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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명 기기는 대상을 비추어 야간 혹은 실내 차단막 등에 

의해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대상 식

별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특히 그림 1과 같이 칠판, 야립 

광고용 판넬, 자동차 번호판 등의 대상 표면을 비춰주는 장치

의 경우 시인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직접광이 가지 않도록 조

명 기기를 기울여 설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비대칭 배광의 

조명 설계가 요구되며, 단거리에 설치되어 넓은 조사 면적에 

균일한 조명도를 가지도록 하는 광학계 설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단거리 조사 시 다수의 

조명 기기를 사용하여 배광 및 균일도를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짧은 조사거리에도 대상 면적에 균일한 조

명도를 가지는 비대칭 배광의 조명 광학계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되며 이를 통해 사용되는 조명 기기의 감소로 보다 효율적

인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넓은 조사 면적에 단거리 조사 시에

도 균일한 조명도 분포를 가지도록 하는 비대칭 배광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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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계를 설계하고, 다양한 단거리 조명 중 하나인 라이선스 

램프에 적용하여 1개의 조명 기기만으로도 유럽 법규 기준

을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I. 본    론

2.1. 광원

야립 광고용 판넬 혹은 자동차 번호판 등 단거리 조명이 

사용되는 경우, 제품의 사용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긴 수

명의 조명 기기가 요구된다. 따라서 긴 사용 시간과 높은 효

율을 가지는 LED를 광원으로 선정하였다[1].

선정한 광원은 power 124.21 lm, size 2.45 mm (H) × 2.45 

mm (W), 발광각 120°의 특성을 가지는 LED이다.

2.2. 라이선스 램프

라이선스 램프는 단거리 조사 시에도 넓은 면적에 조명도 

균일도를 나타내야 하는 대표적인 조명 장치이다. 기존 라이

선스 램프의 경우 대칭 배광 형태를 가지고 있어 기울어진 

각도로 배치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의 조명 균일도를 높이

기 위해 광각의 폭을 넓힘으로써 광량 손실이 발생한다. 또

한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라이선스 plate를 조사하기 위해 2

개의 조명 모듈이 사용되며, 각 모듈에는 2~20개의 LED가 

포함되어 불필요한 공간 사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한

다. 따라서 1개의 LED 광원과 조명 모듈만으로 기존의 라이

선스 램프와 같은 법규를 만족할 수 있도록 비대칭 배광의 

조명 광학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라이선스 램프 광학계의 조사 면적인 번호판과 대략적인 

설치 구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조사 면적은 자동차 번호

판의 표준 크기인 520 mm × 120 mm이며, 13.3° (θ)로 기울

어져 장착된다. 또한 번호판 윗면의 공간에 장착되는 라이선

스 램프 특성으로 인해 번호판에서 후면 거리(l) 40 mm 이

내, 높이(h) 130 mm 이내에 37.8° 기울어진 광학계가 장착되

도록 한다. 기존 라이선스 램프에서 2개의 조명 모듈과 다수

의 LED 광원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1개의 조명 모듈과 LED

를 사용하면서 ECE R-4 유럽 법규를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3. 광학계 설계

2.3.1. 수평 배광 조절

라이선스 램프의 receiver 영역인 번호판은 세로 길이에 비

해 가로 길이가 매우 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일한 

조명도를 가져가기 위해 수평 배광을 넓게 퍼트려야 한다. 

광학계는 번호판의 가로 영역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평 

배광의 형태는 대칭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X-Z plane에서 

바라본 렌즈의 형상은 Z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어야 한다[2].

Fig. 1. Short-range lighting image.

Fig. 2. Lighting module of licensed lamp.

Fig. 3. License plate and license lamp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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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광축(Z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형 렌즈 형상을 

나타내는 비구면 방정식이다. 수평 방향으로 넓은 광 분포를 

보이기 위한 설계 방안으로, 식 (1)의 비구면 방정식을 따르

는 돔 형상의 렌즈를 설계하였다. 이 식을 통해 설계된 렌즈

의 형상은 그림 4와 같으며, 표 1을 통해 해당 렌즈의 비구

면 계수를 나타내었다.

