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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스포트라이트(spotlights), 자동차 전조등, 의료 및 산업용 스포트라이트에 사용되는 조명 시
스템(lighting system)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명 시스템은 광원(1), 특히 할로겐 조명 전구(halogen light bulb), 보조거울 (2), 구형 거
울(31)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주 거울(3)로 이루어진다.

상기 부재들은 모두 주 광학축(O)위에 놓인다.

상기  시스템에  콘덴서(5)와  대물렌즈(7)의  시스템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극장  프로젝터(cinema 
projector) 그리고 확대 장치(enlarging apparatus)에도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터 및 확대 장치에 사용되는 조명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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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스포트라이트(spotlight), 프로젝터(projector)치 확대 장치(enlarging apparatus)들에 사용되
며  소정영역을  소정  거리에서  집중적으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는  조명  장치(조명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 조명 장치는 공원, 보조거울 및 주 거울로 이루어진다.

상기 조명 장치의 다른 부분은 개별적인 수렴 렌즈(converging lens)의 망(net)으로 이루어진 복합렌즈
(composite lens)이다.

상기 수렴 렌즈들은 상기 광원에서 나오는 광선들을 소정의 평면으로 향하게 하여 광 스포트(light spo
t)를 형성하게 된다.  

[종래기술]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는 다양한 조명 장치들이 사용된다.  

상기 시스템들은 보통 발산 부재(diverging element)들을 구비한 유리 커버(glass cover)로 덮여진 연속
적인 포물선형 반사경(continuous parabolic reflector)으로 제작된다.  

광원은 두 개의 필라멘트를 구비한 할로겐 전구로 구성되는데, 상기 필라멘트들 중의 하나는 원거리 조명
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향 조명 비임(subdued  light  beam)을 제한할 수 있는 내측다이아프램
(inner diaphragm)을 이용한 하향 조명을 위한 것이다.  

반사경의 수직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종래의 포물면형 반사경은, 반사 영역을 동일한 최적 초점 거리를 가
진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포물면형 성분(paraboloidal segment)들의 시스템으로 분할되도록 하여, 동일 초
점 반사 영역(homofocal reflec tion area)의 형상을 가지도록 개조되었다.  

또한, 전조들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타원형 굴절 시스템(elliptic dioptric syste
m)이 개발되었다.  

상기  시스템의  반사경은  3개의  축을  가진  회전  타원채(rotational  ellipsoid)또는 다타원형타원체
(polyelliptic ellipsoid)의 형성을 가진다.  

상기  시스템의  초점들  중의  하나에는  전구의  필라멘트가  구비되며,  다른  하나에는  다이아프램이 
구비된다.  

상기 타원의 두 번째 초점에 위치한 평철형 렌즈(planoconvex lens)들은 방출광선들이 상기 조명 장치의 
광학축(optical axis)과 평행하게 되도록 한다.  

상기 렌즈는 다이아프램을 반사경의 밝은 배경(luminous background) 안으로 투영(project)한다.

이 과정에서 의하여 전조등의 하향조명의 분포가 형성된다.  

상기 조명 장치에서는 하나의 전구가 하나의 필라멘트를 가지기 때문에, 상기 조명 장치는 하향 조명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원거리 장치를 위해서는 이와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구조로 된 램프가 추가로 필요하다.  

상기 장치는 매우 작은 높이를 가지며, 조명 영역(light cone)과 비조명 영역(darkness)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형성될  정도의  강도(intensity)와  양호한  균질성(homogeneity)을  가지는  하향  조명을  만들어 
낸다.

하향조명의 도달 거리가 증가된 또 다른 장치에서는 자유롭게 형성된 반사 영역을 가진 반사경이 구비되
는데, 이것은 커버 유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사경이 소정의 공간에 단일 필라멘트 전구의 기존 이미지
(elementary image)들을 투영하게 하도록 연속적이고 닫혀지게 되어 있다.  

