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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n aircraft warning light’s optical system was designed using an LED light-source module and a collimating Fresnel lens. As for the 
optical system, a collimator Fresnel lens was designed for each module to satisfy a vertical-elevation center luminous intensity of 20,000 cd and 
the divergence-angle luminous-intensity standard conditions of the Ministry of Land for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aircraft warning lights. In 
addition, the optical system was optimized by adjusting the position and tilt of the LED light-source module and Fresnel lens.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light-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optical system, an aircraft-warning-light optical system with optimal performance wa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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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LED 광원 모듈과 시준용 프레넬 렌즈를 이용하여 항공기 장애등 광학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광학계는 국토 교통부 항

공기 경고등의 수직 양각 중심 광도 20,000 cd와 발산각 광도 규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프레넬 렌즈를 모듈별로 설계하였다. 또한 LED 

광원 모듈과 프레넬 렌즈의 위치와 기울기를 조정하여 광학 시스템을 최적화하였으며, 이렇게 설계된 광학계의 배광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하

여 최적의 성능을 가진 항공기 경고등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Keywords: 항공장애등, 프레넬 렌즈, LED, 광학설계
OCIS codes: (110.2945) Illumination design; (120.4570) Optical design of instruments

《연구논문》 Korean Journal of Optics and Photonics, Vol. 32, No. 1, February 2021, pp. 15-21

DOI: https://doi.org/10.3807/KJOP.2021.32.1.015

†E-mail: jtkim@pknu.ac.kr, ORCID: 0000-0001-7913-3276
Color versions of one or more of the figures in this paper are available online.

I. 서    론

항공장애등은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급속도

로 늘어남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

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를 총칭한다[1].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항공법에 따라 60 m∼150 m 높이 이

상의 건축물과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항공장애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최

적화된 제품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

 LED 광원이 조명에 적용된 이래로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

라 대부분의 항공장애등의 광원 역시 LED로 대체되고 있으

며 급격하게 확장 및 보급되고 있다[3]. LED의 경우 기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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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비해 유리나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아 충격에 견고하

고, 높은 발광효율, 긴 수명 시간의 장점이 있지만 LED 광원

을 이용하여 설치된 항공장애등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항

공 수송기기의 충돌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항

공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4]. 실제로 최근 

고층 건물 및 송전탑에 충돌하는 헬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안개, 우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

에서 항공기를 운용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장애물에 대한 식

별이 어려워 항공기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

서는 항공장애등을 국토교통부 관할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성능 기준을 보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조사되는 항공장애등 실태조사에서는 규정에 미

달하는 항공장애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표시등의 부재

와 기술 부족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5].

 따라서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항공장애등의 개발을 위해

서 국가기술표준원에 명시되어 있는 배광 규격을 만족하는 광

학계의 설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수

행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목표하는 발산각을 위한 적절

한 LED 광원을 선정하고 이를 원형 형태의 모듈로 구성하였

다. 이것을 기본 모듈로 하여 시준 광선을 구현하는 원통형 프

레넬 렌즈를 초기 설계한 후, 배광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두 

가지의 광학계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광학계를 설계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고 중심 광도 20,000 cd와 

수직발산각 3.5˚를 구현하는 최적의 항공장애등 광학계를 제

시하였다. 

II. 항공장애등 설계 및 분석

KS C 7714 규격에 따라 항공장애등의 광학적 성능의 적합

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정 대상은 특정한 기하

학적 조건에서 수직앙각 별 광도 및 CIE 1931 (x, y)색도 좌

표 값이다.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의 기준 광도는 20,000 cd이며 수

직발산각의 최소값은 3˚이다[6].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배광 규

격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수직앙각은 수평면과 이루

는 각도를 기준으로 한다. 수직앙각 0˚에서의 20,000 cd는 수

평면 기준 0˚∼ 330˚ 사이에서 30˚ 등간격의 광도 값의 평균

이 20,000 cd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1˚와 3˚에서의 

광도 값은 7,500 cd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직 발산각이 3˚ 이
상이 되도록 광학계를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장애등의 색도 규격은 CIE의 권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KS W 8311 규격에 따른 색도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

다[7].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의 광색은 백색이며 표 2의 색도 

범위에 들어야 한다.

2.1. 광학계의 기본 설계 방법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LED 광원에서 방사되는 빛을 제어

하여 배광 규격을 만족하도록 하는 렌즈를 설계할 필요가 있

다. 빛을 수평면 360˚ 전방향으로 좁은 발산각으로 균일한 광

도 분포를 구현하기 위해서 LED 광원을 원형으로 배열한 광

원 모듈과 모듈의 발산각 특성에 맞도록 기구적인 조건과 성

능 조건을 위해 시준 광선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광학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통형 프레넬 렌

즈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시준 광학계로는 항공장애등 배광 규격의 수직앙

각 별 광도 값을 만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

광 규격의 만족을 위한 2가지 광학계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2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최적의 광도 분포를 

구현하는 광학계를 제시하였다.

