의 광원으로 요

구되는 특성인 광량의 문제는 여러 개의 엘이디를 사용하여 

해결하는데, 상충하는 조건인 에텡두와 방열 문제는 엘이디

를 여러 층으로 배열하되 뒤에 있는 엘이디가 내는 빛이 앞

에 있는 엘이디에 가려지지 않게 광학적 조건을 맞춤으로서 

해결했다. 아울러 배열된 엘이디에서 방출되는 밝기분포가 

고르지 않은 빛을 손실을 최소로 하면서 액정판에 이를 때는 

밝기분포가 고르게 되도록 했다.

II. 본    론

2.1. 액정 투영기의 광원부

액정 화상 투영 체계는 Fig. 1과 같이 광원부, 액정판, 투영

렌즈, 화면으로 구성된다 
[10]

. 이 논문에서는 광원부만 다룬

다. 엘이디를 광원으로 쓰면 할로겐 등이나 아크 등 또는 고

압 수은등과는 달리 필요한 단색광만 나오므로 적외선 및 자

외선 필터 그리고 이색거울(dichroic mirror)은 필요 없지만, 

대신 파란 빛, 녹색 빛, 빨간 빛의 광원부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2.2. 광원에 사용되는 엘이디의 종류와 배열

2.2.1. 광속

광원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광량, 에텡두, 그리고 광량 

분포이다. 광량은 화면(screen)에 밝고 선명한 화상을 비추는

데 필요한 광량을 먼저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빛살의 진행

을 거꾸로 더듬어 광원에서 내보내야 하는 광량을 구한다. 

우리가 상정하는 화상 투영기는 수용인원 1,000명의 대강당

에 설치되는 것으로 화면의 크기는 가로 폭  = 8 m, 세로 

폭  = 6 m이고, 150 cd/m
2
의 평균휘도()가 요구된다. 그

러면 이를 위한 화상 투영기에서 내보내는 광량 투영은 아

래의 식을 써서 구하면 약 15,000 lm이다 
[6]

. 

투영  



 (1)

여기에서 는 화면의 이득으로 대개 1.5로 잡는다.

화상 투영기에서 내보내는 광량은 광원에서 나오는 광량에 

화상 투영기의 각 부분의 투과효율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투영 투영⋅

⋅조명⋅광원  (2)

투영은 화상 투영기의 투영광학계의 투과율로 94%, 


은 액정판의 구경효율로 72%이다. 조명은 조명광학계의 투

과율로서 22.3%로 가정하면 광원이 내야하는 광량은 99,000 

lm 정도이다. 조명광학계의 투과율 조명은 입사효율 80%, 

FEL(Fly‘s Eye Lens, 2장)의 투과율 80%, 집속렌즈와 집광렌

즈 등 기타 소자의 투과율 90%, 액정판 앞에 놓이는 편광판

과 검광판 각각의 투과율을 44%, 88%로 잡아 얻은 값이다 
[6,8]

. 

요구되는 광원의 광량이 99,000 lm인데, Table 1과 같이 오

스람의 액정 투영기용 광원인 OSTAR 엘이디 R, G, B를 각

각 30개씩 쓰면 98,700 lm의 빛을 낼 수 있다. 이 표에는 빛

의 삼원색 별로 엘이디가 내는 광량과 함께, 액정판에 도달

하는 광량과 투영기에서 내보내는 광량을 함께 보였다. 색깔

마다 엘이디가 내는 광량이 다른 것은 백색 균형(


;6500K)을 

맞추기 위해 NTSC 규정(빨간빛 30%, 녹색빛 59%, 파란빛 

11%)에 따른 것이다 
[6]

. 

이 논문에서는 녹색 빛의 광원부 및 조명 광학계의 설계 

내용을 설명한다. 엘이디는 오스람(주)의 제품 Green(LEC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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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lux of OSTAR Projection compact LED

Color

(Model)

Unit Flux

[lm]
number Flux[lm] Flux at LC panel Flux at screen (8 m × 6 m)

Red

(LEA_Q8WP)
710 30 21,300 4,750 3,400

Green

(LECG_Q8WP)
2100 30 63,000 14,050 10,040

Blue

(LEB_Q8WP)
480 30 14,400 3,210 2,290

Total 98,700 22,010 15,730

(a) (b)

FIG. 2. Structure of LED arrays: (a) Single layer; (b) Double layer.