다이아프램이 없는 경우에도, 상기 장치는 비조명 영역과 조명 영역 사이에 경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시스템의 광방출 용량은 반사경의 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된다.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그 하부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거리 조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자유롭게 형성된 반사 영역의 개념을 이용하면 조명 장치의 투영성 타원형 굴절 광학 시스템(projective 
elliptical dioptric system)을 개선시킬 수 있다.  

원래의  타원체는  초점이  평면과  다이아프램  비형성부(non-diagragmed  part)에서  더  많은  양의 광비임
(light beam)을 가진 일반 영역(general area)이 되도록 개조된다.   

반사경은 상부에서는 더욱 열려지고 하부에서는 더욱 닫혀진 형태로 되어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광방출은 종래의 시스템에 비하여 훨씬 높다.

이와 유사한 조명 장치가 여러 가지 조명 목적, 예를 들어 구강의학(stomatology)에  사용되는 스포트라
이트와 같은 의료분야(health service)에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대부분 광원으로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공지 방식의 평면형조명기구(planary lighting 
device)와 별로 반사 되지 않는 오목거울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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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목 거울의 반사부는 복합 거울로 구성되며, 광 스포트를 평면으로 향하게 한다.  

현재의 자동차 조명 장치들의 주요한 단점은 조명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이동하는 차량은 여러 가지 형상의 거울들에 의하면 반사된 광선들의 비임을 사용하고, 광원으로부터 전
방으로 곧장 나오는 밝은 플럭스(luminous flux)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간혹 어둡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까지 사용된 거의 모든 시스템들은 전구의 필라멘트로부터 나오는 강한 빛(intensive light)을 내보
내고, 이것은 스포트라이트 앞의 공간에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눈부심 현상(dazzling effect)이 상기 
조명 장치의 또 다른 큰 단점이 된다.  

조명 영역과 비조명 영역 사이의 뚜렷한 구분(sharp edge)그리고 광비임 강도의 균일성은 모두 달성하기
가 곤란하므로 상기 시스템들은 결국 비교적 복잡한 시스템이 된다.  

상기 조명 기구들의 크기가 이들의 커버 유리의 피치(pitch)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전방부를 유체역학적
으로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구강의학에서 사용되는 스포트라이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명 효율이 낮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전방의 공간을 향하게 되므로, 사용되지 않는 채로 있게 된다.  

또한 조명이 온  되면 광비임의 환자의 눈에 도달하게 되고, 바람직하게 않은 눈부심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거울은 여러 거울반사 영역(mirroring area)들로부터 소망하지 않은 빛을 반사시킬 수
도 있으므로 보여지는 이미지(image)가 교란되는 수가 있다.  

몇 가지의 기본적인 작업 중에, 예를 들어 크라운(crown)을 제작하는 중에 금속으로부터 반사된 빛은 크
라운의 반사면과 제작 개구부(preparation opening)사이에 어떤 특정 종류의 배리어(barrier)를 생성시킨
다.  

이것은 작업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

복합 거울로 된 반사경들의 크기는 비교적 크며, 스포트라이트가 적당하지 못한 위치에 있게 되면, 치과
의사가 광비임을 머리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로부터 나와서 환자의 인체의 소망한 지점을 
비추는 빛의 양이 감소될 수 있다.  

다른 광학시스템, 예를 들어 콘덴서(condensor)들로 구성된 시스템이 전술한 시스템들 중의 하나에 추가
되면, 이에 따른 시스템은 부(negative)또는 정(positive)의 영사 슬라이드(filmstrip)의 필드(field)가 
삽입된  제1기본 평면(first principal plane )의 조명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필드는 대물 렌즈를 보조적으로 시용하여 이미지 평면(image plane)으로 투영된다.  

상기 조명 장치는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그리고 확대 장치들에 특히 적합하다.  

강한 광원들을 가진 대형 포맷(big format)들로 구성된 슬라이드 프로젝터들이 있다.  