LED 광원과 같은 점광원이 초점 위에서 빛을 방사하면 그

림 1의 (a)와 같이 렌즈를 통과한 후 빛은 평행하게 진행하며 

이러한 광선을 구현하는 광학계를 시준 광학계라고 한다. 그

러나 그림 1의 (b), (c)와 같이 점광원이 초 평면에 대하여 비

축 상에서 빛을 방사하면 렌즈를 통과한 후 광축에 대하여 평

행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항공장애등의 배광 규격을 고려하였을 때 양각으로 출

사하는 광선이 많아져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LED 광원을 광축으로부터 수직 아래로 배치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광학계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2는 defocus에 따른 광속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b)와 같이 렌즈의 초점보다 앞에서 빛이 방사되면 렌즈를 통

과한 후에 빛은 발산하게 되고, (c)와 같이 렌즈의 초점보다 

뒤에서 빛이 방사되면 렌즈를 통과한 후에 빛은 수렴하게 되

Table 1. Regulations for light distribution of medium luminous in-
tensity A-type aircraft warning light (KS C 7714)

Luminous
Intensity

Vertical elevation 
angle (˚)

Vertical beam 
divergence

0˚ -1 Minimum 
angle Intensity

20,000 cd 20,000 cd 7,500 cd 3° 7,500 cd

Table 2. Color chromaticity range regulation for aviation obstruc-
tion light with light sources for semiconductor lights (KS W 8311)

Light color Color range Equation

White Yellow line x=0.440
Blue line x=0.320
Green line y=0.150+0.643x
Purple line y=0.050+0.75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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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일반적인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LED 광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단으로 방사

되는 빛은 렌즈의 위치를 초점거리보다 가까이 하고, 하단으

로 방사되는 빛은 렌즈의 위치를 초점거리보다 멀게 하여 렌

즈가 전체적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기울어지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항공장애등 수직앙각 설계 규격을 만족하도

록 진행하였다. 

2.2.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 광학계 설계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광색, 광도, 

배광 분포를 고려하여 Cree 사의 백색 LED인 XP-L2를 광원

으로 사용하였으며, LED 광원 설계의 신뢰성을 위하여 Cree 

사에서 제공하는 data sheet에 준하는 기구적인 구조와 배

광 특성을 기본 값으로 하고, 표 3에 광학계를 설계하는데 필

요한 광원의 광속과 발산광 특성을 나타내었다[8]. LED 광원 1

개의 광속 527 lm에 대하여 약 155 cd의 광도 분포를 가지

며, CIE 1931 색 좌표는 (x=0.33113, y=0.34238)로 KS W 

8311의 색도 규격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의 기준 광도 20,000 

cd와 수평 360˚ 전방향에서 균일한 광도 분포를 구현하기 

위하여 원형 배열 형태의 광원 모듈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20,000 lm 이상의 광속을 확보하기 위해 38개 이상의 LED 

PKG로 광원 모듈을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고, 광학적 기구

적 제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0개의 LED PKG를 사용하여 

광원 모듈을 구성하였으며 차후에도 제한된 구조 내에서 렌즈

의 변형 없이 광출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

을 가질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에는 array로 구성된 LED 원

형 광원 모듈의 광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단일 LED 광원을 사

용하였을 때 광속 527 lm에 대하여 약 155 cd의 광도 분포를 

나타내었다면, 40개의 LED를 원형 형태로 배열하여 모듈을 

구성하였을 때 광속 21,080 lm에 대하여 약 2,100 cd의 광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프레넬 렌즈의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 중 내열성 및 충격강

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출 성형이 용이한 polycarbonate 

(PC)를 사용하였으며, 렌즈의 외경은 40개의 LED PKG를 광

원 모듈로 구성하였을 때, LED PKG 개수를 증가시키더라도 

렌즈의 외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구부와의 결합의 용

이함을 위하여 250 mm로 결정하였다. 렌즈의 높이는 LED 

광원의 배광 분포에서 발산각과 광 효율을 고려하여 100 mm

로 결정하였다.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에서 요구하는 수직 배광의 최소발

산각은 3˚이다. 따라서 해당하는 발산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초점거리와 렌즈의 곡률반경을 조절하여야 한다. 초점거리는 

광원의 면적과 목표하는 수직발산각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9]. 수직발산각 3˚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LED 광원

의 면적 3.45 mm를 고려하였을 때, 후초점거리는 약 6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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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ath of light along the diverging point of the light source relative to the distance i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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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tical properties of Cree XP-L2 LED

Model Color Luminous 
flux (lm) Size (mm) Viewing 

angle (˚)

XP-L2 White 527 3.45×3.4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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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후초점거리와 렌즈 재질의 굴절률(n=1.5896, 

λ=550 nm), 근축 광학 이론의 렌즈 power 방정식을 이용하

여 렌즈의 곡률반경을 38.324 mm로 구할 수 있으며, 주어

진 곡률반경에 대한 비구면 계수와 렌즈 두께 8 mm에 대하여 

Lighttool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이용하면 그림 4

와 같은 시준 광선을 구현하는 단일 렌즈의 집합 형태인 모듈

형 프레넬 렌즈를 설계할 수 있다. 표 4에는 이렇게 설계된 프

레넬 렌즈의 설계 사양을 나타내었다.

