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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엔벨로프(2), 베이스(3), 고체 상태의 광원(4) 및 광-아웃커플링 면에 제공된 광학 수단(5)을 포함하는 조명 장

치(1)에 관한 것이며, 이 고체 상태의 광원(4)은 광학 수단(5)에 광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광학 수단(5)으로서 나선형으

로 감겨져 있는 광 섬유를 사용하고 통상의 조명 전구 형상인 투명 엔벨로프(2)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카본 필라멘트 램

프와 같은 통상의 백열 램프와 매우 흡사한 조명 장치(1)를 제공할 수 있다. 고체 상태의 광원(4)인 LED의 긴 수명과 높은

효율로 인해 이 조명 장치(1)는 통상의 백열 램프에 대해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1)는,

또한, 예를 들면, 조명 장치(1)의 적녹청 LED를 사용하여 큰 색역이 선택되고 조정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강도와 컬

러 설정을 구동시키고 제어하기 위한 전자 기기가 조명 장치(1)에 포함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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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조명 장치(1)에 있어서,

엔벨로프(2), 베이스(3) 및 고체 상태의 광원(4)을 포함하고,

상기 조명 장치(1)는 광-아웃커플링 면이 제공된 광학 수단(5)을 더 포함하고, 상기 고체 상태의 광원(4)은 상기 광학 수단

(5)에 광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상태의 광원(4)은 적어도 하나의 LE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상태의 광원(4)은 동작 시 상이한 컬러의 빛을 방출하는 세 개의 LE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수단(5)은 광 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수단(5)은 상기 세 개의 LED 각각에 대해 광 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광 섬유는 나선형으로 감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7.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 섬유에는 두 개의 단부(10)가 제공되며, 이 두 개의 단부 모두는

상기 고체 상태의 광원(4)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상태의 광원(4)은 상기 광 섬유의 상기 두 개의 단부(10)에 결합되는, 광 섬유 각각에 대한 두

개의 LE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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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엔벨로프(2)는 발광성 재료의 코팅(6)이 제공된 내부면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3)는 스크류 베이스(8) 또는 베요넷 베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 장치(1)는 상기 고체 상태의 광원(4)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원이 제

공된 전자 구동 수단(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구동 장치(7)에는 상기 조명 장치(1)의 광 출력 및/또는 컬러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제어 장치

가 또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엔벨로프(envelope), 베이스(base) 및 고체 상태의 광원을 포함하는 조명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첫 문단에서 언급된 조명 장치는 US6,586,882에 공지되어 있다. 이 미국 특허에서는, 제1 파장 범위의 빛, 바람직하게는

청색 빛을 방출시키는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광전(opto-electronic) 소자를 포함하는 조명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조명 시스템에는 이 광전 소자에 의해 방출되는 빛을 흡수하여 제2 파장 범위에서 빛을 다시 방출시키는 변환 수단이

제공된다. 변환 수단은 나선 형상 코일인 본체 상에 제공될 수 있다. 엔벨로프가 공지의 전구의 형상이므로, 이 조명 시스

템은 카본 필라멘트 램프의 형상이다.

US6,586,882에 개시된 조명 시스템에 의해 카본 필라멘트와 매우 흡사한 고효율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도 불구하

고, 이 조명 시스템은 광전 소자에 의해 방출된 빛이 적절한 파장을 갖는 빛으로 변환되어야만 하며, 이 변환은 복잡하여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LED로부터 방출된 빛을 변환 수단을 향해 반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엔벨로프 내부면 상의 다층 광 코팅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조명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고비용이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된 단점을 지니지 않으면서 고체 상태의 광원에 의해 방출된 빛이 조명 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되는

조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이점은 이 조명 장치에 의해 아주 다양한 컬러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 목적은 광 아웃커플링 면이 제공된 광학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장치에 의해