이들의 구조와 광원의 서로 다른 휘도(luminance)는 입사 평면의 조명의 균일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을 미친다.

그러므로 , 상기 조명 장치들은 복합 부채(composite member)들을 가진 광학 부품(optical part)들을 구
비하고 있으며, 단순한 볼록 거울 대신에 복합 거울이 사용된다.   

또한 두 개의 편향 거울(deflecting mirror)사이에는 복합 렌즈들을 구비한 두 개의 플레이트로 이루어지
는 매개 이미지 형성 시스템(intermediate image-forming system) 이 설치될 수 있다.  

대형 포맷의 슬라이드(big format slide)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복합 렌즈로 이루어지는 벌집 형상 콘덴서 
시스템(honeycombed condenser system)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복합 거울로서 벌집 형상체 (honeycomb) 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진 조명장치도 사용된다.  상기 거
울은 하나의 평면에 위치 되는 만곡형 반사 플레이트들의 그룹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시스템들의 단점은 크기가 크다는 것과 복잡한 광학 부재(optical eleme nt)들의 개수가 많다는 것
이며, 이에 의하여 밝은 플럭스가 크게 손실된다.  

슬라이드 프로젝터들에서 소형 포맷들로 구성된 곳들은 광원을 가진 구형 거울과 비구형 부재(aspherical 
element)와 열 필터(thermal filter)를 가진 렌즈 콘덴서 시스템 모두에 사용되는 시스템들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시스템의 단점은 제1기본 평면에 위치된 필름 스트립(film strip)을 가진 사각 프레임이 원형의 광
비임에 의하여 조명되는 것인데, 이에 의하여 밝은 플럭스가 손실된다.  

또한 밝은 플럭스의 각도가 구형 또는 비구형 콘덴서에 의해 포착된 외측 광선들에 의해 한정되어, 상기 
각도는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게 된다.  

확대 장치들에서는, 주로 아마추어(amateur)들, 주로 넓은 영역에 대한 광원에 사용되는 것들, 특히 렌즈 
콘덴서 시스템을 가진 오팔 램프(opal lamp)들, 또는 타원형 반사 영역을 가진 램프들이 사용된다.  

몇 가지 확대 장치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산 시스템을 가진 할로겐 전구인 자체 광원, 조절 가능한 밀도 
다이아프램으로 색채 여과(colour filtration)를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혼합 챔버(mixing 
chamber)를 가진 칼라 포토 그래프(colour photograph)에 사용되는 독립형 헤드(independent head)가 사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시스템은 효과(effectivity)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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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종래의 조명 장치들은 상기 열거한 단점에 의하여 제한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보조거울과 광원이 위치한 주 광학축과 동일한 광학축을 가지며, 오목 반사면을 가지
는 복합 거울로 이루어진 주 거울로 구성된다.

상기 복합 거울로 구성된 주 거울은, 측벽들이 서로  접촉하며 정점(vertex)들이 상부에 배치되는 오목 
구형  거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상기  오목  구형  거울들은 회전  원추형  단면(rotational  conic 
section)의 형상을 가지며, 상기 주 거울은 자오선 평면(meridian plane)에서는 비원형 만곡부(curve)의 
형상을 가진다.  

상기 오목 거울들의 특정한 반사 영역들은 개별적인 렌즈들의 네트워크(network)로 이루어지고, 주 광학
축 상에 배치되는 래스터렌즈의 기하학적으로 대응하는 렌즈들의 정점들에 광원의 광학 이미지가 생성되
도록 하는  초점거리(focal  length) 및 광학축의 경사를 가진다.  

상기 오목 구형 거울들의 관련된 기본 영역들은 광 스포트의 소정의 평면으로 투영된다.  

주 광학축에 수직한 가상 평면(imaginary plane)에서 주 광학축을 보면, 각각의 오목 구형 거울의 형상은 
투영된 광 스포트 평면의 형상에 대응한다.

