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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면광원은 발광부가 비교적 균일한 면 형태를 띠도록 광원모듈에 확산판을 조합하여 제작된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면광원은 낮은 불쾌 글래어와 균일한 조도 분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눈부심과 눈의 

피로가 적어실내조명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최근 효율이 좋고 다양한 형태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LED나 OLED와 같은 새로운 조명소자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감에 따라 이를 이용한 면광원도 활발히 개

발하고 있다. 
조명 응용의 타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조명기의 조명효율인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광선속(단위: lm)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적분구광도계를 이용한 면광원 측정방법

을 연구하였다. 적분구에 사용하는 표준전구에 비해 면광원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광원 

배치와 자기가림 효과의 보정이 필요로 하다.
일반적인 적분구광도계에서의 전광선속 측정은 측각광도계로 미리 인증된 표준전구를 시험대상 광원과 

비교하여 측정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준전구와 시험대상 광원은 분광분포도 다르고 적분구내

에서의 자기흡수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상 해야만 한다. 또한 표준전구와 면광원이 적분

구 내에서 빛을 조사시키는 공간분포의 불일치도 매우 커, 이에 따른 오차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효과

는 보정하기가 까다롭다. 이러한 적분구에서의 면광원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 광선추적법을 이용하여 대

표적인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1)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는 이를 바

탕으로 실험을 통해 최적화된 배치를 찾고자 하였다.

그림 1. 적분구 내 광원 배치 모습 (a) 표준전구 장착 시 (b) 시험대상 면광원 장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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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한 면광원은 50×50  , 100×100   두 종류이고, 각 면광원은 격자 프레임과 백색 LED 
9개로 만들어졌다. 실제 면광원처럼 광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위하여 격자 프레임에 필요에 따라 검

은색 종이, 흰색 종이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광분포를 갖는 두 종류의 표준전구를 

사용하였다. 각각은 사용하는 표준전구의 종류와 면광원이 향하는 방향, 종이의 유무에 따라 더 세분하

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면광원이 좌측을 바라보는 경우가 최적 배치로 나타났으며, 최적배치에서 구체

적이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면광원이 좌측을 바라보는 2가지 경우에 대한 오차. 왼쪽 전체오차는 공
간응답오차와 자기가림효과가 모두 포함된 오차이고, 오른쪽은 공간응답오차가 
제외된 자기가림효과만의 오차이다. 아래 평균은 2경우 전체오차에 대한 평균이
고, 맨 마지막 "종이 무"는 종이가 없이 뚫려 있을 때의 오차로 이 양이 오로지 
공간응답에 의한 오차이다.

전체오차 공간응답을 제외한 오차

종이 종류 50  100  50  100 

흑색종이 -4.0% 3.7% -1.7% 5.2%

백색종이 -3.2% -0.8% -0.9% 0.7%

평균 -3.6% 1.5%

종이 무 -1.3% 3.0%

표1에서 보면 종이 없을 때를 제외한 2 경우 모두 오차평균을 보면, 50   의 경우 -1.3%, 100 의 

경우 3.0 %이다. 만약, 표1의 평균오차를 이용하여 흑색종이와 백색종이에 각각 보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표2와 같이 적분구내에서 표준램프와 비교하여 3.0 % 오차 이내에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2. 표1의 평균 오차를 보정한 후의 잔여오차.
 평균을 보정한 잔여오차

종이 종류 50  100 

흑색 종이 0.4% 2.2%

백색 종이 -0.4% -2.3%

(최대-최소)/2 0.4% 2.3%

본 연구에 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면 원은 표 램 보다 상 으로 크기 때문에 이에 맞는 한 원 

배치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분구 심에서 면 원을 측정 시에는 검출기의 반 방향을 치시키고, 이에 따른 표 램 는 의 배 분포

를 가지고, 면 원과 같은 방향으로 해주었을 때 오류율이 고, 분구에서도 면 원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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