실현되며, 고체 상태의 광원은 이 광학 수단에 광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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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고체 상태의 광원을 광학 수단에 광학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이 고체 상태의 광원에 의해 방출되는 빛을 광학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들 광학 수단은 조명 장치 내부에서 별도의 소자를 형성하

며 엔벨로프에 통합되지 않는다. 또한, 광학 수단에는 이 광학 수단으로부터의 빛의 아웃커플링을 가능하게 하는 표면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광학 수단의 적절한 표면 조도(roughness)를 선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는, 고체 상태의 광원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동일한 스펙트럼 분포(spectral

distribution)를 지니는 고체 상태의 광원으로부터 빛을 방출시킬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고체 상태의 광원은 적어도 하나의 LED를 포함한다. 발광 다이오드(LED)는 오늘날 조명 분야에 있

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용도가 높고 적절한 가격으로 인해 LED는 이들 유형의 조명 장치에 대해 바람직한 광원이 되었

다. 하나의 LED를 사용하므로, 조명 장치의 컬러는 LED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호박색(amber-colored)의

LED를 사용하면, 응접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좋고 편안한 빛을 만들 수 있다.

추가의 실시예에서, 고체 상태의 광원은, 동작시, 상이한 컬러의 빛을 방출하는 세 개의 LED를 포함한다. 세 개의 LED를

사용함으로써 1931 CIE 색도도(Chromaticity Diagram)의 큰 색역(color gamut)으로부터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는 가능

성을 제공한다. 즉, 세 개의 LED 컬러가 꼭지점인 삼각형이 모든 컬러를 둘러싼다. 세 개의 상이한 컬러의 LED 간의 강도

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삼각형 내의 모든 컬러가 조정될 수 있다.

추가의 실시예에서, 광학 수단은 나선형으로 감겨질 수 있는 광 섬유를 포함한다. 광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다양한 장

식용 램프가 가능하다. 광 섬유의 일단 또는 양단은 LED에 광학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한다. 세 개의 LED가 사용되는 경우,

이 세 개의 LED에 결합된 단 하나의 광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 섬유는 이 세 개의 LED에 의해 생성된

혼합 컬러를 수신하고 방출시킨다. 또는, 각각의 LED에 결합되어 있는 각각의 광 섬유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결

과, 램프는 각각이 상이한 컬러의 빛을 방출시키는 세 개의 광 섬유를 지닐 것이다. 광 섬유의 일단 또는 양단을 LED 또는

LED들에 결합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양단이 결합되는 후자의 경우, 광 섬유 전반에 걸쳐 좀 더 균일한 빛 분포가 가능

하다.

추가의 실시예는 엔벨로프가, 발광성 재료로 코팅된 내부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광성 재료로 내부면을 코팅함으로써, 단 하나만의 LED가 사용된 경우에서도, 더 다양한 컬러의 램프를 만드는 것이 가

능할 것이다.

조명 장치는 스크류 베이스(screw base) 또는 베요넷 베이스(bayonet base)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통상적인 광 전구에는 공지된 E14, E26 또는 E27 베이스와 같은 스크류 베이스 또는 베요넷 베이스가 제

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에 동일한 유형의 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광 전구와 호환가능하여 기존의 램프

를 새로운 조명 장치로 아주 쉽게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조명 장치의 베이스는 고체 상태의 광원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원이 제공된 전자 구동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전

자 구동 수단은 조명 장치의 간선(mains) 전압 입력을 고체 상태의 광원을 구동시키기에 적합한 출력값으로 변형시킨다.

