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폭등 인지도 및 경제성 1위 명품 브랜드 TIEX
기술사업역량 및 기술경쟁력

조달 우수제품 지정

EX d IIC T6 IP66 tD A21 MAX250W

방폭등 최초, KSA3011- Ktl 기반의 작업 면 표시 조명
사용 전력 대비 초 경량 다양한 설치 방법

2016 결산 대한민국 Best 신상품 大賞 선정

MAX 250W

(주)통일엘이디방폭전기
본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4-303호 가락동 , 밀리아나 2차 오피스텔
TEL: 02)404-3214 / FAX: 02)404-3219
www.tiledex.co.kr / tiledex@gmail.com

방폭등 의무 사용 장소 : 방폭 실내 외 가스 , 증기 및 분진 폭발 환경 의무 설치
출처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제230조 관리 제 311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 조선소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 화학 단지

포항제철
광양제철
현대제철
동국제강

▲ 제철소

한국가스공사
SK가스
삼천리
E1

▲ 가스 정유 단지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6개 원자력발전소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한빛, 한울)

▲ 원자력 발전소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남부, 동서, 남동, 중부, 서부)

▲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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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엘이디방폭전기 연혁
사업분야 : LED 내압방폭등 , 패키지 / LED 투광등 제품
◆ History
▣ 조달 우수물품 지정 - 국내 방폭등 시장 독점적 지위
2012.10. 방폭등 최초 사시도 기반의 엘이디방폭등 디자인등록
2013.02. ㈜통일엘이디방폭전기로 상호 변경
2013.06. 방폭등 최초, 엘이디내압방폭등 발명특허등록
방폭등 최초, 최고 KCS 방폭안전 인증
2014.10 포스코에너지 60 ~ 100W 납품
2015.12. 제이스 국내 가스충전소 총판 대리점 계약 체결
2016.04. 방폭등 최초, 포항제철소 150 ~ 250W 납품
2016.05. 벤처기업확인서
2016.10. 방폭등 최초, 특허청 :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사업 선정
2016.12. 방폭등 최초, Ktl 성능인증 K-Mark.
방폭등 최초, 2016 결산 대한민국 Best 신상품 大賞 선정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2017. 04.3. 방폭등 최초, 조달 우수제품 지정
▶ 동종 타사 대비 최고 방폭 안전 등급 EX d IIC T6 IP66 Ex d tD A21 MAX25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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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엘이디방폭전기 신모델 TI-EXLED- S03, 04 기술 우위의 차별성
기술경쟁력 및 기술사업역량 VS 동종 타사 엘이디방폭등 상대 비교 (2017.06월 중 출시)

구분

㈜통일엘이디방폭전기 (신모델 TI – EXLED - S03, 04)
▣ 방폭등 최초, 조달 물품 식별번호 , 조달 우수제품 지정
및 동종 타사 대비 신 모델 차별적 기술 성능

방폭 안전
등급

▶ 방폭등 최초,최고 방폭 안전 인증 등급 EX d IIC 가스 1종 , 분진 1종 환경 설치의
사용전력 대비 초 경량 구조 14.5Kg / 250W 저 중량, 고 사용 전력의 비용 절감
유지,관리 , 보수 비용 절감 장수명

▶ 방폭등 최초, 다양한 방폭 설치 방법과 우수한 기구적 안전성 충격 및 진동에 강한
기구 구조로 방폭 용기 내 수압을 초당15kg을 견디며 인화 폭파 시료는 수소이며
최고 표면 온도는 상온85도를 넘지 않으며 내압 방폭 구조의 전기 기기를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는 최대 틈 차가 0.5mm 이하의 3열 내압일체화몰드 구조로
다양한 설치 방법과 우수한 기구적 안전성 구조로 가스, 증기1종 및 분진1종
설치 가능 및 4방사형 방열 구조로 장 수명

(기구물) 및

▶ 전기적 안정성 내장 PSU의 강력한 서지 보호 ( Input – AC 6KV / 10KV line

Earth )기능 장착 안전성 및 전자파적합인증 타 전자 기기 및 인체 무해

▣ KSA3011- Ktl 광 효율 공인시험성적서 검증 기반

광 효율
Power
및 경제성

▶ 방폭등 최초, 최고 방폭 등급 작업 면 표시 조명 6종(80~250W)
PCB 패키지 최고 작업 면 표시 조명 (ceramic PKG , Lens Type)
114 lm / W 광 효율성 검증 ( 유리 두께 15mm ) 장 수명

▶ 작업 면 표시조명 조도 통일 80W 동종 방폭등 대비 기존
메 탈 방폭등 250W 대체와 68%이상의 에너지 절감 및
동종 타사 엘이디 80W 대비 41% 이상의 광 효율성의 경제성
▶ 방폭 등 최초 ISO9001, 14001 품질 경영 공정
VOC(휘발성 유해가스- 난연 등급 V 제로 써멀 패드 장착)
완벽 제거 장수명 실현 ( 포스코 납품 검증 )

▣ 방폭등 최초 1~9 (보유)
기술
사업
역량

1) 발명특허 및 디자인등록 보유 MAX 250W ( 산업재산권 권리 행사)
2) KCS 최고 방폭 안전인증 (가스 1종 및 분진 1종 MAX 250W)
3) Ktl 광 특성 공인시험성적서 : 60~250W
4 ) 포항제철소 및 포스코에너지 납품 (1차 공급업체 등록)
5) 특허청 우수발명 우선구매 선정 : 60~250W
6) Ktl- KC인증6건 – 전자파적합 인증 : 80~250W
7) 2016.결산 Best 신상품 선정 (중기청 & 대한상의)
8) Ktl 성능인증 K- Mark : 80~250W
9) 조달 우수 물품 지정 : 80~250W

동종 타사 국내 D사 등 등
▣ 기구적 안전성 ,충격 및 진동에 약한 기구 구조 방폭 안전 인증 등급 EX d IIB
가스 1종 및 분진 불가 , 저 사용 전력 , 고 중량 (소비전력대비) , 저 방수 IP65 등급 ,
저 방열등급 T5 고 중량, 저 사용 전력의 높은 유지, 관 리보수 비용 발생 단 수명 ,
▶ EX d IIB는 수압은 초당 10kg, 인화폭파시료는 에틸렌, 표준 최대 허용 틈 차
0.9mm이하 최고 용기 표면 온도는 100도의 2열 나사산 단순 몰드 구조로 다양한
설치 불가 및 방열 문제 발생 - 단 수명
기구적 불 안전성으로 가스, 증기1종 및 분진1종 설치 불가

▶ 전기적 안정성 내장 PSU 3~4KV 서지에 취약
전자파적합인증 없음 타 전자 기기 및 인체 유해
▶ 동종 타사 (S,Y,A,I사 등 등) 산업재산권 침해

▣ KSA3011- Ktl 광 효율 공인시험성적서 미 보유
작업 면 표시 조명 부 접합의 자체 회사측정의 미 검증
▶ 작업 면 표시조명 조도 불가 (유리 두께 8~10mm)
5630 Chip 플라스틱 PKG 비 경제성 82~85 lm/W
비 렌즈 타입 Chip은 확산 형 - 공간의 전반 조명
가로등,공장 등 에 적합 방폭 등 의 경우에는 작업 면 조명에 부 적합
▶ 방폭등 최초 ISO9001,14001 품질 경영 공정
VOC (휘발성 유해가스) 제거 미 검증 단 수명

▣ 방폭등 1~9 (미 보유)
1) 발명특허 및 디자인등록 없음
2) KCS 안전인증 (가스 , 분진 1종 설치 불가)
3) Ktl 광 특성 공인시험성적서 없음
4 ) 포항제철소 및 포스코에너지 납품 실적 없음
5) 특허청 우수발명 우선구매 선정 없음
6) Ktl- KC인증6건 – 전자파적합 인증 없음
7) 2016.결산 Best 신상품 선정 없음
8) Ktl 성능인증 K- Mark 없음
9) 조달 우수 물품 지정 인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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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등 최초 조달 우수물품 지정
판로 지원 법상의 기술개발 우선구매
공공기관에 우선공급 수의 및 제3자 단가계약 제품(총액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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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조달 우수제품 지정 & Ktl 방폭 성능인증 K - Mark
포항제철소 2016.04월 15일 150~250W납품 – 13개월 경과 1일 24시간 사용 (2017.5월 현재)
방폭등 최초 ISO9001,14001 품질 경영으로 완벽 VOC (휘발성 유해가스)제거 장수명 검증
군 격납고 정비 창 , 국방과학연구소 & 포 사격장 납품 신뢰성 검증 신상품

포항제철소 : 실 내 가스 1종, 방폭 지역 납품
(LNG 수소가스 방폭 현장 250W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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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등 최초 LED 내압 방폭등 조달 우수물품 지정 및 Ktl : K - Mark (방폭 성능인증 )
포항제철소 납품 120W / 150W / 200W / 250W

TYPE

UNIT

DESCRIPTION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P)

W

120 / 150W / 200W /250W

입력 Input

Vac

187~275V

총광속 Luminous Flux (F)

Lm

12,000 /15,181 / 20,000 / 25,033

광효율 Efficiency

Lm / W

100

크기 Size

mm

360*530*350

색온도 Color Temperature (CCT)

K

5,700

연색지수 CRI

RA

75

LED 수명 Life Time

Hrs

50,000

사용온도 Operation Temperature

°C

-25~+45

재질 Material

AL, ALDC, GLASS

IP 보호등급

IP 66

무게 Weight

Kg

14.5

안정기 Efficiency (SMPS)

%

90

메탈 조명 Replaceable Lamp

M/H 400W , 500W , 600W & 7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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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W 포항제철소 납품

모델명
분류
Watt
Metal
대체

TI – EXLED - 250
방폭등급
Ex d ⅡC T6 IP66
Ex tD A21
250W
700W

Beam Width : 2.50 m
9152.59 lux in center
3165.60 lux in side

1.00 m

Beam Width : 5.01 m
2288.15 lux in center
791.40 lux in side

2.00 m

Beam Width : 7.51 m
1016.95 lux in center
351.73 lux in side

3.00 m

Beam Width : 10.02 m
572.04 lux in center
197.85 lux in side

4.00 m

Beam Width : 12.52 m
366.10 lux in center
126.62 lux in side

5.00 m

Beam Width : 15.03 m
254.24 lux in center
87.93 lux in side

6.00 m

Beam Width : 17.53 m
186.79 lux in center
64.60 lux in side

7.00 m

Beam Width : 20.04 m
143.01 lux in center
49.46 lux in side

8.00 m
Average Beam Angle = 102.8°
Max. Beam Angle = 103.5° at Φ1 = 135°~ Φ2 = 315°
Min. Beam Angle = 102.3° at Φ1 = 45°~ Φ2 = 225°