설계된 광학계의 배광 분포인 그림 5를 통해 가로 방향으

로 훨씬 넓은 번호판의 조명도 균일도 향상을 위하여 가로등

과 비슷한 배광 모양 형성으로 수평 방향의 빛을 넓게 분포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번호판 receiver 영역에서 확인

한 조명도 분포 형태는 그림 6으로, 수평 방향으로 빛이 넓

게 퍼져있으나 수직 방향으로의 빛 조사량이 떨어져 번호판 

전체 조사 영역에 대한 조명도 및 휘도 법규는 만족하기 어

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mulation 결과, 최대 조명도 649.10 lux, 최소 조명도 26.606 

lux로 약 4%의 균일도를 보인다. 따라서 수직 배광 조절을 

통해 전체 영역의 균일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a) Y-Z plane

(b) X-Z plane

(c) Isometric view

Fig. 4. Lens design.

Table 1. Lens specification (aspheric coefficients)

Coefficient Value

X 0

Y 0

X2 0.312745269

XY 0.005278365

Y2 -0.106750507

X2 0.001369114

X2Y 0.001037524

XY2 0.001176468

Y2 0.002734575

X4 0.002264656

X3Y 0.000285566

X2Y2 0.000200713

XY3 0.000185320

Y4 -0.005017535

Fig. 5. Intensity slice chart.

Fig. 6. Illumination distribu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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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직 배광 조절

단거리에 설치되어 모든 조사 영역을 비춰야 하는 조명기

기의 특성상 광원 및 광학계와 가까운 조사 영역의 빛이 더 

밝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그림 7을 통해 라

이선스 램프의 전체 광학계를 살펴보면 광원과 가까이 위치

한 번호판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밝고, 광원과 멀리 위치한 

아래 부분은 어두운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서 수평 배광 조

절 설계를 통한 조명도 분포 결과인 그림 6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의 진행 방향에 따라 렌

즈 형상을 조절하여 조사 영역에 균일한 조명도가 형성되도

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4].

그림 8의 경우, target plane 왼쪽에 광이 집중됨으로써 불

균일한 광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그림 9의 경우, 렌즈 형상

을 조절하여 target plane에 균일한 광 분포가 형성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이처럼 번호판에 균일한 수직 배광을 가져가기 위한 렌즈 

형상을 도출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각각의 광선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유 곡면 형상의 렌즈 

설계가 필요하다. 때문에 자유 곡면 형상의 렌즈 제작을 고

려하여 사용되는 매질은 polycarbonate로 설정하였고, 이때의 

굴절률은 1.59이다. 매질의 굴절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빛

의 경로를 설정하고, 스넬의 법칙을 응용하여 해당 경로로 빛

이 진행하도록 하는 렌즈 형상의 좌표값을 도출할 수 있다[6].

그림 10은 이러한 빛의 경로를 2차원 형태로 나타낸 것이

다[7]. 먼저 source에서 렌즈의 rear surface로 입사하는 빛의 

각도와 출사하는 빛의 각도를 설정하여, 해당 출사광이 target 

plane의 한 위치에 도달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렌즈의 입사

광선과 출사광선은 각각 source 및 target plane을 통한 한 점

과 각도를 통한 기울기가 존재하므로 둘 사이의 교점을 구할 

수 있다[8]. 때문에 이들 교점을 좌표값으로 가지는 렌즈 형상

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point source라는 가정 하에 

Fig. 8. Example of uneven distribution.

Fig. 9. Uniform light distribution.

Fig. 10. Ray tracing to the receiver.Fig. 7. Detail of the license lamp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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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이루어졌으며, 렌즈의 rear surface 형상만을 기준으

로 좌표를 도출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차원 평면에서의 교점 계산을 위해 렌즈의 X 값을 각각 

-4, -2, 0, 2, 4 총 다섯 파트로 나누었다. 이후 정해진 X 값

의 평면에서 렌즈 형상을 나타내는 (Z, Y) gird 좌표를 추출

하였다. 해당 grid 좌표는 표 2로 나타내었다.