오목 구형 거울들은 다수개의 존(zone)들에 배치되는데, 하나의 존에 있는 거울들의 곡률 반경들은 동일
하지만, 다른 존에 있는 서울들의 곡률 반경들과는 다르다.

래스터 렌즈의 개별적인 광학 렌즈들은 동일한 형상과 크기를 가지며, 광원의 시계(field of vision)의 
형상과 크기에 최대한 대응한다.  

상기 렌즈들도 존들에 배치되는데, 이들은 주 광학축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하나의 존에 있는 렌즈들의 곡률 반경들은  다른 존에 있는 렌즈들의 곡률 반경들과 다르다.  

모든 렌즈들의 정점들은 주 광학축에 수직한 평면에배치되고, 이들의 광학축들은 주 광학축에 평행하다.

상기 렌즈들은 평철형(planoconvex)이다.

래스터 렌즈의 특정한 광학 렌즈들의 배면(back surface)은 특정한 종류들의 조명 장치들을 위하여 광학 
웨지(optical wedge)를 형성하도록 이들의 광학축들에 대해 경사지게 될 수 있다.  

또한 래스터 렌즈의 전체 배면을 오목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광비임을 소정의 평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전술한 래스터 렌즈 배치의 대체(alternative)들로 사용될 
수 있다.  

투영을 위하여 조명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슬라이드 프로젝터들과 확대 장치들에서는, 내부에 슬라
이드가  위치되는  평면으로  밝은  플럭스를  향하도록  하는  콘덴서들의  시스템이  조명장치에  부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의 주요한 장점은 광비임의 균일한 분포에서 눈부심 현상이 최소가 된다는 조명 
효율성에 있다.  

상기 시스템의 크기는 본 발명에 따른 신규의 시스템을 자동차 전조등 또는 의료용 스포트라이트 등과 같
은 직선형 빛에 사용할 때, 그리고 콘덴서 시스템이 부가될 때 모두 매우 작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자동차 전조등의 조명 장치의 개략도이고,

제2도는 고속도로의 먼 부분을 조명하기 위한 자동차의 원거리 전조등의 조명 장치의 광 스포트를 도시하
는 도면이고,

제3도는 A방향에서 본 고속도로의 하향 조명을 위한 자동차의 하향 전조등의 조명 장치의 광 스포트를 도
시하는 도면이고,

제4도는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스포트라이트의 광학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제5도는 대형 포맷의 슬라이드 프로젝터에 사용되는 조명 장치의 개략도이고,

제6도는 소형 포맷의 슬라이드 프로젝터에 사용되는 조명 장치의 개략도이며,

제7도는 확대 장치에 사용되는 조명 장치의 개략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제1도는 차량, 특히 자동차 전조등의 광학 시스템에 사용되는 조명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상기 시스템에는, 단일 필라멘트의 할로겐 전구로 이루어진 광원(1)이 보조거울(2)과 함께 주 광학축(0)
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명 장치의 다른 부분은 주 거울(3)이며, 그 광학축(01)은 주 광학축(0)과 같다.  

주 거울(3)은, 측벽들이 서로 밀접하게 접촉되고 그 정점(32)들이 가상 평면에 배치되어, 주 광학축(0)과 
같은 광학축(01) 둘레로 회전 대칭인 자오선 평면에 비구형 만곡부를 만드는 사각형 형상의 오목 구형 거

울(concave spherical mirror)(31)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 거울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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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부분은 역시 주 광학축(0)에 배치되어 있는 래스터 렌즈(raster lens )(4)이다.

이것은 육각형들로 이루어진 광학 렌즈(41)들로 구성된 복합 렌즈이다.

또한 이들의 측벽들도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다.  

이들의 정점(42)들은 주 광학축(0)에 수직한 공통 평면에 배치되고, 이들의 배면 벽부(back wall)(43)들
은 경사지게 되어 있어, 광학 웨지들을 만들게 된다. 이들의 광학축(40)들은 모두 주 광학축(0)과 평행하
다.  