      (a)      (b)

FIG. 3. Light source of a double layer LED array: (a) Front figure; 

(b) Side figure.

Q8WP) 30개를 6×5로 배열하여 광원으로 쓰는데, 낱낱의 엘

이디의 발광영역 1 mm × 1 mm를 단위 면광원으로 본다. 적

색 및 청색 빛의 광원부 및 조명 광학계의 기본 특성은 녹색 

빛과 동일하고 광원으로 사용되는 엘이디만 Table 1에 따라 

바꾸면 된다. 

2.2.2. 광원의 면적

화상 투영기는 액정판의 확대상을 화면에 비추는 광학계이

다. 액정판을 광원으로 보면 빛살의 퍼짐각이 명확히 제한되

는 특별한 광원이다. 광원의 발광면적과 나가는 빛살의 퍼짐

각 특성을 나타내는 양이 에텡두(etendue)로서 아래의 식과 

같이 광원의 발광면적과 빛살의 퍼짐각의 곱으로 정의된다 
[6]

.

sin
 


＃


 (3)

여기에서, 는 에텡두를, 는 발광면적을, 는 빛살의 퍼

짐각을 나타낸다.

에텡두는 광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빛다발이 진행함에 따라 

그 값이 같거나 커질 뿐 줄지는 않는다. 설계를 잘 하여 수

차가 작은 광학계일수록 에텡두의 증가량이 적다. 액정판에

서 나가는 빛의 에텡두를 셈하면, 대각선이 50.8 mm (2인치)

인 액정판의 면적  = 1,239 mm
, 투영 광학계의 수치구경 

＃ = 2일 때 mm
⋅sr 이다. 투영 광학계의 수치

구경 ＃의 전형적인 값은 1.5~2.4이다. 

엘이디 배열 광원에서 나가는 빛을 120° 범위까지 받는다

면, 에텡두 보존에 의해 계산되는 광원의 면적은 103 mm
2
이

내여야 한다. 발광면적이 1 mm
2
인 엘이디를 가로 방향 간격 

0.6 mm, 세로 방향 간격 1 mm로 6×5 배열하면 광원부의 면

적이 81 mm
2
로 조건에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엘이디를 촘촘

히 배열할 경우, 엘이디가 내는 열을 효과적으로 퍼뜨리지 

못하면 엘이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 빛의 파장 변화, 발광

효율 저하, 수명 단축 등의 문제가 생긴다. 방열을 효과적으

로 하려면 열원을 넓게 퍼뜨리고 전도도가 좋은 재료를 써서 

열을 빨리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에텡두의 조건 때문에 엘

이디를 옆으로 넓게 퍼뜨릴 수는 없으므로, 엘이디 배열을 

두 층으로 나누어 앞, 뒤로 배치한다. Figure 2(a)는 30개의 

엘이디를 한 면에 배열한 것을 보여준다. 엘이디는 전력을 

공급하는 인쇄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위에 

배열되어 있고, 기판 아래에 방열 구리판을 둔다. 

Figure 2(b)는 30개의 엘이디의 수평 위치는 앞서와 같으

나, 15개는 뒤로 4 mm  떨어진 기판으로 옮기고 앞 기판의 

엘이디가 빈 자리에는 뒤쪽 기판의 엘이디가 내는 빛이 막히

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둔다. 뒤

쪽 기판의 엘이디에서 앞쪽 기판의 구멍까지는 복합 포물면 

집광기(CPC ; Compound Parabolic Concentrator)와 같은 광

학소자를 써서 빛의 손실을 최소로 줄이면서도 에텡두가 늘

지 않으면서 빛이 전달되게 한다. 앞판과 뒤판은 역학적 강

성과 효과적인 방열을 위해 구리판 등으로 연결한다. 

CPC는 실제로 뒤판의 엘이디 발광면에서 방출된 빛을 앞

판까지 포물경 형태의 반사면에서 빛을 반사시켜 광원처럼 

나아가도록 빛을 안내한다. CPC의 길이는 4 mm로 짧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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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rmal conductivity of materials

Material Thermal Conductivity [W/m·K]

LED (GaN) 130

MC-PCB (Al 5052) 150

Radiator (Cu) 401

CPC (PMMA) 0.215

(a)

(b)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LED arrays: (a) Single layer; 

(b) Double layer. FIG. 5. Layout of a collimator optics.

문에 열분석을 할 때는 사각기둥으로 어림했다.