TYPE

UNIT

MT-TYP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P)
입력 Input
총광속 Luminous Flux (F)
광효율 Efficiency
크기 Size
색온도 Color Temperature (CCT)
연색지수 CRI
LED 수명 Life Time
사용온도 Operation Temperature
재질 Material
IP 보호등급
무게 Weight
안정기 Efficiency (SMPS)
메탈 조명 Replaceable Lamp

W
Vac
lm
lm / W
mm
K
RA
Hrs
°C

250W
187 ~ 275V
25,000
100
360 * 530 * 350
5,700
75
50,000
-25 ~ +45
AL. ALDC. GLASS
IP 66
14.5
90
M/H 700W
실내 / 외부 가스,분진 폭발 환경
설치 가능

설치 장소 Installation Place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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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W 포항제철소 납품
모델명
분류
Watt
Metal
대체

TI-EXLED-200
방폭등급
Ex d ⅡC T6 IP66
Ex tD A21
200W
500~600W

Beam Width : 2.50 m
9152.59 lux in center
3165.60 lux in side

1.00 m

Beam Width : 5.01 m
2288.15 lux in center
791.40 lux in side

2.00 m

Beam Width : 7.51 m
1016.95 lux in center
351.73 lux in side

3.00 m

Beam Width : 10.02 m
572.04 lux in center
197.85 lux in side

4.00 m

Beam Width : 12.52 m
366.10 lux in center
126.62 lux in side

5.00 m

Beam Width : 15.03 m
254.24 lux in center
87.93 lux in side

6.00 m

Beam Width : 17.53 m
186.79 lux in center
64.60 lux in side

7.00 m

Beam Width : 20.04 m
143.01 lux in center
49.46 lux in side

8.00 m
Average Beam Angle = 102.8°
Max. Beam Angle = 103.5° at Φ1 = 135°~ Φ2 = 315°
Min. Beam Angle = 102.3° at Φ1 = 45°~ Φ2 = 225°

TYP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P)
입력 Input
총광속 Luminous Flux (F)
광효율 Efficiency
크기 Size
색온도 Color Temperature (CCT)
연색지수 CRI
LED 수명 Life Time
사용온도 Operation Temperature
재질 Material
IP 보호등급
무게 Weight
안정기 Efficiency (SMPS)
메탈 조명 Replaceable Lamp

설치 장소 Installation Place

UNIT
W
Vac
lm
lm / W
mm
K
RA
Hrs
°C

Kg
%

MT-TYPE
200W
187 ~ 275V
20,000
100
360 * 530 * 350
5,700
75
50,000
-25 ~ +45
AL. ALDC. GLASS
IP 66
14.5
90
M/H 500 ~ 600W
실내 / 외부 가스,분진 폭발 환경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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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W 포항제철소 납품
모델명
분류
Watt
Metal
대체

TI – EXLED –150
방폭등급
Ex d ⅡC T6 IP66
Ex tD A21
150W
400 ~500W

Beam Width : 2.50 m
9152.59 lux in center
3165.60 lux in side

1.00 m

Beam Width : 5.01 m
2288.15 lux in center
791.40 lux in side

2.00 m

Beam Width : 7.51 m
1016.95 lux in center
351.73 lux in side

3.00 m

Beam Width : 10.02 m
572.04 lux in center
197.85 lux in side

4.00 m

Beam Width : 12.52 m
366.10 lux in center
126.62 lux in side

5.00 m

Beam Width : 15.03 m
254.24 lux in center
87.93 lux in side

6.00 m

Beam Width : 17.53 m
186.79 lux in center
64.60 lux in side

7.00 m

Beam Width : 20.04 m
143.01 lux in center
49.46 lux in side

8.00 m
Average Beam Angle = 102.8°
Max. Beam Angle = 103.5° at Φ1 = 135°~ Φ2 = 315°
Min. Beam Angle = 102.3° at Φ1 = 45°~ Φ2 = 225°

TYPE

UNIT

MT-TYP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P)
입력 Input
총광속 Luminous Flux (F)
광효율 Efficiency
크기 Size
색온도 Color Temperature (CCT)
연색지수 CRI
LED 수명 Life Time
사용온도 Operation Temperature
재질 Material
IP 보호등급
무게 Weight
안정기 Efficiency (SMPS)
메탈 조명 Replaceable Lamp

W
Vac
lm
lm / W
mm
K
RA
Hrs
°C

150W
187 ~ 275V
15,000
100
360 * 530 * 350
5,700
75
50,000
-25 ~ +45
AL. ALDC. GLASS
IP 66
14.5
90
M/H 400 ~500W
실내 / 외부 가스,분진 폭발 환경
설치 가능

설치 장소 Installation Place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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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W 포항제철소 납품
모델명
분류
Watt
Metal
대체

TI – EXLED – 120
방폭등급
Ex d ⅡC T6 IP66
Ex tD A21
120W
300 ~ 400W

Beam Width : 2.50 m
9152.59 luxin center
3165.60 luxin side

1.00 m

Beam Width : 5.01 m
2288.15 luxin center
791.40 luxin side

2.00 m

Beam Width : 7.51 m
1016.95 luxin center
351.73 luxin side

3.00 m

Beam Width : 10.02 m
572.04 luxin center
197.85 luxin side

4.00 m

Beam Width : 12.52 m
366.10 luxin center
126.62 luxin side

5.00 m

Beam Width : 15.03 m
254.24 luxin center
87.93 lux in side

6.00 m

Beam Width : 17.53 m
186.79 luxin center
64.60 lux in side

7.00 m

Beam Width : 20.04 m
143.01 luxin center
49.46 lux in side

8.00 m
Average Beam Angle = 102.8°
Max. Beam Angle = 103.5° at Φ1 = 135°~ Φ2 = 315°
Min. Beam Angle = 102.3° at Φ1 = 45°~ Φ2 = 225°

TYPE

UNIT

MT-TYP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P)
입력 Input
총광속 Luminous Flux (F)
광효율 Efficiency
크기 Size
색온도 Color Temperature (CCT)
연색지수 CRI
LED 수명 Life Time
사용온도 Operation Temperature
재질 Material
I P 보호등급
무게 Weight
안정기 Efficiency (SMPS)
메탈 조명 Replaceable Lamp

W
Vac
lm
lm / W
mm
K
RA
Hrs
°C

120W
187 ~ 275V
12,000
100
360 * 530 * 350
5,700
75
50,000
-25 ~ +45
AL. ALDC. GLASS
IP 66
14.5
90
M/H 300 ~ 400W
실내 / 외부 가스,분진 폭발 환경
설치 가능

설치 장소 Installation Place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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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W 포스코에너지 납품

TYPE

UNIT

Description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P)

W

80W /100W

입력 Input

Vac

187 ~ 275V

총광속 Luminous Flux (F)

lm

9,000 / 11,000

광효율 Efficiency

lm / W

111/110

크기 Size

mm

300*490*310

색온도 Color Temperature (CCT)

K

5,700

연색지수 CRI

RA

75

수명 Life Time

Hrs

50,000

사용온도 Operation Temperature

°C

-25 ~ +45

재질 Material

AL. ALDC. GLASS

IP보호등급 IP Level

IP 66

무게 Weight

Kg

8.5

안정기 Efficiency (SMPS) Inventronix

%

90

메탈조명 Replaceable Lamp

M/H 150 ~ 3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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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80W 납품
( D : 300mm )

분류

모델명

No.

Watt

Metal 대체

TI-EXLED TYPE
(D300mm, 80~100W)
* 실내외 가스,분진 방폭환경 설치

80

80

250W

100

100

300W

방폭등급 :
Ex d IIC T6 IP66
Ex tD 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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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기술사업역량 ( 핵심기술 )
1. 기술개발능력

2. 기술경쟁력
1.

기술우위성

1. Ktl 성능인증 및 지적재산권 등 보유현황

1.

기술의 차별성

2.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 실적

2.

모방의 난이도

3.

기술수명

4.

기술 완성도

5.

기술 파급성(확장성)

3. 연구개발투자비율
4. 기술개발전담조직
5. 기술개발인력의 전문성

2. 제품화 역량

2.

시장현황

1. 설비수준의 적정성
2. 자본조달능력

3. 수익전망

1.

산업등급

2.

시장구조(경쟁강도,진입장벽)

3.

시장규모 및 성장성

1. 마케팅계획의 타당성
2.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3.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3.

시장경쟁력
1.

인지도(시장지위)

2.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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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역량

핵심기술 / 기술개발능력 / 제품화 역량 / 수익전망

15

핵심 중요 기술

핵심 중요 기술 ( 1 ) 국내 최초 3열 내압일체화 몰드와 본체 결합 기술 : 특허기술 – IEC 60079 - 01 EX d IIC
국제 방폭 안전 표준규격 (“d” ) 파생규격 – IEC 61241 - 1 (분진 )& IEC 60529 IP6X (방진,방수)
내압 및 분진 방폭 구조 기술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핵심 중요 기술 ( 2 ) 국내 최초 4방사형 방열 구조 4횡렬 크로스커팅, 핀, 휜, 히트 싱크 - 방열 기술 – T6
용기 최고 표면온도 85도 이하의 장수명 기술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핵심 중요 기술 ( 3 ) 국내 최초 60~250W – 7종 풀 라인업 – PCB 개발 기술
출처 : 한국산업시험기술원

1.IEC 60079-01 EX d IIC 표준규격 (“d” ) 가스 / 증기 폭발환경 / 60529 IP6X - 완벽 방진 및 방수
2. IEC 61241-1 - EX d 분진 폭발환경 ( 출처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
3. IEC EX d IIC T6 IP66 EX d tD A21 최대 250W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4. 4 방사상 방열 구조 : 4횡렬 크로스커팅 , 핀, 휜, 히트싱크 방식 구조 - 출처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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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이후 (주)통일 국내 최초 EX d IIC IP66 EX d tD A21 3열 내압 일체화 몰드 구조 중요 핵심기술
IEC 60079-01 EX d IIC 표준규격 내압방 폭구조 (“d”) / 파생 규격 IEC 61241-1 (분진) / IEC 60529 IP6X (방진 & 방수)