주 거울(3)과 레스터 렌즈(4) 사이에는, 광학 렌즈(41)들의 초점들과 오목 구형 거울(31)들의 초점들이 
유사한 형상의 도트 네트워크(dot network)들을 형성한다는 조건과, 광원(1)의 중간으로부터 나오는 광선
이 오목 구형 거울(31)의 정점(32)에서 반사된 후에는 기하학적으로 대응하는 광학 렌즈(41)의 정점(42)
을 향하게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상기 조명 장치는 굴절 광학적으로 중립적인 커버 유리(10)로 덮여져 완성된다.  

보조 거울(2)의 반사면에서 반사된 부분을 포함하여, 광원(1)에서 나오는 광선들의 비임은 주 거울(3)의 
반사면에 충돌한다.  

그 오목 구형 거울(31)들은 각각 대응하는 래스터 렌즈(4)의 광학 렌즈(41)에서 광원(1)의 이미지를 형성
하며, 상기 레스터 렌즈(4)는 소정의 배율로 사각형의 오목 구형 거울(31)을 광 스포트(6)의 평면에 투영
한다.  

광선들의 비임은 주 거울(3)내지 오목 구형 거울(31)들의 형상으로 상기 평면을 통과한다.  

오목 구형 거울(31)들 또는 광학 렌즈(41)들의 개수와 동일한 양의 이미지들이 이곳에 집중된다.

이것은 원거리 전조등 또는 하향 전조등 모두에 대해 유효하다.  

제2도에서는 고속도로의 횡단면(61)에 대한 자동차의 원거리 전조등의 스포트를 볼 수 있다.  

이 상태는 래스터(4)의 광학 렌즈(41)들의 후방 영역(43)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얻어질 수 있다.  

제3도는 하향 전조등의 광 스포트를 도시한다.  

도면에 의하면 평면의 중앙부에서의 광 스포트들의 집중이 외측 부분들 보다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도 역시 래스터 렌즈(4)의 후방 영역의 배면 벽부(43)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달성된다.  

상기 전조등 조명 장치의 주요한 장점은 주 거울과 보조 거울에서 반사된 광선들을 이용하고, 밝은 플럭
스를 적절히 소정의 영역으로 향하게 하여 높은 광 효율성(light effectiveness)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밝은 플럭스는 교란(disturbing)이나 불필요한 측면 노출(lateral exposure)이 전혀 없이 단지 광 스포트
의 방향으로만 향한다.  

하향 전조등에서는 조명 영역과 비조명 영역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양호하게 형성되며 최적으로 선택된 광 
스포트가 얻어진다.

또한 상기 전조등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밝은 플럭스를 적절하게 향하게 하고 근거리용으로 감광(dim)
시키기 위하여 굴절광학 특성이 중립적인 커버 유리의 후방에 위치된 특정한 개구부들을 가진 기계적인 
다이아프램이 있는, 트랙 차량(track vehicle), 휠 차량(wheel vehicle) 및 군용 차량(military vehicl
e)들에 적당하다.  

원거리 조명을 위한 조명 세트(set)들에 있어서는 광 스포트가 하나의 형상으로 집중된다.  

상기 광 스포트는 전체적으로 균일하며 광원으로 부터의 빛의 형상 및 배분(division)과는 독립적이다.

단지 오목 거울들의 특정한 피조명 영역들이 광 스포트의 평면으로 투영됨에 따라, 마주 오는 자동차들 
또는 자신에 대한 눈부심 현상은 최소 수준으로 감소되는 반면, 조명 전구 필라멘트의 강한 밝기는 전조
등 전방에 이미지를 형성시키지 않는다.  

단일 필라멘트의 할로겐 조명 전구를 가진 하향 전조등의 외측 전방의 디멘젼(dimension)은 헤드라이트 
수퍼-이디(headlight Super-ED)의 투영 시스템들과 비교할 만하다.   