표로 나타난 grid 좌표계를 Solidworks를 통해 형상화하고, 

이를 이용해 해당 좌표점을 가지는 자유 곡면 형상을 Light-

Tools로 구현하였다. 이 곡면을 앞서 설계한 렌즈의 rear 

surface로 적용하여 grid 좌표계를 따르는 형상의 렌즈 설계 

후, LightTools를 통한 추가적인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그림 11은 이렇게 설계된 렌즈의 모습이다. 설계된 렌즈는 

11.6 mm × 4.5 mm × 10.5 mm (L × W × D)의 크기를 가지며, 

수평면 형상(X-Z plane)의 경우 앞서 설계한 것과 유사한 돔 

형상을 띔으로써 넓은 수평 배광을 나타낸다. 또한 Y-Z plane

에서 바라본 렌즈의 수직면 형상은 추출한 grid 좌표를 따르

며, 이러한 형상을 통해 단거리 plate 조사 영역에 수직 방향

으로 개선된 조명도 균일도를 보일 것이다.

설계된 렌즈를 통한 simulation 결과, 그림 12에서 보듯이 

grid 좌표가 적용된 광학계 구성을 통해 수직 방향으로 비대

칭 배광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3의 조명도 

분포를 확인해보면 license plate의 아래 부분까지 빛이 진행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라이선스 램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조명도값은 simulation을 통해 직접적으로 측

Table 2. Grid coordinates

X -4 -2 0 2 4

(Z, Y) (2.23, 2.12) (2.10, 2.91) (3.19, 1.98) (2.10, 2.91) (2.23, 2.12)

(Z, Y) (2.85, 1.22) (3.13, 1.56) (3.08, 1.89) (3.13, 1.56) (2.85, 1.22)

(Z, Y) (3.19, 0) (3.52, 0) (3.58, 0) (3.52, 0) (3.19, 0)

(Z, Y) (3.00, -1.28) (3.29, -1.36) (3.25, -1.55) (3.29, -1.36) (3.00, -1.28)

(Z, Y) (2.49, -2.16) (2.68, -2.41) (2.49, -2.70) (2.68, -2.41) (2.49, -2.16)

(a) Y-Z plane

(b) X-Z plane

(c) Isometric view

Fig. 11. Lens design.

Fig. 12. Intensity slice chart.

Fig. 13. Illumination distribu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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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값이 아닌, 휘도를 통해 계산하여 도출하기 때문에 이

를 위한 휘도 분석이 필요하다.

2.4. 광학계 분석

표 3을 통해 비구면 방정식을 따르는 돔 형상을 이용한 설

계로 라이선스 램프의 수평 배광만 조절했을 때와 grid 좌표 

추출로 수직 배광까지 함께 조절했을 때의 detector 영역 조

명도 분포 및 광효율을 비교하였다. 수평 배광만 조절 시의 

균일도는 4.1%, 광효율은 17.4%의 값을 보였고, 수평 및 수

직 배광 모두 조절 시 균일도 36.9%, 광효율 33.6%로 수평 

배광만 조절했을 때에 비해 향상된 값을 보인다.

특히 조명도 균일도의 경우 8배 이상 향상된 것을 보이는

데, 이를 통해 앞서 제시한 원하는 방향으로의 ray 진행을 위

한 grid 좌표 추출 후 해당 형상을 따르도록 하는 설계 방안

이 단거리 조명의 조명도 균일도를 높이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4.1. 휘도 분석

ECE R-4에 따르면 라이선스 램프의 휘도는 조사 면적에서 

12개의 측정점을 가지며, 각각의 측정점으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aperture 25 mm의 휘도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법규에서 기준한 측정영역의 자세한 위치와 배열을 그

림 14와 표 4를 통해 나타내었다. 휘도 측정 전, 조사 면적인 

번호판의 반사율은 70%로 설정하였다.