▼ 특허권리범위 : 4, 5, 8 ,9 &10 ( 5개업 체 침해 )

▼ 용기내 쇼트+스파크로 인한 화염
내부 일주와 외부 전파 차단

6열 지지대 91- 수압 (15Kg / S 인화
& 폭파대응 테스트시료 : 수소

유리커버(프론트커버)

90 – 수압,인화 & 폭파 대응

4방사형 - 4횡렬 크로스커팅 히트싱크 방열 기술
-본체(메인바디) 50
온도시험 – 용기최고표면온도 T6 ( 85도 이하 )

 1 - 20 : 마운팅 박스
 2 - 50 : 본체 (메인바디)

줄눈 93
– 케이블 글랜드 밀봉

 3 - 70 : 반사판
 4 - 80' : 유리 지지용 브라켓 (렌즈커버)
 5 - 91 : 6열 지지대
 6 - 60 : LED 모듈

유리 지지용 브라켓(렌즈커버) 80’
수압인화 & 폭파 대응

 7 - 80 : 강화유리
 8 - 90 : 유리커버 (프론트커버)

▼전면

강화유리 80 IIC - 두께
: 15mm / IIB – 10mm미만

▼후면

 9 - 92 : 나사산
 10 - 93 : 줄눈

나사산 92 - 케이블글랜드 밀봉
최대 허용틈차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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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 IEC 60079-01 EX d IIC 표준규격(내압방폭 “d”)
당사의 3열 내압 일체화 엘이디방폭등의 신기술은 국제방폭안전기 IEC 표준규격에 의거
하여 나사 식 결합방식으로 용기 접합면의 간극 량, 간극 깊이 방식으로 수압을 초당
15KG을 견디며 인화폭파시료는 수소이며 용기 최고 표면온도는 KCS인증 용기 내 최고
온도는 85도를 넘지 않으며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는 틈 차가 0.5mm 이하의 IEC EX d IIC로서 조립 방식은 프론트커버의 유리커버
(90)는 수압 및 폭발 압력을 견디는 최적두께의 프론트커버와 프론트커버의 6열 지지대
(91)를 배치한 후에 이어서 강화유리(80)를 몰딩 고정후 유리지지용 브라켓(80’)을 체
결하여 프론트 커버의 일체화를 마친 후에 ‘프론트 커버‘ 바깥쪽 나사산과 본체950) 안
쪽 나사산과 ‘프론트커버‘ 바깥쪽의 나사산을 KCS의 공차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조임 장
치 줄눈(93) 압착절연기구로 돌려서 2차로 메인 바디(50)와 완벽 3열 내압 일체화 하여

EX d IIC T6 IP66 EX d Td A21 MAX250W의 신제품을 구현하였다.
예시 : 이에 반해 EX d IIB는 수압은 초당 10kg, 인화 폭파 시료는 에틸렌, IEC 표준 최대
허용 틈 차-0.9mm이하, 최고용기표면온도는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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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열 내압일체화 몰드 방식의 엘이디 내압방폭등 구조 / 조립 과정
( D300mm - MAX 100W이하 ) – 핵심 기술 ( 1- A )

본체 (메인바디) 50

줄눈 93

▼프론트커버 내부에 에폭시 몰딩

▼ 15mm 강화유리 장착

▼ IEC60079-01(“d”)표준규격

▼ 렌즈커버 장착

유리커버 (프론트커버) 90

강화유리 80

유리 지지용 브라켓(렌즈커버) 80’
나사산 92

반사판 70

3열 내압일체화 몰딩 완성

D300mm (소용량) / 100W이하 6열지지대 불필요 - 15kg/s 수압 및 인화 폭파
80’ 90 , 92 & 93 으로 저항 내력 충분
방폭등 T/G 두께 15mm VS 공장등 3mm 광 로스 40%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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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W 방폭등 타점 온도계 측정 Data T6-85도이하

4방사형 방열 구조 :4횡렬 방열 열분산 (Ex d ⅡC T6) 크로스 커팅

장수명 - 당사의 방열 기술 입증 (실내보정온도 29도)

Pin Fin Heat Sink 방식 국내 최초, 최대 사용전력 MAX 250W : 핵심 기술 ( 2 )

③

▶ 열분산, 방열능력 상승 T6 - 高소비전력, 長수명

①
12
34

②

⑤
④



온도 측정 부위
: Heat Sink 뒷면

①~⑤ : LED PCB


⑥
Comment
방열기능강화 60 ~ 250W소비전력 제품군 풀 라인업

부위 별 온도

① : 66.6도
② : 66.7도
③ : 67.1도
④ : 66.6도
⑤ : 58.1도
⑥ : 59.8도

구성 및 LED 장수명 보장 및 대중화 실현

20

국내 최초, 최고, KCS EX d IIC 1,2종 가스 설치환경 성능 등급

국내외 최초, 최고, KCS EX d IIC 가스 1종 성능 등급

※ 통일 제품 해당등급

■ 대상이 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기호
-「A」,「B」,「C」 또는 특정가스중의 하나를 그룹기호「I」또
는「II」뒤에기재한다.
- 전기기기를 특정한 가스에만 사용하고 특정 그룹의 전
기기기에 사용하기
적합한경우, “IIB + H2"와 같이 그룹 다음에 “+” 기호를
넣고, 그다음에 화학공식을 표기한다.
- (주석)「C」등급은 폭발성이 가장 강하고 위험한 수소
이황화탄소 , 카보나이트 등의 가스 들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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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 환경 : IEC 60079-01 (“d”) EX d IIC 1, 2종 가스 폭발 설치 환경
2014년 5월 이전 동부의 75W급 제품 한계 VS 당사 엘이디방폭등 60 ~ 250W로 대체 국내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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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IEC 61241-1 IP6X - 방진 , 분진방폭 구조 규격 : tD A20, 21, 22

■ 21종 장소 예
▶ 분진 컨테인먼트 외부, 내부에 분진폭발 혼합물이 존재할 때 조작을
위하여 빈번하게 제거 또는 개방하는 문 근접 장소
▶ 분진폭발 혼합물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충전 및
배출 지점, 이송 벨트, 샘플링 지점, 트럭덤프지역, 벨트 덤프 인근의
분진 컨테인먼트 외부 장소
▶ 분진층과 분진폭발 혼합물이 형성될 수 있는 공정 운전으로 인하여
분진이 축적될 수 있는 분진 컨테인먼트의 외부 장소
▶ 폭발성 분진운이 발생할 수 있는(연속적, 장기간 또는 빈번하지 않은)
분진 컨테인먼트, 즉 (빈번하게 채우고 비우는)사일로 및 필터의 분진
쪽(만약 자체 청소 주기가 정해진 경우)
23

오비 맥주 이천 공장 : ㈜통일제품 80W VS 메탈 250W 교체

IEC 60529 IP6X 보호함 등급 ( 방진+방수)

분진폭발환경 IEC 61241-1 EX d tD A20, 21 실, 내외 설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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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등 최초, PCB 개발기술 패키지 50W ~ MAX 250W
방폭등 최초 , 최고 공인시험성적서 기반 KSA3011 작업 면 표시 조명 조도 기준

MAX 25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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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능력

방폭등 최초 , 최고 방폭 안전등급, 최대 250W 엘이디내압방폭등
산업재산권 및 공인인증 규격표시허가 ( 국내 최초 )

* 엘이디내압방폭등 발명 특허 및 디자인 등록 ( 특허청 ) / KCS 방폭 안전인증 5건 및 국제방폭안전인증 최대 250W ( 한국가스안전공사)
포스코 KCS 방폭안전 인증 기술이전1건 ( 한국기술시험원 ) / 광효율 공인시험성적서 최대 250W (Ktl )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특허가치평가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 방폭등 최초 방폭 성능인증 K-Mark (Ktl) / 조달 우수 제품지정 (조달청)
우수발명 우선구매 선정(특허청)) / 포항제철소 납품 / 전자파적합인증 KC6건 / 2016결산 베스트 신상품 선정 (중소기업청 & 대한상공회의소)

26

방폭등 최초 - 엘이디내압방폭등 발명 특허
방폭등 최초 , 사시도 기반 - 디자인 등록
KSC IEC 60079-01 EX d 내압 IIC 표준규격 국내 최초 , 3열 내압일체화 몰딩 내압 구조 & 4방사형 방열 구조

발명특허의 명칭 : LED 내압방폭등 / 디자인등록 : 방폭등 - KSC IEC 60079-01 EX d IIC 표준규격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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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명칭: 방폭등 기술사업화 역량 – 출처 : 특허청
3열 내압 일체화 몰드 방식 및 4횡렬 크로스 커팅 히트 싱크 디자인의 사시도 입각 - 포괄적 입체적 권리범위

2011년 09월 20일 출원 , 등록 : 2012년 10월 18일, 등록번호: 30-0664747

▲ 사시도 – 권리범위

5개 업체 공통 침해

▲ 정면도

▲ 평면도

▲ 배면도

* Comment : 사시도를 포함한 4개 방향의 입체적 디자인 등록

28

방폭등 최초 , 엘이디내압방폭등
특허청 -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 인증(60 ~ 250W)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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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등 사상 국내 최초 Ktl 방폭 성능인증 K- Mark 획득
전자파적합인증의 환경 친화적인 품질, 성능 장수명 검증
(Ktl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0

방폭등 최초 2016 결산 대한민국 Best 신상품 大賞 선정의 탁월한 경제성 신 성장성

31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32

방폭등 최초 조달 우수제품 지정 및 방폭등 최초 방폭 성능인증최고 방폭 안전등급
IEC EX d IIC IP66 EX d tD A21 MAX250W

Zone 1
Certification

3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34

방폭등 최초 전자파 적합 인증 등록
(KC인증 : 4건 - 120W~250W)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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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등 최초 전자파 적합 인증 등록
( KC인증 : 2건 - 80W~100W )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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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인증 현황 : IEC 60079-01 EX d IIC 표준규격 (내압방폭구조 “ d” )
(가스, 증기) IEC 60529 IP6X 규격 (방진, 방수) IEC 61241-1 ( 분진) – POSCO- KCS기술이전 및 파급성

▼ TI-MT-Type -100W (실내외 방폭환경 설치)