Figure 3은 2층 배열 엘이디 광원의 모습이다. 뒤쪽 기판에 

배열된 엘이디 앞에 mm×mm의 발광면적에서 시작하여 

앞쪽 기판까지 PMMA 재질로 만들어진 CPC로 연결하였다. 

이 CPC의 전면부가 회색 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광원

의 발광면적이 CPC면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발광면적

은 애초의 81 mm
에서 CPC영역까지 확장되어 100 mm

 

가 되었다. 이것은 엘이디를 한 층으로 배열했을 때보다 늘

었으나, 초기에 액정판에서 계산한 에텡두에 기초하여 구한 

광원부에 허용되는 최대면적 103 mm
 보다 작다.

2.3. 엘이디 광원부의 방열분석

엘이디를 한 층에 배열한 광원과 2층으로 나눠 배열한 광

원의 온도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열분석을 하였다. 단위 엘이

디의 전력소모는 1 W이고, 내부양자효율은 칩마다 다르지만 

현재의 값이 30~70 %이므로 
[3] 

중간값 50 %를 잡아, 각각의 

엘이디 상면(면광원)에서 0.5W의 열을 내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열분석에 쓰인 물질과 각 물질의 열전도율은 Table 2

와 같다.

엘이디의 재료는 빨간빛 엘이디는 GaAs 이지만 녹색과 파

란색 엘이디는 GaN가 주성분이므로 GaN의 열전도율값으로 

설정하였고, MC-PCB(Metal-Core Printed Circuit Board)는 

보통 전기회로를 위한 구리부분과 유전체, 알루미늄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MC-PCB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Al 

5052의 열전도율 값으로 설정하였다 
[11]

. 

Figure 4에서 보는 것처럼 한층 배열 엘이디 광원의 기판 

온도는 183.8℃ 까지 올라가지만, 2층으로 배열한 광원은 위 

쪽 기판의 최고 온도가 96℃ 정도, 아래쪽 기판의 최고 온도

는 90.4℃ 이다. 시판되는 대부분의 엘이디의 최대 작동온도

는 125℃ 정도이므로 
[6]

, 한 층 배열 광원은 켜면 과열되어 곧 

망가지겠지만, 2층 배열 광원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2.4. 다층 배열 엘이디 조명광학계

앞에서 살펴본 2층으로 배열한 30개의 엘이디의 유효 발광

면은 10 mm ×10 mm이고, 휘도 분포가 고르지 않으며, 빛살 

퍼짐각이 크다. 따라서 이 빛을 받아 액정판에 맞게 빛을 고

르게 퍼뜨려 보내는 조명 광학계를 붙여야 한다. 먼저, 엘이

디 배열 광원에서 나온 빛을 모아 나란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하고, 이 빛살은 투영광학계의 ＃에 의해 정해지는 수렴각

도로 액정판을 고르게 비추어야 한다. 그러면 액정판은 걸리

는 전압분포에 따라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은 투영광학계를 

지나면서 확대되어 멀리 떨어진 큰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엘이디 배열 광원에서 퍼져 나오는 빛을 모아 나란하게 나

아가게 하는 일은 집속렌즈가, 액정판에서의 휘도 분포를 고

르게 만드는 일은 ‘파리 눈 렌즈(FEL)’가, 퍼짐각(수렴각)을 

맞추는 일은 파리 눈 렌즈와 집광렌즈가 한다.

2.4.1. 집속 광학계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FEL의 수광각 ±10° 범위 안으로 나

란히 진행하도록 집속 광학계(collimator optics)를 설계해야 

한다. 이 광학계는 피코 화상 투영기에서 쓰는 것을 참고하

여 
[12]

, 렌즈의 크기와 곡률을 고쳐 만든 것으로 그 얼개는 

Fig. 5와 같다. 이것은 엘이디 배열 광원에서 나오는 빛살을 

받아 단면적 44.6 mm
 
× 44.6 mm, 퍼짐각 ±10°의 나란한 빛

다발을 만들어 그 다음에 놓인 FEL로 들어가게 한다. 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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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ign parameters of collimator optics

Surf:Type
Radius

[mm]

Thickness

[mm]
Glass

Semi-Diameter

[mm]
Conic 4

th
 Order

Even Asph. 22.000 31.850 BK7 30 -1.5 1.274E-5

Standard -1010.282 2.230 - 30 - -

Even Asph. 14.727 10 BK7 20 -0.9 -5.465E-5

Standard -75.000 1.3 - 20 - -

Standard ∞ 2.1 BK7 12 - -

Standard ∞ 1.000 - 12 - -

IMA ∞ - - 5 - -

FIG. 6. Layout of a FEL pair and a condensing lens.

