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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폭 구조 전기기계 · 기구 안전인증 시험목록 : KCS 방폭안전인증
내압, 분진 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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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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국내 방폭등 최초, 최고, KCS EX d IIC 1,2종 가스 설치 환경 방폭 안전 등급
적용기준 : KSC IE C 60079-01(“d”)
국내외 최초, 최고, KCS EX d IIC 가스 1종 성능 등급

■ 대상이 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기호
-「A」,「B」,「C」 또는 특정가스중의 하나를 그룹기호「I」또는「II」뒤에 기재한다.
- 전기기기를 특정한 가스에만 사용하고 특정 그룹의 전기기기에 사용하기
적합한경우, “IIB + H2"와 같이 그룹 다음에 “+” 기호를 넣고, 그다음에 화학공식
을 표기한다.- (주석)「C」등급은 폭발성이 가장 강하고 위험한 수소 이황화탄소 ,
카보나이트 등의 가스 들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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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증기 , 폭발 환경 : EX d IIC 1, 2종 가스 폭발 설치 환경
적용기준 : KSC IE C 60079-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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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국가기술표준원 가스,증기 폭발 위험장소 2종
KSC IEC-60079-10-1 폭발 성 가스 양 및 종류에 따라 위험장소를 분류(국가기술표준원 적용 기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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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KSC IEC 60529 IP6X 보호함 등급 ( 방진+방수) KSC IEC 61241-1 (분진 tD A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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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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국가 기술표준원 분진폭발 위험장소
KSC IEC 61241-1 폭발 성 분진 운 및 밀도에 따라 위험장소를 분류(국가기술표준원 적용규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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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 위험장소 KSC IEC 61241-1 적용 규격
방진 ,분진 방폭 구조 tD A 20, 21종 & 2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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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IEC 61241-1 IP6X - 방진 , 분진 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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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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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241-01 ( 분진 ) 규격 폭발위험장소 구분
(분진입자 mesh- 망 간격 치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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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 T-Cord)
제13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가스․증기 방폭 구조 인 전기기기의 일반 성능 기준의 온도

<표 2> 그룹 II 전기기기에 대한 최고표면온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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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LED내압방폭등은 기존 방폭 등의 대체 제품으로 국내에서 고(高)와트 급 LED 제품으로 KCS(한국) 5
건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국내 방폭 등 최초 조달청 우수물품 지정 과 또한 당사 80W 제품의 경우
동부라이텍 80W 대비 41% 이상의 광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형,경량화로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공장 , 정유공장, 가스 공장, 저장소 , 충전소, 보일러

남동발전㈜ 구매자재의 적용규격
EX d IIC T6 IP66 80W 대응

실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LED 방폭 등 기구입니다 .
절감효과 68% 이상 광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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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그룹 동부라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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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21 – 가스 및 분진
가능

EX d IIB + H2 T5 IP65 분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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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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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라이텍 80W대비 41% 이상 절대 시장경쟁력우위 기술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 통일대비 절대 열세

LED 250W 는 단가 대비 200%이상의 가격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총 광량 또한 제품을 범용 호한 가능하여 탁월한 가 성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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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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방폭등 : 국내 동종 업체 3개 업체 대비 : 탁월한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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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엘이디방폭전기

삼화 전기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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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사

방폭안전등급

Ex d ⅡC T6 IP66 tD A21

Ex d ⅡB T6 IP66

Ex d IIB+H2 T5 IP65

가스그룹분류

실내 외 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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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라이텍
단조로운 2열 나사산 결합 및 열 분산구조

단조로운 볼트 몰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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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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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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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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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엘이디방폭전기 기술 우위의 차별성
기술경쟁력 및 기술사업역량 VS 동종 타사 엘이디방폭등 상대 비교

구분

㈜통일엘이디방폭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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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