▼ 포스코LED 100W ( 포스코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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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등 최초 , 최고 가 성비의 유일의 작업면 표시 조명 조도 기반의 자체 PCB 개발 기술 패키지
60W ~ 최대 250W 풀 라인업 실현 : 탁월한 시장경쟁력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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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

LED내압방폭등 연구개발전담부서 & A/S Service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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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 IECEX 및 ATEX 인증 제안서와 계약서

42

제품화 역량
방폭등 국내 최초 K - 마크 방폭 성능인증 획득 : 80W ~ 250W – 신인도
방폭등 최초 ISO9001,14001 품질 경영 공정으로 완벽 VOC (휘발성 유해가스)제거
전자파적합인증의 환경 친화적인 품질, 성능 장수명 검증

ISO9001 / ISO14001 기반 : 국내 최초 , 엘이디방폭등 최고 방폭안전등급
최대 사용전력 250W - QC 매뉴얼 및 시방서 정립

43

국내 최초 LED내압방폭등 최대 250W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 제품화 역량

44

방폭등 최초 Ktl 방폭 성능인증 - 방폭등 최초 , 최대 250W
품질 및 공장 환경 - K - 마크 (80W~250W)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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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경영 : 제품의 역량
설비 수준의 적정성

1. 자재투입

2. 수량확인 및 검사

•메인바디, LED광원

•투입자재 검수

•SMPS, 보호함

•수량 확인 및 기록-자재수불

•마운팅박스 및 부속 자재

대장

4. 제품 검사
외관, 작동검사
적분구 테스트 - 총광속 / 광
효율 / 색온도 / 연색지수

3. 조립
•메인바디 + LED광원 + 안정
기 + 마운팅박스

내전압, 절연저항 테스트
항온, 항습, 입수 테스트

5. 출하
•출하 전 수량 검사 및 기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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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환경 경영시스템 : 자체 금형 6벌 보유
제품화 역량의 설비수준의 적정성
▼ 메인바디

▼ 프론트커버

▼ 렌즈커버

◀ 포스코 61종 금형강 사용

Comment
자체 금형 보유로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 공급
(영세업체의 경우 금형 공유)

50

방폭등 하우징

하우징 제조공정 2 - 후가공

(메인바디 + 후론트 커버 + 렌즈커버) 제조공정 1
800t 대형 주조시설
- 제품Body 제작

1

2

3

4

5

6

하우징 후가공 완료

SMPS (안정기)

탭핑, 사상쇼트
- 나사구멍
- 제품 불순물 제거

CNC 가공장비
- 제품 밀링

PCB 모듈 ( 최대 250W)

51

검사장비현황
Test Equipment – ISO9001 품질경영

▼ 항온항습챔버테스트

▼ 수압시험기기

▼ 적분구

▼ 절연저항계

▼ 오븐기

▼ 내전압시험기

완전 조립 제품 형태
TI-EXLED- 100W POSCO 공급방식

메인바디

락 너트

방우캡
마운팅박스

SMPS 박스 (안정기)

파이프
(방우캡에 가려 안보입니다.
메인바디와 마운팅박스 연결)

제품 결선도 : Wiring Method
기술 완성도

ACL
GROUND
ACN

시장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동종 타사 대비 경쟁 제품과의 비교 : 탁월한 기술 우위성의 기술차별성 , 완성도

* 절대 시장경쟁력 : 통일엘이디 80W VS 메탈 250W 대체 , 파급 성 & 인지도
PS : 방폭등 시장의 약 50%이상 메탈 250W 교체 수요 대체

55

포항제철소 / 포스코 계열사 납품

1차 납품: 포항 제철소

2차 납품: 계열사

포항 제철소

광양 제철소
56
www.tiledex.co.kr

posco - 실내, 외부 가스, 분진 방폭 지역

분류

방폭등급 :
Ex d IIC T6 IP66
Ex tD A21

모델명

TI-EXLED TYPE
(D360mm, 120~250W)
* 실내외 가스,분진 방폭환경 설치

No.

Watt

Metal 대체

120

120

400W

150

150

500W

200

200

600W

250

250

7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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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ict corp
엘이디내압방폭등 납품 - 150W / 250W
실내 ,외부 가스1종 방폭 지역

포항제철소 (LNG 수소가스 방폭 현장 250W납품)
Supply to POSCO - 납품진행 - 201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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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 150 ~ 250W EX d IIC T6 IP66 EX d tD A21
( 가스 1종 폭발 환경설치 )
제품 크기

절감효과 비교불허
교체 전

MH 700W

교체 후

배광곡선 / 직하조도
모델명

Beam Width : 2.50 m
9152.59 lux in center
3165.60 lux in side

1.00 m

Beam Width : 5.01 m
2288.15 lux in center
791.40 lux in side

2.00 m

Beam Width : 7.51 m
1016.95 lux in center
351.73 lux in side

3.00 m

Beam Width : 10.02 m
572.04 lux in center
197.85 lux in side

TIEXLE
D

소비전
력(w)

총광속
(lm)

120

12,000

150

15,180

200

20,000

250

25,033

입력
전원
(V)

색온도
(K)

연색
지수
(Ra)

빔각
도(º)

무게
(Kg)

인증

IP

187~
275

5,700

75

110

14.5

KCs

66

4.00 m

Beam Width : 12.52 m
366.10 lux in center
126.62 lux in side

5.00 m

Beam Width : 15.03 m
254.24 lux in center
87.93 lux in side

6.00 m

Beam Width : 17.53 m
186.79 lux in center
64.60 lux in side

7.00 m

Beam Width : 20.04 m
143.01 lux in center
49.46 lux in side

8.00 m
Average Beam Angle = 102.8°
Max. Beam Angle = 103.5° at Φ1 = 135°~ Φ2 = 315°
Min. Beam Angle = 102.3° at Φ1 = 45°~ Φ2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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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유일의 MAX 250W 고출력 기반의 소비 전력 별 풀 라인업 상용화
IES File ( 배광 곡선 : Polar & Cone Diagram ) Illuminance at a Distance Center Beam Lux

▲ 250W (LG Innotec Chip)

▲ 100W (LG Innotec Chip)
Beam Width : 2.50 m
9152.59 lux in center
3165.60 lux in side

Beam Width : 2.99 m
4038.93 lux in center
1141.53 lux in side
Beam Width : 5.97 m
1009.73 lux in center
285.38 lux in side
Beam Width : 8.96 m
448.77 lux in center
126.84 lux in side

1.00 m

Beam Width : 5.01 m
2288.15 lux in center
791.40 lux in side

2.00 m

Beam Width : 7.51 m
1016.95 lux in center
351.73 lux in side

3.00 m

Beam Width : 11.95 m
252.43 lux in center
71.35 lux in side

4.00 m

Beam Width : 14.94 m
161.56 lux in center
45.66 lux in side

5.00 m

Beam Width : 17.92 m
112.19 lux in center
31.71 lux in side

6.00 m

Beam Width : 20.91 m
82.43 lux in center
23.30 lux in side

7.00 m

Beam Width : 23.90 m
63.11 lux in center
17.84 lux in side

1.00 m

2.00 m

3.00 m

Beam Width : 10.02 m
572.04 lux in center
197.85 lux in side

4.00 m

Beam Width : 12.52 m
366.10 lux in center
126.62 lux in side

5.00 m

Beam Width : 15.03 m
254.24 lux in center
87.93 lux in side

6.00 m

Beam Width : 17.53 m
186.79 lux in center
64.60 lux in side

7.00 m

Beam Width : 20.04 m
143.01 lux in center
49.46 lux in side

8.00 m

8.00 m
Average Beam Angle = 112.4°
Max. Beam Angle = 112.6° at Φ1 = 0°~ Φ2 = 180°
Min. Beam Angle = 112.3° at Φ1 = 135°~ Φ2 = 315°

100W 직하조도표

Average Beam Angle = 102.8°
Max. Beam Angle = 103.5° at Φ1 = 135°~ Φ2 = 315°
Min. Beam Angle = 102.3° at Φ1 = 45°~ Φ2 = 225°

250W 직하조도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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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제품 250W 메탈 700W 대체 : 총 광량 500,660Lm (20개)
출처 : 고성 조선해양 – Blast & Paint Shop –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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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제품 150W 메탈 400W 대체 : 총 광량 540,000Lm (36개)
출처 : 고성 조선해양 – Blast & Paint Shop

사용전력(W)

수량

총광량

전체 총광량

제품가격비교

150

300

15,181

4,554,300

100

250

182

25,033

4,556,006

92

www.tiledex.co.kr

설치및 유지관리보수비용

250W사용시
약 6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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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 250W 납품
( LNG수소,가스 Zone 1 방폭현장 - Installation Method )

▼ 천장 실링형 (파이프 7cm)
펜던트형(파이프 25cm)

▼ 벽부형 (40도) 150W

▼ 벽부형 (90도)

▼ 폴대형 Type -250W
( 외부형 - 8m 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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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등 최초 120W / 150W / 250W
국방과학연구소 ( 포 사격장) 진동, 충격 및 군 부대 정비 창 격납고
정밀 작업 면 표시 조명 조도 KSA3011 - H - 400Lux 이상 광 효율성 검증
2015.3월2일 납품 - 환경 상온 27도 26개월 경과 1일 24시간 사용 (2017.05 현재))

통일엘이디
150W (천장고 13m)

통일엘이디
250W (천장고 15m)

메탈램프
400W (천장고 9 m)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 계열사 납품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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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1차 공급업체 등록
포스코에너지 인천LNG복합발전소 7~9호기 보일러실
2014.11.21 납품 30개월 경과 1일 24시간 사용 (2017.05월 현재
방폭등 최초 ISO9001,14001 품질 경영 공정으로 완벽 VOC (휘발성 유해가스)제거 장수명 검증

▲ 당사 DC-MT-Type 60/80/100W 설치 및 준공 점검

▲ 설치 후 점검

www.tiledex.co.kr

66

㈜ 통일 80W LED Lamp VS 동종 타사 80W LED 대비 - 41% 이상 에너지 절감,
Metal Lamp 250W 대비 68% 이상 에너지절감 - 시장경쟁력의 장수명, 경제성
(

M/H 400W
~600W
100

About 67%

80

M/H 250W~300W

Save Energy
=
Save Money

60
40

M/H 150~175W

20
0
1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M/H LED LED
250W 80W 100W

80
60
40
20
0

M/H
175W

LED
50W

LED
6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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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FACTORY LED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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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엘이디방폭전기 80W - XYZ 10M - 평균직하조도 266LUX
114Lm / W (1개)

타사 동종업체 100W - XYZ 10M - 평균직하조도 236LUX
80 ~ 85 Lm / W ( 1.13개)

당사 LED내압방폭등은 기존 방폭등의 대체 제품으로 국내에서 고(高)와트급 LED 제품으로 KCS(한국) 5건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국내최초 신제품 (NEP) 인증심사가 진행 중이며 , 또한 당사 80W 제품의 경우 동부라이텍 80W 대비
41% 이상의 광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형,경량화로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폭발
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공장 , 정유공장, 가스공장, 저장소 , 충전소, 보일러실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LED 방폭등기구입
남동발전㈜ 구매자재의 적용규격
EX d IIC T6 IP66 80W 대응

니다 .