광원의 조명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 기체 방출 램프(gas discharge lamp)를 사용하면 전조등의 
전방부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발산 부재들이 없는 커버 유리는 광학적으로 중립적이며 수직 및 수평의 경사 각도가 증가되게 할 수 있
다.  

이것은 전체 전조등 그리고 자동차의 프론트 라디에이터 커버(front radiator cover)의 공기역학적 설계
를 용이하게 한다.  

조명 장치에 대한 상기 사상(idea)은 단지 약간만 변경하면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료용, 특히 구강
의학용으로도 적합하다.  

주 거울(3)의 오목 구형 거울(31)들과 래스터 렌즈(4)의 광학 렌즈(41)들을 적절히 조정한 후에는 래스터 
렌즈(4)의 전체 후방 영역을 평면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광 스포트의 평면이 균일하게 조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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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mm의 거리에서 그 디멘젼은 125×140mm 까지 이르게 되는데, 구강의학용으로는 최적의 크기이다.

상기 경우에 있어서는, 조명 영역과 비조명 영역 사이에 명확한 경계부가 얻어지며 환자의 눈부심은 최소
가 된다.  

또한 상기 조명 장치는 예를 들어 텔레비젼 스튜디오(television studio), 포토 스튜디오(photographic 
studio)들에서와 같이 최소의 눈부심과 밝은 플럭스의 균일한 조명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극장 및 필름 
스포트 라이트들과 같은 소장의 거리에서 광 스포트의 균일한 조명과 최소의 눈부심이 요구되는 작업장들
의 경우와 같은 여러 다른 분야들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조명 장치에 콘덴서 세트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라이드 프로젝터들, 
또는 대형의 이미지들을 투영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명 장치는 광원(1)으로서의 고압 방출 램프(high-pressure dischar ge lamp), 보조 거울(2) 그
리고 오목 구형 거울(31) 들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주 거울(3)을 포함하는 매개 투영 세트(intermediate 
projecting set), 그리고 렌즈(41)들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래스터 렌즈(4)를 사용한다.  

상기 부재들은 모두 주 광학축(0) 위에 배치된다.  

전체적인 장치 및 특정한 부재들 사이의 관계들은 자동차용 전조등 또는 의료용 램프로 사용되는 조명 장
치와 유사하다.

다만 래스터 렌즈(4)의 배면은 발산하도록 만들어진다.

상기 장치는 주 광학축(0)위에 배치된 콘덴서 시스템(5)과 연계된다.  

이것은 두 개의 볼록렌즈들로 이루어지는데, 이중에서 후방의 것은 사용된 대물렌즈(7)의 초점거리에 따
라 교환할 수 있다.  

광원(1)의 중간부에서 나온 다음 주 거울(3)의 오목 구형 거울(31)들의 중심들에서 반사된 광선들은, 발
산 렌즈를 가진 래스터 렌즈(4)의 기하학적으로 대응한 볼록 렌즈(41)들을 통과하는 콘덴서 시스템(5)을 
통과하여, 슬라이드가 위치된 광 스포트(6)의 평면의 대략 중간부를 교차하는데, 이것은 대물렌즈(7)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이미지 형성 평면(도시되지 않음)으로 투영되어야 한다.  

상기 시스템에서는 래스터 렌즈(4)에서 콘덴서 시스템(5)의 거리까지 래스터 렌즈(4)로부터 나오는 유출 
광비임(outcoming light beam)의 직경의 비율이 대물렌즈(7)의 상대적인 개구부의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또한 광 스포트(6)의 평면에서는 래스터 렌즈(4)의 볼록 렌즈(41)들에 의하여 투영된 , 많은 오목 거울
(31)들의 이미지들로 집중되는데, 이는 오목거울(31)들의 개수 또는 렌즈(41)들의 개수와 같다.  

이로써 전체의 밝은 플럭스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균일한 조명 분포를 얻을 수 있으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총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제6도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일정한 변형을 가하여 소형 포맷의 슬라이드 프로젝트들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사상 및 설명은 전술한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주 거울(3), 렌즈(4) 그리고 콘덴서 시스템(5)의 구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광원(1)으로는 할로겐 조명 전구가 사용된다.  