Collimator 프레넬 렌즈를 설계한 후 앞에서 언급한 광학

계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배광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광학

계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최적화는 Lighttools 프로그램의 

intensity slice chart를 이용하여 배광 규격에 제시되어 있는 

수직앙각 별 광도 값을 지정하고 광축을 기준으로 상단은 발

산각 ±1˚, 하단은 발산각 ±2.5˚를 목표로 최적화를 진행하였

다. 

첫 번째로 LED 광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의 최적화는 

렌즈의 형태는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28개 LED PKG의 광축

으로부터 수직 아래 방향의 거리를 변수로 지정하고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렌즈의 기울기를 변경하는 방법의 최적화는 LED 

광원의 위치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렌즈 상단의 외경과 하단

의 외경을 변수로 지정하고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그림 5, 6에

는 최적화된 광학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of LED light source module. 

 

 

Fig. 4. Shape of collimator Fresnel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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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학계 시뮬레이션 및 결과 
Collimator 프레넬 렌즈 광학계 설계 과정에서 중심부를 

기준으로 3개의 모듈의 후초점거리는 65 mm로 일정하도록 

설계하여 시준 광속의 수차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직앙각 –1˚, 3˚에서의 여유 있는 광도 

확보를 위해서 후초점거리를 62 mm로 defocus하여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7에 collimator 프레넬 렌즈의 배

광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중심 광도는 24,355 cd, 수직발산각

은 3.42˚를 구현하였다. LED 광원 모듈만으로 구성할 경우 

2,100 cd의 광도 분포가 collimator 프레넬 렌즈의 시준에 

의해 11.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배광 규격의 만족을 위한 두 가지의 최적화된 결과를 적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중심 광도 20,000 cd 이상을 구현하고, 각 

수직앙각 별 광도 값 역시 규격을 만족하였다. 그림 8에는 28

개의 LED 광원의 중심을 광축으로부터 1.5 mm 아래로 배치

한 방법의 배광 분포를 나타내었고, 그림 9에는 렌즈에 1.7˚의 

기울기를 적용한 방법의 배광 분포를 나타내었다.

최적화된 광학계의 시뮬레이션 결과, 동일한 LED 광원 모

듈을 사용하였을 때, 렌즈의 기울기를 변경한 방법이 LED 광

원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방법보다 약 0.44˚가 좁은 수직 발산

각과 약 2,200 cd가 높은 중심 광도를 구현하였으며, 수평 배

광분포도 렌즈의 기울기를 변경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균일

도가 높았다.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0개의 LED 원형 광원 모듈과 단일 colli-

mator 프레넬 렌즈를 defocus에 의한 변화와 tilt에 의한 광

도와 수직앙각의 변화에 대한 광학적 성능의 변화를 고찰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광도 A형 항공장애등을 설계하였

고, 광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배광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중심광도 20,000 cd와 각 수직앙각 별 기준 광도 값을 만족하

도록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같은 LED 광원 모듈을 사용하

였을 때, LED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방법보다 렌즈의 기울기

를 변경하는 방법이 약 2,200 cd 높은 광도 구현과 약 0.44˚

Table 4. Design parameter of the segment with collimator Fresnel lens

Lens num. 0 1 2 3

Diameter (mm) 37.5 64 84.5 100
Radius (mm) 41.69 44.43 46.97 48.96
Thickness (mm) 8 15.64 24.06 31.63
Conic constant -0.60535 -0.62338 -0.65363 -0.67898

 

Fig. 5. Optimization result of LED position change method. 

 

 

Fig. 6. Optimization result of Fresnel lens tilt chang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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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좁은 수직 발산각을 나타내어 광학적 성능이 더 우수하

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LED 모듈의 defocus에 대한 영

향이 프레넬 렌즈의 tilt에 의한 광도와 발산각 변화에 크게 반

영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항공장애등 설계와 배치에 있어서 광원과 렌즈 모듈

의 일체화 설계에 따른 기구적인 구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ollimator 프레넬 렌즈에 1.7˚의 기울기

를 적용하는 것을 가장 최적의 광학계로 도출하였으며, 도출

된 광학계는 렌즈의 변형 없이 LED 광원의 개수만 변경하여 

광출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고, 렌즈 기울기의 공차와 초점거리의 공차

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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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of collimator Fresnel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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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of LED position change method. 

 

 

Fig. 9.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of Fresnel lens tilt chan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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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방법보다 렌즈의 기울기를 변경하는 방법이 약 2,200 cd 높은 광도 구현과 약 

Fig. 8.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of LED position change me-
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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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of Fresnel lens tilt chan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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