절감효과 68% 이상 광효율 우위

제품 크기

교체 전

MH 250W

68%이상
절감
통일엘이디방폭전기

교체 후

배광곡선 / 직하조도
모델명
Beam Width : 2.99 m
4038.93 luxin center
1141.53 luxin side

소비
전력
(w)

총광속
(lm)

60

6,600

80

9,115

100

11,146

TI-EXLED-루미나-MT 80W

입력
전원
(V)

색온도
(K)

연색
지수
(Ra)

빔각
도(º)

무게
(Kg)

인증

IP

187~
275

5,700

75

110

8.5

KCs

66

1.00 m

Beam Width : 5.97 m
1009.73 luxin center
285.38 luxin side

2.00 m

Beam Width : 8.96 m
448.77 luxin center
126.84 luxin side

3.00 m

Beam Width : 11.95 m
252.43 luxin center
71.35 lux in side

4.00 m

Beam Width : 14.94 m
161.56 luxin center
45.66 lux in side

5.00 m

Beam Width : 17.92 m
112.19 luxin center
31.71 lux in side

6.00 m

Beam Width : 20.91 m
82.43 lux in center
23.30 lux in side

TIEXLED

7.00 m

Beam Width : 23.90 m
63.11 lux in center
17.84 lux in side

8.00 m
Average Beam Angle = 112.4°
Max. Beam Angle = 112.6° at Φ1 = 0°~ Φ2 = 180°
Min. Beam Angle = 112.3° at Φ1 = 135°~ Φ2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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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내압 방폭등 최초, Ktl 공인시험성적서 기반
메탈250W VS 대체 ㈜통일LED제품 80W

제

품

광효율

KCS 방폭안전등급 기술경쟁력
비교와 총광량 대비

시장 경제성 대비

종

합

(주)통일엘이디방폭전기

D 사

엘이디 내압 방폭등 : 80W , 250W

엘이디 내압 방폭등 : 80W , 150W

114 lm / W (80W) , 100 lm (250W)

81 lm / W (80W) , 93 lm / W (150W)

EX d IIC T6 IP66

EX d IIB + H2 T5 IP65

9,115 lm (80W) / 25,033 lm (250W)

6,480 lm (80W) / 13,950 lm (150W)

동부라이80W대비 233% 절대 시장경쟁력우위

기술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 통일대비 절대 열세

LED 250W 는 단가 대비 200%이상의 가격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총광량 또한 제품을 범용 호한 가능하여 탁월한 가성비의 시장 경쟁력 확인.
국내 최고 기술 경쟁력의 KCS 안전 방폭 등급

비

고
국내 최고, 유일의 시장 경쟁력 제품

통일 VS D사의 절대 기술경쟁력
시장 경쟁력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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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LED 제품 VS 위너스라이팅 / D사 비교자료

(주)통일엘이디방폭전기
안정기 분리형 방폭등

㈜ 위너스라이팅
엘이디 공장등

D사
안정기 일체형 방폭등

80W

100W

80W

광효율

114 (lm / W)
KTL 공인시험성적서 기반의
신뢰성 확보

130 (lm / W)

150 (lm / W)
동부자체시험기준으로
신뢰성 불확실

칩 사양

LG 3535 렌즈 형

5630 Chip 확산 형

5630 Chip 확산 형

수량

48 EA

324 EA

324 EA

강화유리

15mm

3mm

?

제

품

 방폭등 실외 전반조명용도로0.2W-Chip 190Lm/W의
광효율은 작업면조명에는 부적합.

비 고

3W-Chip의 미들파워와
안정기의 0.002mA의
안정적 커런트
-> 분리형으로 장수명 및
방폭등사상최초 KTC의
K-Mark품질인정

* 공장등용도 (0.2W 사용)
* 칩자체 광효율
->190Lm/W

 IIC의 수압테스트 15Kg/s를 통과하기 위해 T/G 10mm
이상의 유리가 필요함. 동부의 유리두께 (?)
 150Lm/w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자체 시험
결과치로 추정
 안정기내장형 : 단수명으로 유지관리보수비용 과다 발생.
 KTL-K-Mark 없음

LED방폭등 : 국내 동종 업체 3개 업체 대비 : 탁월한 기술경쟁력

경쟁사 3사 제품 비교 : 양사 분진 폭발 환경 설치 불가 와 방열능력 T5-100도 - 단수명 및 IP65로 완벽방수 불가

㈜통일엘이디방폭전기

S 전기

D 라이텍

방폭안전등급

Ex d ⅡC T6 IP 66 & EX D tD A21,22
종 설치환경

Ex d IIC T5 IP65

Ex d IIB+H2 T5 IP65

가스 및 분진 폭발 설치 환
경 -그룹분류

가스 1,2종 및 분진 폭발환경 tD
A21,22종 설치 가능 및 상대사 대비 광
효율 우위

방폭안전등급 인증
번호 ‘X’ 기호
소비전력
조달 우수제품 지정 & KMark
LED내압방폭등

가스 1,2종 설치환경 가능
분진폭발 환경 설치 불가 및 7%이상 광
효율 열세

가스1종의 수소 가능 / 카보나이트 및
이황화탄소 불가
분진폭발 환경설치불가 및 10% 이상
광효율 열세

보유

미보유

미보유

150W (MAX 250W)

150W (MAX 200W)

MAX 150W

없음

없음

보유
(80W ~ Max 250W)

Guarantee

2년
(1일 12시간 사용기준)

-

-

A/S

2년

미상

1년

유지,관리,보수

간편

간편

80W 안정기 일체형 불편

무게

8.5kg / 14.5kg

9kg

8.8~15.5kg

www.til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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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LED 내압방폭등 기구 물 방폭 안전등급의 기술 우위의 기술경쟁력

㈜통일엘이디방폭전기

AS ㈜

D 라이텍

방폭안전등급

Ex d ⅡC T6 IP66 tD A21

Ex d ⅡB T6 IP66

Ex d IIB+H2 T5 IP65

가스그룹분류

실내외방폭 가스, 증기 1,2종 폭발
환경 및 tD A21 분진폭발환경에
동시에 사용가능

아세틸렌 Acetylene,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수
소 Hydrogen 그룹의
지역 사용 불가

아세틸렌 Acetylene,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사용 불가
수소 Hydrogen 사용 가능

방폭안전등급
인증번호 ‘X’
기호

보유

없음 -

없음 -

소비전력

MAX 250W

MAX 140W

MAX 150W

없음 -

없음 -

조달 우수지정 및 K마
크
LED내압방폭등

보유
(80W ~ Max 250W)

Guarantee

2년
(1일 12시간 사용기준)

-

-

A/S

1년

-

3년

유지, 관리, 보수

간편

간편

불편

무게

8.5kg / 14.5kg

9kg

10.5~15.5kg

※ 각 회사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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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내압 방폭등 타사대비 당사의 탁월한 기술 우위와 차별성

AS ㈜

D 라이텍
단조로운 2열 나사산 결합 및 열분산구조

단조로운 볼트 몰딩구조

바디

▼ 150W

▼ 80W 이하

메탈PCB
강화유리
커버

단순한 열 분산 구조

내부 일체형 안정기 - 유지보수 취약 형태

SMPS

* 당사 내부형 안정기 제품
유지, 보수 취약 이유로
제조, 판매 중지-S/MS-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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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LED내압방폭등 국내 최초 업체, 공장등록 및 물품 식별번호 등록
산업표준화

설치지역

모델명

No.

소비전력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03

80

23099652

04

100

23099651

02

120

23099650

03

150

23099648

05

200

23099649

06

250

23099660

TI-EXLED-S03 TYPE
(D 300mm, 80~100)
방폭등급조달청 LED내
압방폭등 국내 최초 업
체, 공장등록 및 물품 식
별번호 등록
산업표준화 :

Ex d IIC T6 IP66
Ex tD A21
조달청 물품분류 :
위험지특수조명
(39111999)

TI-EXLED-04 TYPE
(D 360mm,1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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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규격서
우수조달 물품 명칭 : 엘이디내압방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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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 조도 기준 KSA 3011 - 가스, 증기 1종,2종 및 분진 1,2종 폭발환경
실 내외 설치 조명 조도 ( 통일 : A~H )
표1 조도 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 값
활동유형

조도
분류

조도 범위(lx)

참고 작업면 조
명 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공간의 전반 조
명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제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작업 면 조명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I

1500-2000-3000

J
K

3000-4000-6000
6000-10000-15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
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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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활동

조도분류

발전소
가스, 증기 1,2종 & 분진 1,2종
설치 환경
내부 (원자력 발전소 참조)
가열기 층, 증발기 층······················ D
갱도,배관,터널·························· D

기체 배출기 층·························· D
버너단, 석탄 분쇄기······················ E
수소 및 이산화탄소 기기실·········· E
수처리 구역······························ F
압축기, 탱크, 펌프························ E
전지실································ F
비상 조명······························ E
터빈실································ F
외부
냉각탑
판덱,플랫폼,계단,밸브지역········ D
펌프 지역························· C
보일러실,비상발전기실,자이로실,
송유펌프실,엘리베이터기계실,전동
발전기실,전동기실,전지실················ D
석탄저장소………………………………A
보일러 지역
계단,발전소 지붕,플랫폼············· D
지하실, 침전기, FD와 ID팬········· D
선박
가스, 증기 1,2종 설치 환경
보일러실,비상발전기실,자이로실,
송유펌프실,엘리베이터기계실,전동
발전기실,전동기실,전지실················ D