주 거울(3)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 오목 구형 거울(31)들로 이루어지며, 상기 사각형 오목 구형 거울
(31)들은 라인(line)으로 배치되는데, 인접하는 라인들은 거울(31) 하나의 폭의 절반만큼 이동된다.  

상기 거울(31)들의 기하학적 중심들은 복합 거울(4)의  렌즈(41)들의 기하학적 네트워크와 유사한 네트워
크를 만든다.

정점(32)들이 비구형 면 위에 배치되고 광학중심들이 기하학적 중심과 동일한 상기 오목 구형 거울(31)들
은 주 광학축(0)으로부터 다른 반경들에 놓인다.

이와 동시에 오목 구형 거울(31)들은 동일한 초점의 존들을 형성하며, 다른 존들의 구형 거울(31)들은 다
른 초점들을 가지는데, 이는 존들에 배치되어 있고 주 광학축(0)의 방향으로 연장되는 렌즈(41)들의 정점
(42)들에 광원(1)을 투영하기 위한 것이다.  

콘덴서 시스템(5)은 부재들을 더 포함하는데, 첫 번째 부재는 발산하는 것으로서, 구조적으로 주 광선들
이 대략 광 스포트(6)의 평면의 중심을 교차하고 구체적인 광비임이 대물 렌즈(7)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
다.  

후방 렌즈는 교환할 수 있다.  

광원 (1)은 주 거울(3)과 표면에 있는 래스터 렌즈(4)에 대한 것과 유사하게, 기하학적 네트워크에서 대
물 렌즈(7)의 대략 중간부에서 투영되며, 상기에서는 광선의 번들(bundle)의 지름과 상기 번들로부터의 
광 스포트(6)의 평면 거리의 비율은 대물렌즈(7)의 상대적인 개구부의 값보다 대략 작거나 같다.  

전술한 바에 의하여 광원(1)의 조명 영역에 대한 빛의 형상과 분포에 무관하게, 삽입된 슬라이드를 가진 
광 스포트(6)의 균일하게 조명된 평면과 함께 밝은 플럭스가 얻어진다.

이 시스템은 제7도에 도시되어 있는 투영 가능한 확대 장치용 조명 장치과 거의 같다.  

슬라이드 투영을 위하여 상기 시스템은 수평 평면으로 90°회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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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원(1)은 할로겐 전구이다.

상기 시스템은 광비임은 수직 평면으로 향하게 하는 거울(8)을 구비하므로써 완성된다.  

상기 렌즈 콘덴서(5)의 후방 부재는 투영 대물 렌즈(7)의 중류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일부의 흑백 또는 칼라 필름스트립 또는 슬라이드는 광 스포트(6) 평면에 위치된다.  

칼라 사진(colour photograph)을 위한 필터(9)들은 래스터 렌즈(4) 부근에 위치되는데, 이들이 삽입되면 
색채 여과(colour filtration)가 바뀐다.  

그레이 필터(gray filter)(도시되지 않음)와 기계적 다이아프램(도시되지 않음)에 의하여 흰색 및 칼라의 
빛 밀도가 조정된다.  

주 거울(3)은 열 방사(heat radiation)가 통과할 수 있는 반사층(reflection layer)을 가진다.  

