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경제성 비교
Metal Halide
250W

루미나 MT-TYPE
방폭등

경제성 비교

62%

절감 효과
250W

소비전력(W)

100W

6,750KW

소모전력량(KW/년)

2,410KW

496,562원

전력금액(원)

182,072원

0

탄소절감효과

1.76톤/년

※ 잣나무 568그루 심는 효과

※ 기준: 일 12시간, 365일, 제품개수 각 5개(1:1교체)
전력단가: 산업용 76.63원/KWH

※ 동부라이텍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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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경제성 비교
구분

메탈할라이드램프

무전극램프

LED램프

소비전력(w)

250w

150w

100w

광효율(lm/W)

100lm/W

90lm/W

90~100lm/W

향후 LED칩이 업그레이드되며 광효율 올라갈 전망

수명/Lt

9,000

100,000

50,000

무전극은 고조파왜곡현상, 마이크로써지현상으로
이미 문제점발생 ( 국내최고 무전극방폭등업체S사 )

색온도

6,000

6,000

6,500

연색성/Ra

80Ra

60~80Ra

80Ra

폭발위험

있음

없음

없음

수은함량

30mg

6mg

없음(친환경)

가격

저렴

가격차이 별로 없음

비고

높이 8M기준 (무전극램프는 높이에 따라 변동)

LED 색온도 조절 가능

무전극과 LED 램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

출처: FACTORY LED 발췌

참고자료 – 경제성 비교
-메탈 램프 → LED 절감율 62% (600만원)
- 무전극램프 → LED 절감율 35% (200만원)

메탈램프 (250W)

277w x 100EA x 12시간 x 300일 x 100원 ÷ 1,000 = 9,972,000원

무전극램프 (150W)

167w x 100EA x 12시간 x 300일 x 100원 ÷ 1,000 = 6,012,000원

LED 램프 (100W)

110w x 100EA x 12시간 x 300일 x 100원 ÷ 1,000 = 3,960,000원
메탈램프, 무전극램프, LED공장등 - 100개, 1일-12시간, 1년=300일 근무 * 100원 ÷ 1.000
전기요금(1kwh) : 100원

출처: FACTORY LED 발췌

참고자료 - 경제성 비교
1. 최초 메탈램프 ▶▶▶ 무전극램프 설치
•공장 환경 - 메탈램프400w, 천정높이 9m
•전기절감을 위해 무전극램프 250w로 교체

출처: FACTORY LED
천안 은수정밀 사례

•원하는 조도 400lx(룩스)
•무전극램프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300룩스

2. LED로 변경하여 설치
•400룩스를 넘기 위해 LED 120W로 교체 500룩스 획득
•무전극램프250w 대비 소비전력 50% 절감
•무전극램프250w 대비 밝기는 1.7배 밝아짐

•월 전기료 무전극램프 100만원 / LED 공장등 50만원
▼ 무전극 램프 관련 사항
무전극 램프는 일반적인 주파수(50/60Hz)를 벗어난 고조파 제품으로써, THD(주파수 왜곡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불량은 물론 다른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무전극램프 회사는 S화학공장에 제품을 납품하였다가 불량을 일으켜 전량 회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LED방폭등과 무전극 방폭등 비교
1. 원리 : 기존 조명의 내부전극(필라멘트, 발광관) 대신 램프 외부에 페라이트 코어를 장착한 ‘전극 없는 램프’
페라이트코어에 무전극램프 전용 인버터로 고주파 (230kHz)를 인가하면 전자기유도법칙에 따라 자계가 생성되고, 이
자계는 램프 내부의 봉입가스와 반응해 자외선을 방출. 자외선은 램프 내부에 발라진 삼파장 형광물질을 통과하면서

다시 가시광선으로 전환.
수명과 직결된 내부전극을 없앴기 때문에 수명은 5~10만 시간. 페라이트코어에 고주파 발진

2. 장점 : 장수명 (50,000~100,000시간), 기존 조명 대비 낮은 소비전력, 높은 연색성 등

3. 단점 :
•

고주파를 흘려 빛을 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고조파왜곡현상(Total Harmonic Distortion) 발생

•

고조파왜곡현상 THD로 인해 노이즈,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장해) 발생

•

제품 불량 및 주위의 다른 전자기기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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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 LED방폭등과 무전극방폭등 비교
LED내압방폭등과 무전극 방폭등은 안정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 관계사 한 곳은 2013.11~2014.3까지 국내 최대 무전극 생산업체인 S사의 직하청으로 광원 패키지를
공급받고 하우징을 조립하여, 6,000 Set(40만원/1Set), 24억원의 제품을 울산의 대기업 화학공장에 납품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70% 이상의 불량률로 반품 처리 후 재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당사 LED내압방폭등 DC타입 안정기 분리형 제품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검증된 제품인 반면, 무전극 제

품은 AC 전자 인버터에서 고조파를 인가하는 방식으로써 EMI와 노이즈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광등과 같이 저조파를 사용하는 제품은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소비전력으로 고조

파를 사용하는 무전극방폭등을 설치하는 것은 자체 제품은 물론 주위의 다른 전자기기에도 악영향을 끼치
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시기상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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