장소/활동

조도분류

용접
일반 작업 ······················· F
원자력발전소 (발전소참조)
가스1,2종 & 분진 1,2종 폭발설치환경
디젤발전기건물,연료관리소건물······ F
방사 물 처리 건물, 원자 로건물······ F
제거 접근 영역
실 험 실·························· G
저 장 실 ·························· E
수력 발전연료 취급
가스 측정, 펌프, 하역··············· D
석탄 저장소, 재 버리는 곳········· A
저장 탱크························· B
컨베이어························· C
터빈 지역
터빈 및 히터 덱···················· D
화학단지 - 페인트 산업
분진 1, 2종 설치 환경
건조, 문지르기,분사,스텐실,일반수작업,침액 ·F
정밀수작업························ G
처리 공정························· F
폭발물 제조·························F
정유단지 , 가스충전소 & 부 두
가스, 증기 1,2종 설치 환경
위험물
급유기 부근, 에이프런··············· E
선창, 임해 도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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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구매 자재규격서 : KS C IEC 60079-01 내압 (“d”)
가스, 증기 1종 폭발환경 설치 (한수원, 발전사 , 화학단지 , 제철소,조선소 정유단지 & 가스충전소)
KSA3011- F - 직 하 6M 조명 250Lux 이상 KS C IEC 60529 IP6X규격 (육상에서 완벽 방진 및 방수 IP66) 품질등급 : S 적용 규격

80

국내최초, 최대 250W- IEC EX d IIC 표준규격 60079-01 ( 가스) 파생 IEC 60529 IP6X규격
방진, 방수 타사 대비 - 당사의 탁월한 기술 우위성과 차별성 - 출처 : 각사 홈피

통일엘이디방폭전기

Y 라이팅

홈페이지

www.tiledex.co.kr

www.ywlt.co.kr

방폭안전등급,
방수/방진
등급

Ex d ⅡC T6 IP66

Ex d ⅡC T6 IP66

소비전력

250W

80, 100, 120W

산업재산권

디자인등록: 2011년 9월 출원
발명특허: 2012년 11월 출원

없음

무게

8.5kg(100W) / 14.5kg(250W)

10.5kg

① 내압 등급 IIC, 표면온도 T6 (85도)
② IP66

비고

④ 발명특허 및 디자인등록
⑤ K-마크 및 특허정 우수발명 제품 선정
⑥ ISO 인증 : QC 매뉴얼 (엘이디내압 방폭등
MAX 250W) 보유
⑦ 한제품에 내압, 분진 방폭인증 획득 내외부 방
폭환경설치가능 및 산업표준화에 기여
⑧ KCS인증 획득시기: 2013년5월
⑨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지정증서(조달청)

1) 내압등급 ⅡC, 표면온도 T6(85도)
2) IP66
3 ) 특허보유- 방열설계- 분진방폭적용 최대
500W 와 고중량 25kg
4) 실용신안특허 미보유
5)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ISO인증
6) KCS인증획득시기: 2014년4월

제품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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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80W VS 동종 타사 100W 및 남동발전㈜ 구매자재규격 기반
10M 직 하 작업 면 조명 조도 비교 ( EX d IIC T/G 두께 15mm 기준 )
㈜통일엘이디방폭전기 80W
평균 직 하 10M 조도 266Lux 114Lm / W
(1개)

타사 동종업체 100W
평균 직 하 10M 조도 236Lux 80 ~ 85 Lm / W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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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발전소 Engine Room 폭발환경 - 통일LED 80W - 메탈 대체 250W 교체공사
2015.10월 납품 - 19개월 경과 1일 24시간 사용 (2017.05월 현재) 품질등급 : S적용규격
가스, 증기 1종 폭발환경 설치 환경 상온 30도 - EX d IIC T6 IIC IP66 - KSA3011- F - 300Lux 이상 광 효율성 검증
KS C IEC 60079-01 내압 (“d”) & IEC 60529 IP6X규격 (육상에서 완벽 방진 및 방수 IP66)

#6Eng’ 상부 측정일시 : 2015.10 .02

#6Eng’ 상부 측정일시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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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1차 공급업체 등록
포스코에너지 인천LNG복합발전소 7~9호기 보일러실 60~100W 납품
가스 , 증기 1종 폭발환경 KSA3011- F - 300Lux 이상 광 효율성 검증
2014.11.21 납품 환경 상온 25도 30개월 경과 1일 12시간 사용 (2017.05월 현재)

▲ 포스코에너지 인천 LNG복합발전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 314

◀ LNG연소설비 시설 – 방폭등 설치지역
(점등 前 / 점등 後)
84

가스충전소 통일 LED 80W 메탈 방폭등 250W대체
2014.08납품 환경 상온 31도 - 32개월 경과 1일 8시간 사용 (2017.05월 현재) 장수명 검증
가스 , 1 ,2종 폭발 환경 직 하 6M 조명 조도 - KSA3011 – G -150Lux이상 경제성 제품

IEC60079 – 01 (“d”) : EX d IIC IP66

85

중부발전㈜ 구매 자재규격서 : KS C IEC 60079-01 내압 (“d”)
KS C IEC 60529 IP6X규격 -육상에서 완벽 방진 및 방수 IP66 및 분진 1,2종 및 가스, 증기 1,2종 폭발환경
품질등급 : S 적용 규격 , 서부발전 & 남동발전- 동일 자재구매 규격서 적용

86

오비 맥주 이천 공장 통일 80W VS 메탈 250W 교체
KS C IEC 61241-1 & 60529 IP6X규격 - IP66 육상에서 완벽 방진 및 방수
분진 1, 2종 실 내외 폭발환경 EX d tD A20, 21 KSA3011- F - 250Lux 이상 광 효율성
2014.12월01 납품 환경 상온 27도 - 30개월 경과 1일 10시간 사용 – 장수명 검증 (2017.05 현재) 장수명 검증

IEC 60529 IP6X 보호함 등급 ( 방진+방수)

87

광림㈜ 메탈 250W 대체 ㈜통일 엘이디 80W 교체 시공 전후 비
2015.11.05 납품 환경 상온 27도 - 18개월 경과 1일 12시간 사용 (2017. 5월 현재)
KS C IEC 61241 & 60529 IP6X규격 IP66 - 분진 1,2종 폭발 설치 환경
KSA3011- F - 300Lux 이상 광 효율성 검증
광림특장차 ㈜ 250W 메탈등 교체전 사진 (IEC61241-1 EX d tD A21,22 내부 실내 폭발 설치 환경

(주)통일엘이디 80W 교체후 사진 : 평균 직하 작업

조도 1M 250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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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규격서

1. 우수조달 물품 명칭 : 엘이디내압방폭등

(지정번호 : 2017050)

㈜통일엘이디방폭전기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수익전망의 마케팅 타당성 , 시장규모 및 성장성
Website : NAVER / DAUM / GOOGLE / You Tube / Alibaba.com / PR Center

Portal website : Key Word - 엘이디방폭등 검색 순위 1위
국내 검색어 : 최고 방폭등 / 엘이디방폭등 / 엘이디내압방폭등 / 내압방폭등 검색
국외 검색어 : LED explosion proof lighting / Led flame proof lighting - Page 1
* 시장현황 : 2016년까지 국내LED조명시장은 47조원 규모 - 출처 - 메리츠증권 / 메킨지 / KEB산업은행
녹색 신성장 산업등급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제품
100

101

2016년 결산 한국일보 베스트 신상품 대상 (신 성장성 제품)

102

2017. 1월 2일자 전기신문 보도기사
방폭등 최초 KTL 방폭 성능인증 K-Mark & 특허청 우수발명 우선구매 선정

103

방폭등 사상 최초 포항제철소 MAX 250W 납품

104

국내 최초 : Alibaba.com 전자상거래
One-line Market 입점

105

전자상거래 One-line Market 입점
Led Explosion Lighting – 50W ~ 200W

106

전자상거래 One-line Market 입점
Led Explosion Lighting – 50W ~ 200W

107

대.중소 기업 구매 상담회 참가
현대 미포조선소 납품 상담

108

수익 전망 , 시장규모 및 성장성 ( PR Center )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조달청 조달 우수제품 지정 / POSCO에너지 동반성장 협약
* 출처 : 당사의 업체간 연간 계약서 , 납품 현황 및 향후 납품을 위한 구매 의향서
제품 신뢰도 테스트 용도의 제품 판매 및 수출 선하증권 기타 등등.

109

포스코에너지와 동반성장 표준협약서
( 인지도 & 수익전망 )

110

포스코에너지 전자구매시스템 공급업체 등록
수익 전망 및 인지도 - [2014년 7월]

111

당사의 IP개발 기술 - 포스코에너지
교체등 구매계약서 [ 2014년 11월 ]

112

특허 개발 기술 기반 KSC IEC EX d IIC 표준 규격
3열 내압일체화 몰드 신 기술 - 포스코 LED 기술 이전 : KCS인증

▼ S33-Type 100W (실내외 방폭환경 설치)

▼ 포스코LED 100W (실내외 방폭환경 설치)

113

LED내압방폭등 기술 이전 및 협약 이행 비밀유지협약 (NDA)
[ 포스코LED ] [ 2014년 3월 ]

114

LED방폭등 80 ~ 250W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 화성 및 경남 양산 지사
신규 열 공급 시설 설치 신축 공사 현장의 납품 혐약서 시방서 제공

115

제이스 홀딩스 계약서 – 출처 : 양사간 연간 계약서
( 수익 전망 )

116

인도네시아
허스키에너지, 쉐브론 에너지社 납품진행 : 세계시장 경쟁력

▼ http://www.huskyenergy.ca/

▼ http://www.chevron.com/

117

INDONESIA : P/O - PT DAE KWANG ENERGY
당사의 엘이디방폭등 100W, 150W – FOB US$ 60,000 Based on T/T

118

인도네시아 1차 엘이디 내압 방폭등
MT / T - Type 100 ~ 150W 수출 계약서
수익 전망

119

인도네시아 - 에너지광업부 등록
당사의 특허, 디자인등록 번역공증

120

인도네시아 1차 엘이디 내압 방폭등 MT / T - Type 100 ~ 150W 수출 계약서

121

인도네시아 -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서
( 판매처의 다양성 )

당사 방폭등 특허
당사 방폭등 디자인등록

122

LED 조명시장 현황
출처 :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

123

LED조명의 세계시장 규모의 추이
출처 : 메킨지 (KDB산업은행)

