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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ED 는 소비 전력이 낮고, 수명이 길어 

대체 조명으로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LED 의 배광은 람버시안 분포를 

가지므로 LED 전면에 렌즈를 장착하여 

광분포를 변화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렌즈의 다양한 형태 중, 프레넬 

렌즈는 두께가 얇아 광손실이 적고 가벼우며 

박형 제작이 가능하여 시스템의 경량화 및 

효율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프레넬 렌즈를 산업에서 제작하기 위해서는 

복제 공정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제 공정 시 수지가 팁 끝단에 

완전히 차들어가기 전에 냉각됨으로써 제작된 

렌즈의 형상과 설계된 렌즈 형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프레넬 렌즈의 그루브 

팁이 설계 형상과 달리 둥근 형상을 

가짐으로써 광경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굴절되고, 이것이 광학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렌즈의 팁 전사성에 따른 

광학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전사성 향상을 

위해 인스턴트 히팅 시스템을 적용한 사출 

성형 공정으로 렌즈를 제작하여 광학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팁 전사성이 광학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광학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2. 광학 시뮬레이션 
 

LED 의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도록 하는 

렌즈를 역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광원을 동일한 광속을 갖도록 n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목표 지점 또한 동일한 면적을 갖도록 

n 개의 영역으로 나눈 후, 각 영역의 광원이 

각각의 목표 지점으로 입사되도록 렌즈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최적화 과정을 통해 

면광원에 의한 광분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2].  

설계된 렌즈의 전사성에 따른 광학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팁 반지름을 변화시켜가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시, 팁 

반지름을 0~50 um 까지 변화시켜가며 상대 광효 

율과 조도 분포의 표준 편차를 해석하였다. 그 

Fig. 1 (a) Designed and real path by tip radius and 

simulation results of (b) Relative flux 

efficiency and (c) Normalized standard 

deviation by tip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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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Fig.1 와 같이 팁 반지름이 작아질 수록, 

상대 광효율이 상승하고 조도의 정규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프레넬 렌즈 제작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복제 공정 중 

하나인 사출 성형 공정에 인스턴트 히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설계한 프레넬 렌즈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사출 성형 공정은 금형 

전체를 가열함으로써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스탬프를 가열하는 시간이 길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인스턴트 히팅 

시스템은 패턴이 형성되는 스탬프 주변만을 

집중적으로 가열하여 빠르게 스탬프의 온도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대량 생산 시 패턴 제작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사출 성형 공정 시, 전사성 향상을 위하여 

사출 압력, 금형 온도를 변화시키며 최적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Fig. 2 는 공정 조건에 따른 

최대 그루브 높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금형 온도 110℃, 사출 압력 1620 kgf/cm2 에서 

최적의 팁 전사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Form Talysurf 장비를 이용하여 제작된 

렌즈의 형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팁 

반지름은 12um 로 측정되었다. 또한, 팁 

반지름에 의한 광학 성능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대 광효율과 조도의 정규 표준 편차 

Fig. 2 Maximum groove height of injection molded 

lens as injection pressure and mold 

temperature changed 

Table 1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optical data 
 

 
Relative flux 

efficiency 
NSD 

Simulated data 76% 0.048 

Measured data 69% 0.05 
 

를 측정하였다. Table 1 은 설계된 렌즈에 의한 

상대 광효율, 조도 정규 표준 편차의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이다. 위의 표와 같이 

측정된 상대 광효율은 69%, 정규 표준 편차는 

0.05 로 해석 결과인 광효율 76%, 정규 표준 

편차 0.048 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광분포를 갖도록 

하는 렌즈를 설계하고, 팁 전사성에 따른 광학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스턴트 히팅 시스템을 적용한 사출 성형 

공정으로 렌즈를 제작하고 형상 및 광학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팁 전사성이 

향상될수록 상대 광효율이 높아지고 조도의 

정규 표준 편차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사성 향상을 통해 광학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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