12개의 각 측정영역에서 측정된 휘도값을 표 5를 통해 정

리하였다. ECE R-4 법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12개의 각 측

Table 3. Results of illumination simulation

Only horizontal Efficiency Horizontal and vertical Efficiency

17.4% 33.6%

Min 26.606 lux Min 111.09 lux

Max 649.10 lux Max 656.51 lux

Avg 155.60 lux Avg 300.92 lux

Uniformity 4.1% Uniformity 36.9%

Fig. 14. Position of the license plate.

Table 4. Measuring points on the license plate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95, 25) (95, 125) (95, 225) (95, 295) (95, 395) (95, 495) (25, 25) (25, 125) (25, 225) (25, 295) (25, 395) (25, 495)

Table 5. Luminance values at the measuring area

Average luminance at 3 m measuring point (cd/cm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0) B10 B11 B12

73.936 104.02 148.84 96.889 134.09 52.998 25.215 23.183 18.434 41.665 19.549 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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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역에서 평균 2.5 cd/cm2 이상의 휘도값을 가져야 하며, 

식 (2)에 따라 측정된 최소 휘도값(B0)은 인접한 1영역과 2영

역에서 측정한 휘도 차의 절반 이하여야 한다[9].

   






≤×


  (2)

측정된 최소 휘도값은 18.434 cd/cm2로 모든 측정영역에서 

2.5 cd/cm2 이상의 값을 가진다. 또한 인접한 영역 간의 휘도 

차가 가장 큰 지점인 B3~B9 구간에서의 식 (2)를 통해 구한 

값은 18.329 cd/cm2로 최소 휘도값보다도 작은 값을 보이며 

모든 휘도 법규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2.4.2. 조명도 분석

라이선스 램프의 조명도 분석을 위한 값은 측정값이 아닌, 

휘도를 통해 계산된 계산값이어야 한다. 측정된 휘도값을 통

한 조명도값 도출 방법은 식 (3)을 따른다.

×  (3)

(: illumination, : reflectivity,  : luminance)

이 때 ρ는 측정면의 반사율이며, 본 설계에서는 0.7의 반사

율 값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식 (3)을 통해 계산된 각 영역의 

조명도값은 표 6으로 나타내었다. 조명도 값이 어느 부분에

서도 80 lux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조명도영역 2개의 평균 

조명도는 최소 조명도영역 2개의 평균 조명도의 20배 이하

여야 함을 기준으로 조명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계산된 조명도의 최소값은 82.6 lux로, 첫번째 조건을 만족

했으며, 최고 조명도영역 2개(B3, B5)의 평균값은 634.5 lux, 

최소 조명도영역 2개(B9, B12)의 평균값은 83.7 lux로 약 8

배 가량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두번째 조건도 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거리 조명 설계 시 짧은 조사거리로 인해 

광 조절이 어려워 조명도 균일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수평, 수직 방향의 렌즈 형상을 나누어 설계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수평 방향의 배광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구면 방정

식을 따르는 넓은 돔 형상을, 수직 방향의 비대칭 배광과 조

명도 균일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방향으로의 ray 진

행을 위한 grid 좌표 추출 후 해당 형상을 따르도록 하는 설

계 방법을 연구하였다.

설계 후 진행한 simulation 결과, 균일도 향상을 위해 수직 

방향의 배광을 조절함으로써 기존 4.1%의 균일도가 36.9%

로 향상되었으며 광 효율 또한 17.45%에서 33.6%로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설계 방법을 대표적인 단거리 조명 중 하나인 

라이선스 램프에 적용하여 2개의 조명 모듈을 사용하는 것

이 보편화되어 있는 기존의 것과 달리 단일 광학계 구성만으

로 조명도 균일도 향상과 ECE R-4 유럽 법규를 만족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연구 내용을 통하여 짧은 조사 거리로 인해 광 균일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다수의 조명 및 광원 모듈이 사용되는 다양

한 단거리 조명 광학계의 불필요한 공간 사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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