124

온실가스 감축
탄소 배출권 거래제

125

메탈250W

경제성비교

TI-EXLE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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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폭등 최초 조달 우수제품 지정의 통일 엘이디 내압방폭등
특장점 (기술사업역량 & 기술경쟁력)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안전인증의 고 난이도 30가지 시험항목
(수압,인화, 폭파, 충격, 진동 및 낙하 시험 등 등) 방폭등 최초 최고 KCS 방폭 안전인증 Ex d
IIC T6 IP66 EX d tD A21 MAX 250W 신제품
내압, 분진방폭 구조 : 가스,증기 및 분진 폭발환경 대응 KSC IEC 60079 – 01
EX d IIC 국제표준규격 ( “d” ) 전기기기의 그룹 (II) 대상이 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기호 (A ,B, C) - C등급은 폭발성이 가장 강한 4개 GAS 그룹.
1)특허 중요 핵심기술 A- Ex d IIC IP66 Ex tDA21 내압 및 분진 방폭구조 –
3열 내압일체화 몰드 방식의 본체 결합의 방폭등 최초, 최고방폭 안전등급
Ex d IIC IP66Ex tDA21 방폭 구조로 엘이디내압방폭등 제품으로 모든
내압 가스 그룹 1종 및 분진 그룹 1종의 폭발 환경설치, 사용 가능한 기술
차별성 및 기술완성도의 경쟁력 제품
2) 특허 중요 핵심기술 B- 4열 방사형 4횡렬 열 분산 방열 기술 - 방폭등 최초 T6
MAX 250W 열 분산 및 방열 능력으로써 기존의 방폭등 및 동종 타사의 단점인
저 소비전력의 고 중량, 단 수명을 개선 개량하여 방폭등 최초 최고 방폭 안전
등급의 고 소비전력의 장수명으로 높은 유지 관리 비용 절감한 경제성 제품

▣ 신 성장 및 신인도 검증의 신상품
동종의 타사 대비 본 제품은 국내 최초 최고의 방폭 안전등급의 제품으로 방폭등 사상 최초 고
사용전력 250W 제품을 포항제철소에 납품하여 사용자의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의 사용자의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 의 신뢰성 검증 제품으로 방폭등
최초 특허청의 우수발명 선정, Ktl 의 K마크 성능인증 및 2016년 결산 Best 신상품 선정과 조
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의 신인도 및 신뢰성 검증 제품.

▣ 제품화 역량 및 기술개발능력의 경쟁력

▣ 시장경쟁력의 경제성
( 동종 타사 경쟁제품과의 기술 우위성의 기술 차별성 )

기존 방폭등 및 동종 타사 엘이디방폭등의 단순 내압구조의 저 방폭 안전 등급 및 저
사용전력 및 고 중량, 단 수명 과다한 유지 보수관리비용을 당사는 방폭등 최초 ,최고
방폭안전 방폭등급의 최대 250W성능의 고 방폭안전등급의 경량화, 소형화, 장 수명
의 에너지 절감의 품질 성능 국가 예산 및 원자재 절감 정책에 기여하며 해외 수출을 통
한 고용증대의 국 내외 시장경쟁력 경제성 신상품

▣ 신인도의 기술사업역량
(기술개발 , 수상 및 인증) 실적
① 포항제철소 - 250W납품 / 특허청 - 우수발명품으로 선정
60~250W – 신뢰성 및신인도
② K마크 보유. (인증기관 : Ktl) 80~250W – 탁월한 기술 우위성의
신인도
③ 벤처기업확인서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신인도
④ 전자파적합 KC 인증 6건(인증기관 : 국립전파연구원장) 80~250W –
신뢰도
2016결산 Best 신상품 대상 선정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80~250W –
신 성장성

▣ 조달우수지정제품에 관한 우선구매 대상
수익전망 :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기술의 차별적 완성도)
당사만이 유일하게 동종업체 타사대비 자체 PCB개발 기술의 소비 전력 별
80~250W - 7종 풀 라인업 패키지는 KSA3011(한국 조도표준 협회)기반의
Ktl 공인시험성적서의 작업 면 조명 조도 기준은 종래의 방폭 등과 60%이상
의 에너지 절감 및 동종 타사의 EX 80W 작업 면 조명 조도 대비 40% 이상의
광 효율성 우위로 에너지 절약성의 경제성이 검증한 탄소 배출권의 제품으로
ISO9001,14001 품질 경영 공정으로 완벽 VOC (휘발성 유해가스) 제거 및
전자파적합인증의 환경 친화적인 품질, 성능 장수명 제품

조달우수지정제품에 관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 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인 본 제품은 수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에 제3호에 따라서 우선구매 조건(80~250W)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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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기술 우위성, 차별성, 고 난이도 및 특허침해 업체 명시
10가지 방폭 구조 중 내압 방폭구조 : 모방 고 난이도와 방폭 안전인증 등급 명시

방호장치 의무안전 고시 : 내압 및 분진 방폭 안전인증 조건 ( KCS )
세부 시험 항목 : 30가지 (소요기간 1~2년) VS 타 인증 KS 및 KC 인증 60일 소요 – 비교 불가

* IEC60079-01 (“d”) / 61241-1 / 60529 IP6X - 국제표준규격 : 전기기기그룹 (II)대상이 되는 EX d 내압 방폭구조 IIC - 가스 , 증기 1종
tD A20, 21, 22 - 분진 1종 , IP6X – 방진 및 방수 : 내압 IIC, 분진 & 방진, 방수의 전체 세부 시험항목은 30가지
* 출처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개정 2010.12.24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6호
* 방폭등은 일반산업등과 비교 불허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한 규칙 제 230조 및 제 311조의 특수위험 산업지역
가스 , 증기 & 분진 폭발 환경장소에 법적 의무 설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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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권리 범위 핵심 기술 (1) 3열 내압일체화 몰드 내압기술 80’ / 91 & 디자인 권리범위 침해
IEC 60079-01 EX d IIC 표준규격 내압방폭구조 (“d” ) 및 디자인등록 권리 범위 침해업체 5개사 ( 모방의 난이도 )

대외비

129

당사 특허 및 디자인 권리범위 침해 업체 통고문 수신 후 법적 기한 초과 무 답신 업체 : 총 5개사 중 대표 2개사
타사의 당사 제품 : 당사의 특허 침해업체 2개사는 KCS인증 획득 후 당사특허 침해 제품 판매 진행 中

통일엘이디방폭전기

S 전기

Y 전기

홈페이지

www.tiledex.co.kr

www.samik21.co.kr/

www.ywlt.co.kr

방폭안전등급,
방수/방진등급

Ex d ⅡC T6 IP66
Ex tD A21

Ex d ⅡC T6 IP66
Ex tD A21

Ex tD A21 IP66

소비전력

50W~250W

100 ~200W

150, 180, 200W

발명특허
(종류)

2013년 6월
(엘이디 내압방폭등 특허)

없음

없음

무게

8.5kg(100W) / 14.5kg(250W)

미상

10.5kg / 25kg

특허 침해 참조

당사특허 및 디자인
등록권리범위침해제품

1) 발명특허 및 디자인등록 보유
2) KCS인증 획득시기 : 2013년 5월
3) 출처 : 특허청

1) 특허 및 디자인권리 미 보유
2) KCS인증획득시기: 2015년 6월
3) 출처 : 특허법 제 225조 및 231조

특허 및 디자인 등록권
리범위 침해 제품

1 )특허 및 디자인권리 미 보유
2) KCS인증획득시기 2014년 4월
3) 출처 : 특허법 제 225조 및 231조

특허 및 디자인
권리범위침해 제품
YEW 000-150W ~200W

SEBP CELL
SERIES100W ~
2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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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LED 내압방폭등 특허 핵심 권리범위 ( 1 ) 80’, 90 침해 및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침해 업체 통고문 : S 방폭전기 – 2014년 8월 8일 발송
침해 범위 : 당사의 특허 핵심기술 ( 1 ) 3열 내압일체화 몰드 기술 IEC60097-01 (“d”)의 Ex d IIC 표준 규격 및 파생 IEC61241 & 60529 IP6X 표준규격

* 출처 : 각 사 기구 물 구조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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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LED 내압방폭등 특허 핵심 권리범위 ( 1 ) 80’, 90 침해 디자인등록 권리 범위 침해업체 통고문 : Y 라이팅 - 2015년 6월22일 발송
침해 범위 : IEC60079-01 IIC (“d”)의 당사3열 내압일체화 몰드 방식 내압 기술과 파생 IEC 61241 & 60529 IP 6X표준 규격
* 출처 : 각 사 기구 물 구조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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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1차 통고문에 대한 Y 라이팅 및 S전기는 당사의 특허 권리범위 IEC EX d IIC 표준규격 내압 방폭구조 (“d”)
3열 내압일체화 몰드방식( 80’ - 렌즈커버 , 91- 6열 지지대 ) 침해와 디자인 등록 권리 범위 침해 에 관한 당사의 2차 통고문 제 2015.06.22 발송

2016년 04월 현재 까지 무 답신 및 제조 판매 중

133

가스 , 증기 & 분진 , 폭발 위험 산업 환경에 설치되는 방폭등
출처 : 천안 아산 호서 대학교 LNG가스 인화 폭발 시험 중 인사 사고 사례

134

분진, 질소 & 황산화 산화물에 의한 폭발 분진 운의 폭발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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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 모방의 난이도

고용노동부 제 2010-36호 : 내압방폭구조- IEC 60079-01 EX d ⅡC 표준규격
내압방폭구조 (“d”) : 가스 및 증기 / IEC 60529 IP6X 방진 및 방수 / IEC61241-1 분진

KSC IEC 60079 - 01 EX d IIC 국제표준규격 ( “d” )
전기기기의 그룹 (II) 대상이 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기호
(A ,B, C) - C등급은 폭발성이 가장 위험한 4개 GAS 그룹.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안전인증 시험목록 : KCS 방폭안전인증
내압, 분진방폭 구조 : 가스,증기 및 분진 폭발환경 대응 30가지 세부시험항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내압방폭구조
분진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전산관류
전기기계•기구
전선관류