또한, 전자 구동 수단에는 상기 조명 장치의 광 출력 및/또는 컬러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제어 장치가 제공된다. 이러한 특

징으로 인해 조명 장치의 빛의 강도 - 디밍(dimming) 특징 - 및/또는 컬러가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제어는 원

격 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이들 양태 및 다른 양태는 도면과 이하에 설명되는 실시예를 참조하는 제한되지 않는 예로부터 명백하며, 이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1)의 예를 도시한다. 이 조명 장치는, 예를 들면, 공지의 백열 전구로 익숙한 유리 전구와

같은 엔벨로프(2)를 지닌다. 고체 상태의 조명 장치에서는 엔벨로프(2)가 비워져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주목한다. 엔벨

로프(2)는 또한 공기 또는 다른 소정의 기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엔벨로프(2)는, 현재의 백열 전구와 호환가능해지도록

그 외부 면이 스크류 베이스(8) 또는 베요넷 베이스로 형성된 베이스(3)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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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장치(1)의 내부에는,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LED와 같은 고체 상태의 광원(4), 및 간선 전압 입력(230V AC 또는

110V AC)을 고체 상태의 광원(4)을 구동시키기에 적합한 신호로 변형시키기 위한 전자 구동 수단(7)을 포함한다.

조명 장치(1)는 또한 고체 상태의 광원(4)에 결합된 광 섬유(5)를 포함한다. 동작 시, 고체 상태의 광원(4)은 빛을 방출하여

이 빛을 광 섬유(5)로 전달한다. 광 섬유(5)에는 광-아웃커플링 면이 제공되는데, 이로 인해 광 섬유(5)로부터 빛이 방출된

다. 광-아웃커플링 면은 광 섬유(5)가 그 면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빛을 방출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또는, 나선

형으로 감겨진 광 섬유의 경우, 나선형 부분(52)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빛을 더 많이 방출시키고, 나선형 부분(52)과 고체

상태의 광원(4) 사이의 접속을 형성하는 부분(51)으로부터는 빛을 덜 방출시키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광

섬유(5)를 따라 표면 조도를 선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광 섬유를 따른 방출은 카본 필라멘트 램프의

방출와 매우 유사할 것이다.

도 1에서, 광 섬유(5)의 양단(10)이 고체 상태의 광원(4)에 접속되어 있다. 이 고체 상태의 광원(4)에 의해 방출된 빛이 이

제 이 양단에서 광 섬유(5) 내로 진입하게 되어, 광 섬유(5) 전반에 걸쳐 빛이 더 균일하게 분포될 것이다. 또는, 광 섬유의

양단(10) 중 한 단만이 고체 상태의 광원(4)에 광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고, 이 경우 나머지 한 단(10)은 고체 상태의 광원

(4)에 광학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

추가의 옵션은 광 섬유(5)의 양단(10)을 고체 상태의 광원(4)의 상이한 LED들에 광학적으로 결합시켜, 조명 장치(1)의 더

좋은 광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도 1의 실시예에서, 광원을 직접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차폐물(9)이 고체 상태의 광원(4)을 둘러싸고 있다.

엔벨로프(2)가 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경우, 이 조명 장치(1)는 장식적으로 가치가 높을 것이다. 호박색의 LED와 나선형으

로 감겨진 광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이 조명 장치(1)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자주 사용되는 공지의 카본 필라멘트

램프와 아주 유사해질 것이다. 이 카본 필라멘트 램프는 그것이 비싸고 약하며, 시감 효능이 매우 낮다는 결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1)는 이러한 결점들을 극복한다. 이 조명 장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아주 긴 수명과 함께 높

은 광 출력을 제공한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호박색 LED는 통상적으로 시감 효능이 20-40 lm/W이고 그 수명이 75,000

시간 이상인데 비해, 카본 필라멘트 램프는 시감 효능이 2-3 lm/W이고 그 수명이 1000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조명 장치는 낮은 서비스 비용과 낮은 에너지 소모가 매우 중요한 장식 전문 분야에 특히 적합하다.