속 광학계의 설계 제원은 Table 3과 같다. 

2.4.2. FEL과 집광렌즈

작은 렌즈들의 배열인 FEL 두 개와 집광렌즈 한 장을 쓰

면 빛을 원하는 영역에 고르게 비출 수 있다. FEL 쌍은 서로 

다른 것을 쓸 수도 있지만, 앞의 집속렌즈를 지나 평행한 빛

다발이 들어올 것이므로 똑같은 것 두 장을 초점거리만큼 벌

려 둔다. FEL 쌍과 집광렌즈는 서로 보완적이므로 광학계를 

설계할 때 한 덩어리로 다루어야 하며, 개념적 얼개는 Fig. 6

과 같다.

여기에서 는 FEL의 수광각(±10°), 는 두 FEL의 간격, 

는 FEL 단위 렌즈의 높이의 반, 는 FEL의 중심과 테두리

에 있는 단위 렌즈의 간격이다. 는 집광렌즈에서 액정판까

지의 거리, 는 액정판에 수렴되는 각으로서 투영 광학계의 

＃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액정판의 높이의 반(15.24mm )

이다. 화살표가 있는 굵은 실선과 점선은 FEL에서 액정판까

지의 빛살의 진행을 나타낸 것으로 두 장의 FEL과 집광렌즈

를 지나 액정판을 고르게 비추게 됨을 보여준다. 두 FEL은 

초점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첫 FEL에 기울기각 0°로 나

란히 들어가는 빛살다발은 둘째 FEL의 중심에 모이며, 최대 

기울기각(±10°)으로 들어가는 빛살은 둘째 FEL의 양끝에 모

인다. 첫째 FEL의 단위 렌즈에서 나가는 광선들은 둘째 FEL

과 집광렌즈를 지나면서 저마다 단위렌즈 모양으로 액정판 

전체를 비추므로 결국 액정판 전체가 빛을 고르게 받게 된다.

위의 얼개 그림에서 와 는 왼쪽의 집속 광학계에 따라 

결정된 값이고, 는 액정판의 크기가, 는 액정판의 오른쪽

에 올 투영광학계의 ＃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결정할 값은 (FEL 단위 렌즈의 높이의 반), (두 

FEL의 간격), 그리고 (집광렌즈에서 액정판까지의 거리)의 

셋이다.

Figure 6의 얼개도에서 FEL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투

영 광학계의 시야각 에 따라 결정된다.

   tan  (4)

  sin
＃

    (5)

따라서 앞의 집속 광학계에서 얻은 와 의 값은 실제로

는 투영 광학계의 시야각 와 액정판의 크기 를 상정하여 

미리 정하고, 그러한 값이 나오도록 집속 광학계를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얼개 그림에서 와 의 비, 그리고 와 의 

비는 수광각 와 다음 관계가 있다.

tan 







 (6)

의 값은 앞 단의 집속 광학계에서 이미 정했으므로, 위 

식은 FEL 단위 렌즈의 크기 와 두 FEL의 간격 (또는 

FEL의 초점거리)가 비례함을 알려준다. 또한, 집광렌즈에서 

액정판까지의 거리 도 액정판의 크기에 따라 정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정할 것은 FEL 단위 렌즈의 크기 

이다.

액정판의 대각선 길이 50.8 mm이면,  = 15.24 mm (4:3

비율의 세로 길이의 1/2)이며, 는 10°로 잡으면 mm

가 된다. 식 (6)에서 FEL 단위렌즈의 크기에 따라 FEL간의 

거리()가 정해지며, 그 거리가 곧 FEL 단위렌즈의 초점거

리이므로 그것의 곡률반지름 


을 구할 수 있다. 

FEL 속의 단위 렌즈의 크기 가 정해지면, FEL 속에 들어

가는 단위 렌즈 수는  =  + 1이 된다. 단위렌즈를 작

게 만들수록 조명은 더 균일해지지만, 단위렌즈 테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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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ign parameters of an FEL pair

 [mm]  [mm] 


 [mm] No. of cells

2 11.34 6.1 13

3 17 9 9

4 22.68 12 8

5 28.35 15 6

TABLE 5. Design parameters of condensing lenses

Radius 

[mm]

Thickness

[mm]
Glass

Semi-Diameter

[mm]

∞ 12 BK7 35

-150.0 20 - 35

140.0 15 BK7 35

-103.9 72 - 35

∞ - - 17

FIG. 7. Layout of a complete illumination optics.