세부 시험 항목별

품명

종 류

공통사항

방폭
구조
전기계
•기구

내압방폭구조

분진방폭구조

1. 구조검사
2. 충격시험
3. 낙하시험
4. 분진시험 - tD
5. 살수시험 – IP6X
6. 내열시힘 - Chamber Test
7. 내한시험
8. 온도시험 – 용기표면온도 T
9. 인장시험
10. 열충격시험
11. 토크시험 – Drill Rpm
12. 절연저항시험
13. 소형부품발화시험
14. 내광시험
15. 내화학시험
16. 접지연속성시험
17. 정전기대전시험
18. 정전용량측정시험
19. 노화경도(IRHD)시험
20. 케이블글랜드조임력시험
21. 내전압시험
22. 트래킹시험
1. 수압시험 - MPS
2. 화염침식시험
3. 난연성시험
4. 케이블글랜드밀봉시험 – 나사산 틈
5. 케이블글랜드기계적강도시험
6. 폭발인화시험 - Gas
7. 폭발강도시험
1. 열주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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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EX d IIC 수압 테스트 : IEC 60079 - 01 – 15Kg/s :
출처 – 천안 아산 호서대학교 -포스코와 당사 협약 (NDA) 기술이전과 관련 KCS 방폭안전인증 서면심사 예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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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의무안전성능 내압방폭등 구조의 당사의 방폭 안전인증
“X” 기호 : 특수 안전 조건 명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IEC 60079 -1-1 표준규격 틈 차
IEC EX d IIC 최대 허용 틈 차 0.5mm이하 VS EX d IIB 0.9mm이하

수압 테스트 ( IP6X규격 65 / 66 )
당사 IEC 60529IP6X 표준규격의 IP66 인증

IEC 60079 -01 표준규격 수압테스트
EX d IIC - 15KG/S - 테스트시료 : 수소 VS EX d IIB - 10Kg/S - 테스트시료 : 에틸렌

IEC60079-01 인화 , 폭파 강도 시험 테스트 시료
EX d IIC - 수소 VS EX d IIB - 에틸렌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3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6 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기준의 온도

<표 2> 그룹 II 전기기기에 대한 최고표면온도의 분류
148

분진 폭발 위험장소 범위와 가스 폭발 환경의 유사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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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 위험장소 IEC 61241-1
방진 ,분진 방폭 구조 tD A 20, 21종 & 22종

150

IEC 61241-01 ( 분진 ) 규격 폭발위험장소 구분
(분진입자 mesh- 망 간격 치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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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 공장실사 및 제품 안전인증을 확인 후 적합 시 갱신
KORAS 시험 인정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인증
확인 통지서 (공인시험 성적서로 대체)-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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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2

기술사업역량의 기술개발 축적 과정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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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타사 대비
핵심기술1):국내최초,유일의 엘이디내압방폭등 3열내압일체화몰드 특허기술IEC6007901EXd IIC국제 방폭 안전표준규격(“d”) 및 4열 방사상 4횡렬 크로스커팅 핀, 휜 히트 싱크
방열 기술
개요 / 국내 최초 최고 방폭 안전인증 KCS EX d IIC T6 IP66 EX d tDA21 MAX250W 가스 1,2종 및 분진폭발환경A21에 설치가능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및 제230조 1항 의무 설치 조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본 특허 기술은 3열 내압일체화 몰드방식의 엘이디방폭등의 특허 신기술로서 국제방폭안전기 IEC
표준규격에 준하여 나사식 결합방식으로 용기접합면의 간극량, 간극깊이방식으로 수압을 초당
12.5kg을 견디며 인화폭파시료는 수소이며 용기 최고 표면온도는 당사6건 KCS인증 모두 상온
85도를 넘지 않으며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를 대상으로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는 틈차가
0.5mm 이하의 IEC EX d IIC로서의 조립방식입니다.
프론트커버의 유리커버 (90)는 수압 및 폭발압력을 견디는 최적두께의 프론트커버와 프론트커버
의 6열지지대(91)를 배치한 후에 이어서 강화유리(80)를 몰딩고정후 유리지지용 브라켓(80‘)을
체결하여 프론트커버의 일체화를 마친 후에 ‘프론트커버’ 바깥쪽 나사산과 본체(50) 안쪽 나사산
과 ‘프론트커버’ 바깥쪽의 나사산을 KCS의 공차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조임장치 줄눈 (93)을 압착
절연기구로 돌려서 2차로 본체(50)와 완벽 밀봉 체결 하여 EX d IIC T6 IP66 EX d tD A21
MAX250W의 신제품을 구현 하였다.
이는 인용발명의 대상인 동부라이텍의 2열나사산몰드방식의 저방폭안전등급과 최대 소비전력
75W와 남북의 고중량 25Kg-132W 저 방폭안전등급 및 저 소비전력과 당사의 제품과 대비시 당
사의 국내 최초의 , 최고의 방폭안전등급과 최대 소비전력 250W 및 초경량화 (소비전력대비)
14.5Kg는 동종 타사대비 절대 기술우위의 기술경쟁력과 시장경쟁력으로서 현재 국내에서의 당사
의 본제품의 지위는 독보적이라 할수 있다.

기존기술과의 구조 비교 : 이에 반해 동부의 경우 EX d IIB는 수압은 초당 10kg, 인화폭파시료는에틸렌, IEC 표준 최대허용 틈차- 0.9mm이하, 최고용기표면온도는 100도의 2열나사산 방폭 구
조로서 당사와는 다른 후론트커버와 본체가 직접 체결되고 안정기의 일체형으로 용기 표면의 방열
의 문제로 램프의 단수명은 물론이고 단순 체결로인한 내압설계의 문제로 가스폭발 1종 및 분진 tD
A21폭발에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당사는 이를 개선 및 개량을 하여 발명 특허를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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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이후 (주)통일 국내 최초 EX d IIC IP66 EX d tD A21 3열 내압 일체화 몰드 특허 개발기술
IEC 60079-01 EX d IIC 표준규격 내압방폭구조 (“d”) / 파생 규격 IEC 61241-1 (분진) / IEC 60529 IP6X (방진 & 방수)
특허권리범위 - 80’ , 90 , 91 , 92 & 93 – 출처 : 특허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 D360mm – 100W이상 ~ MAX 250W ) – 핵심 기술 ( 1 )

▼ 특허권리범위 : 4, 5, 8 ,9 &10 ( 5개업 체 침해 )

6열 지지대 91- 수압 (15Kg / S 인화
& 폭파대응 테스트시료 : 수소

4횡렬 크로스커팅 히트싱크 방열 기술
-본체(메인바디) 50
온도시험 – 용기최고표면온도 T6 ( 85도 이하 )

▼ 용기내 쇼트+스파크로 인한 화염
내부 일주와 외부 전파 차단
유리커버 (프론트커버)
90 – 수압,인화 & 폭파 대응

 1 - 20 : 마운팅 박스
 2 - 50 : 본체 (메인바디)
줄눈 93
– 케이블 글랜드 밀봉

 3 - 70 : 반사판
 4 - 80' : 유리 지지용 브라켓 (렌
즈커버)
 5 - 91 : 6열 지지대
유리 지지용 브라켓 (렌즈커버) 80’
수압인화 & 폭파 대응

 6 - 60 : LED 모듈
 7 - 80 : 강화유리

강화유리 80 IIC - 두께
: 15mm / IIB – 10mm미만

▼전면

▼후면

 8 - 90 : 유리커버 (프론트커버)
 9 - 92 : 나사산
 10 - 93 : 줄눈

나사산 92 - 케이블글랜드 밀봉
최대 허용틈차 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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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발명특허 인용 관련 업체 VS 동부 & 남북 대비
핵심기술 ( 1 ) 국내 최초 3열 내압일체화 몰드 : 특허기술
IEC 60079 - 01 EX d IIC - (“d”) 내압 표준 규격

㈜통일의 - 동부 및 남북의 기존 기술 개량, 개선 신기술 제품

당사의 특허개발기술의 개선 및 개량 점 : 동종 양사의 분진폭발환경 설치불가
동부는 가스폭발환경1종 설치불가와 완벽 방수 불가와 무게 10Kg –저 소비전력75W 개선
개량하였고, 남북의 경우는 고중량 25Kg 대비 저 소비전력 135W , 당사는 14.5Kg-250W
IEC EX d IIC T6 IP66 EX d tD A21 : 60 ~ 250W 제품을 가스1종,분진 A21 및 완벽 방진,
방수 제품을 풀라인업 하여 기존 양사 제품의 방폭등으로써의 부족한 불안전성을 당사의
탁월한 진보성으로 개선, 개량하여 실용화 및 대중화에 성공

통일방폭전기
LED방폭등 전문기업
- 최대 250W 高소비전력
- 8.5kg/14.5kg 경량화
- 방폭인증 : ⅡC T6

동부라이텍

남북전기

대기업 동부그룹 산하
- 75 W

방폭등 전문기업
- 130 W

- 10.5 kg
- 방폭인증: ⅡB T6

- 25 kg
- 방폭인증: ⅡC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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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엠과 동부라이텍 협업시의 모델 / 코넥스 제공
(2010년 9월 ~ 2012년 .12월) 엘이디내압방폭등 R&D개발과정

▲ 4방사상 4횡렬 크로스커팅
퓐, 휜 ,히트 싱크 방식 방열구조

㈜와이엠 : 2011년 하반기 모델
㈜와이엠 EX d MAX 132W VS 동부라이텍 EX d MAX75W

▲ 3열 내압일체화 몰딩 방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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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부라이텍 협업 시 제품
( Ex d IIB +H2 T5 100 ~ 130 W) – 출처 : ㈜ YM

2011년 당시 수출 인보이스 : 2열 내압 기술 & 4횡렬 방열 기술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및 인지도 : 브라질 코넥스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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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폭등 인지도 및 경제성 1위 명품 브랜드 TIEX
방폭등 최초 , 최고 방폭안전 등급 LED내압방폭등

조달 우수 제품 지정
가스, 증기 1,2종 & 분진 1,2종 폭발 환경 설치 : 80,100,120,150,200 & 250W
방폭등 최초, Ktl 방폭 성능 인증 K-Mark 신인도 장수명 검증
2016 결산 대한민국 Best 신상품 大賞 선정
EX d IIC T6 IP66 tD A21 MAX250W

방폭등 최초, KSA3011- Ktl 기반의 작업 면 표시 조명
사용 전력 대비 초 경량 다양한 설치방법

미래 신 성장성 친환경 녹색 신인도 기술 신상품 60W ~ 250W
방폭등 최초, 포항제철소 납품 & 특허청 : 우수발명특허 제품 선정
본 제품은 미래 신 성장성 친환경 녹색 기술 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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