상기의 경우에도 역시 50W의 입력전원으로 균일한 빛 분포뿐만 아니라 큰 강도의 빛을 이룰 수 있는데 이
것은 특히 칼라 사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장점은 상기 장치가,  높고 밝은 플럭스로 흑백 및 칼라 사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과, 양호한 슬라이드 투영 모드를 위하여 단일  구조의 장치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전술한 조명 장치는, 예를 들어 전문적인 투영 및 리프로그래피칼 테크닉(reprographical technique)등의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원(1), 보조거울(2), 주거울(3), 및 상기 광원(1)에서 나오는 광선들을 소정의 평면(6)으로 향하게 하
여 광 스포트를 형성하는 수렴 광학 렌즈(41)들을 구비한 래스터 렌즈(4)로 이루어지는, 소정 크기의 영
역을 소정 거리에서 강하고 균일하게 조명하기 위한, 조명 용구, 프로젝터 및 확대 장치들에 사용되는 조
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주 거울(3)의 반사 영역은 오목 구형 거울(31)들의 래스터로 형성되며,

상기 오목 구형 거울(31)들의 정점(32)들은 회전 원추형 단면 형상으로 소정 평면상에 배치되고,

상기 주 거울(3)의 회전축은 광학축(O1)이며, 상기 주 거울(3)은 자오선 평면에서 비원형 만곡부의 형상을 

가지며, 상기 주 거울(3)의 광학축(O1)은 주 광학축(O)과 동일하고, 상기 주 광학축(O)에는 상기 광원(1)

과 보조 거울(2)의 중심이 배치되고, 상기 오목 구형거울(31)들의 각각의 반사 영역들은, 광원(1)의 이미
지를, 기하학적으로 대응되는 상기 래스터 렌즈(4)의 수렴 광학 렌즈(41)들의 정점(42)들로 투영하기 위
하여 일정한 초점 거리와 일정한 경사의 광학축(30)들을 가지며 상기 수렴 광학 렌즈(41)들은, 주 거울 
(3)의 오목 구형 거울(31)의 대응하는 기본면들의 이미지들을 광 스포트(6)의 소정 평면에 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 거울(3)의 각각의 오목구형 거울(31)에 의해 상기 주 광학축(O)에 수직한 가상 
평면을 향하여 주 광학축(O)방향으로 투영하는 것은 광 스포트(6)의 형상과 일치하며, 상기 오목 구형 거
울(31)들은 그들의 측벽들이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상기 래스터 렌즈(4)의 각각의 특정한 광학 
렌즈(41)의 형상과 크기는, 상기 오목 수형 거울(31)에 의하여 형성된 광원(1)의 각각의 이미지가 상기 
광학 렌즈(41)에 의해 투영되는 상기 광원(1)의 상기 가상 필드의 형상과 크기 만큼 대응하며, 상기 광학 
렌즈(41)와 래스터 렌즈(4)에서의 광학 렌즈(4)의 위치는 주 거울(3)에서의 상기 오목 구형 거울(31)의 
위치와 기하학적으로 대응하며, 상기 광학 렌즈(41)들은 동일한 형상과 크기를 가지고 그들의 측벽 들에 
의하여 서로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오목 구형 거울(31)들은 여러 개의 존들에 배치되는데, 하나의 존에 배
치된 오목 구형 거울(31)들은 동일한 곡률 반경을 가지며, 상기 곡률 반경은 다른 존에 배치되는 오목 구
형 거울(31)들의 곡률 반경과는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렌즈(41)들은 여러개의 존들에 배치되고, 하나의 존에 배치된 광
학 렌즈(41)들은 다른 존에 배치된 광학 렌즈(41)들에 비하여 주 광학축(O)을 따라 뻗어 있으며, 하나의 
존에 배치된 광학 렌즈(41)들의 곡률 반경은 다른 존에 배치된 광학 렌즈(41)들의 곡률 반경과는 다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스터 렌즈(4)의 렌즈(41)들의 정점들은, 주 광학축(O)에 수직한 하나의 평면에 
배치되고, 상기 광학 렌즈(41)들의 광학축(40)들은 상기 주 광학축(O)과 평행하며, 상기 광학 렌즈(41)는 
평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래스터 렌즈(4)의 광학 렌즈(41)의 배면(43)들은 그들의 광학축(40)에 대하여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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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래스터 렌즈(4)의 배면을 오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스포트(6) 평면의 전방에는 콘덴서 장치(5)가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명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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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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