(a)

(b)

(c)

FIG. 8. Intensity distribution over an LC panel: (a) Overview; 

(b) Vertical distribution; (c) Horizontal distribution.

생기는 빛의 손실이 많아진다. 가장 적절한 FEL 단위렌즈의 

크기는 광학설계 소프트웨어를 써서 낱낱의 단위렌즈에 대

해 시늉내기를 하여 정했다. FEL의 두께는 모두 2 mm로 하

였고, 재질은 비교적 열에 강한 소재인 B270(=1.52, 

=58.57)을 썼다. Table 4는 각 FEL 단위렌즈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FEL의 간격과 표면의 곡률 반지름 그리고 단위 렌

즈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단위렌즈의 크기()가 3 mm 까지는 최대 각도로 들어가는 

빛살도 초평면 근처에서 초점을 맺어 다음의 FEL로 들어가

지만, 4 mm를 넘으면 빛살이 초평면을 벗어난 곳에 모여 서

로 짝이 되는 둘째 FEL의 단위렌즈를 벗어나, 그 위 또는 아

래의 단위렌즈로 들어간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단위렌즈 

크기로는 4:3 비율에 맞게 2.67 mm × 2 mm로 잡았다. 

마지막으로 집광렌즈는 둘째 FEL에 붙이는 렌즈로, 액정

판에서 전체 시스템 ＃와 Fig. 6 그리고 식 (6)에 맞으면

서, 상의 크기(조명영역)는 액정판 ( =15.24 mm)을 완전히 

비출 수 있도록 약 10%의 여유를 두어 17 mm로 설계하였

다. 최종적으로 얻은 집광렌즈의 설계 제원은 Table 5와 같

고, 완성한 조명광학계의 얼개도는 Fig. 7과 같다. 

2.4.3. 결과분석

 Figure 8은 조명광학계에서 나온 빛을 받는 액정판의 광

량분포이다. (a)는 액정판 전체, (b)와 (c)는 각각 세로줄과 

가로줄의 광량분포이다. 광량 분포의 균일도(uniformity)는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가 10%(세로줄 방향 7%, 가로

줄 방향 10.7%) 정도로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또한, 액정판이 받는 광량은 34,723 lm 인데, 편광판과 검

광판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13,445 lm 에 해당한다. 이 값은 

Table 1에 정리한 액정판이 받아야 하는 녹색 빛의 광량 

14,050 lm의 96% 정도인데, 부족한 4%는 광학계의 설계를 

더 다듬거나 엘이디 구동 전류를 조금 늘려 보충 할 수 있다. 

물론 구동 전류를 늘리면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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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온도의 상한과 비교하면 여유가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III. 결    론

현재 대화면 액정 화상 투영기의 광원으로 쓰이는 초고압 

수은등을 엘이디 배열 광원으로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

석했다. 엘이디 배열 광원에서 생기는 광량과 에텡두 그리고 

방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여러 개의 엘이디를 두 층으로 

배열한 광원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0.5W의 열을 방출하는 발광면적 1 mm
2 

인 엘이디 30개를 

에텡두에 맞춰 한 층에 빽빽하게 배열하면 200℃에 가까워

져 기판의 엘이디 작동에 허용되는 최고온도 125℃에 맞추

려면 강한 강제냉각 장치를 달아야 하지만, 두 층으로 나누

어 배열하면 기판의 자연냉각만으로도 96℃를 넘지 않아 과

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았다. 아울러 

뒤 층의 엘이디가 내는 빛은 CPC를 써서 모아 앞으로 보내

어 실질적으로 앞, 뒤 15개의 엘이디가 모두 앞면에서 빛을 

내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두 층 배열 엘이디가 내는 빛이 

액정판을 고르게 비추도록 FEL 두 장을 쓰는 조명광학계를 

설계하였고 빛살 추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액정판에 이르는 

빛의 광효율은 21%, 조명 균일도는 세로줄 방향 93%, 가로

줄 방향 89% 정도였다. 따라서 이 2층 배열 엘이디 조명 광

학계는 8 m × 6 m(400인치)의 대형 화면 액정 화상 투영기

의 광원으로 쓰기에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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