이 조명 장치(1)에 포함될 수 있는 추가의 특징은, 엔벨로프(2)의 내부면에 제공된 발광성 재료의 코팅(6)이다. 이 코팅(6)

은 고체 상태의 광원(4)으로부터 방출된 빛의 컬러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조명 장치(1)의 외양은 엔벨로프(2)가 전구 형상

인 경우, 널리 보급되어 있는 백열 램프와 유사할 것이다. 이 조명 장치는 백열 램프를 대체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도 2와 도 3은 세 개의 LED(41,42,43)를 포함하는 고체 상태의 광원을 지니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세 개의 LED

(41,42,43)는, 예를 들면, 적색, 녹색, 청색의 세 개의 상이한 컬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세 개의 LED 컬러가

꼭지점인 1931 CIE 색도도의 컬러 삼각형에 따라 조명 장치(1)를 모든 컬러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것은

아주 다양한 흰색 설정(white setting)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도 2에서, 세 개의 LED(41,42,43)에 의해 방출된 빛은, 그것이 예를 들면 광 섬유와 같은 광학 수단(5)으로 진입하기에 앞

서 혼합된다. 이 세 개의 컬러는 LED(41,42,43)에 광학적으로 접촉되어 있고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빛 산란 소자(11)에

의해 혼합될 수 있다. 광 섬유의 양단(10)은 균일하게 혼합된 빛을 잡을 수 있도록 이 광 산란 소자(11)와 광학적으로 접촉

되어 있다.

도 3에서, 고체 상태의 광원(4)의 각각의 LED(41,42,43)에 광 섬유가 적용된다. 이 광 섬유는 단 하나의 LED의 경우에서

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의 LED(41,42,43)에 결합될 수 있다. 이 조명 장치(1)는, 세 개의 광 섬유를 지니고 있고, 각각이

상이한 컬러의 빛을 방출하므로 장식적 가치가 더 높다.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1)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열 램프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조명 장

치(1)의 베이스(3)는 스크류 베이스이거나 베요넷 베이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유형 E14, E26 또는 E27의 스크류 베

이스는 종종 램프용으로 사용된다.

조명 장치(1)가 표준 백열 램프와 완전히 호환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명 장치(1)가 간선 전압 공급(일반적으로 230V

AC 또는 110V AC)을, 고체 상태의 광원(4)을 구동시키기에 적합한 출력 신호(일반적으로 약 2V DC)로 변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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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제공되는 전자 구동 수단(7)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전자 구동 장치(7)은 조명 장치(1)의 컬러와 강도(또는

광 출력) 설정을 제어하기 위한 전자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컬러와 강도는 원격 제어 장치, 베이스(3)의 버튼 또는 다른

유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동 수단(7)은 강도와 컬러 설정을 위한 제어 장치 및 전원

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전자 구동 수단은 베이스(3)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투명 엔벨로프 또는 그 내부면이 발광성 재료로 코팅된 엔벨로프를 가지며 표준 베이스가 제공된 통상의 전구

형상의 조명 장치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또한 예를 들면, 튜브의 양단에 접속기를 지니는 관 형상의 램프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호환가능하지 않는 조명 장치 또한 고려될 수 있다.

요약해보면, 본 발명은 엔벨로프(2), 베이스(3), 고체 상태의 광원(4) 및 광-아웃커플링 면이 제공된 광학 수단(5)을 포함

하는 조명 장치(1)에 관한 것이며, 이 고체 상태의 광원(4)은 광학 수단(5)에 광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광학 수단(5)으로

서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는 광 섬유를 사용하고 통상의 조명 전구 형상인 투명 엔벨로프(2)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카본

필라멘트 램프와 같은 통상의 백열 램프와 매우 흡사한 조명 장치(1)를 제공할 수 있다. 고체 상태의 광원(4)으로서의 LED

의 긴 수명과 높은 효율로 인해, 이 조명 장치(1)는 통상의 백열 램프에 대해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1)는, 또한, 예를 들면, 조명 장치(1)의 적색, 녹색, 청색 LED를 사용하여 큰 색역이 선택되고 조정될 수 있

다는 이점을 지닌다. 강도와 컬러 설정을 구동시키고 제어하기 위한 전자 기기가 조명 장치(1)에 포함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세 개의 LED와 하나의 공통 광 섬유를 지니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각각이 별도의 광 섬유를 지니는 세 개의 LED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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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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