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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EL211에 따라 인증을 받은 LED 패키지 또는 모듈(이하, ‘광원’이라 한다.)을 사
용하여 LED 등기구(이하, ‘등기구’라 한다.)를 제작한 경우 등기구가 통상의 상태로 사용될
때 해당 광원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조건 범위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M701:2013

시험 방법 기준

EM701:2013

실사용 조건에서 LED 등기구 온도 측정 방법
In Situ Temperature Measurement Test for LED Luminaire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EL211에 따라 인증을 받은 LED 패키지 또는 모듈(이하, ‘광원’이라 한다.)을 사용
하여 LED 등기구(이하, ‘등기구’라 한다.)를 제작한 경우 등기구가 통상의 상태로 사용될 때
해당 광원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조건 범위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
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EL211, LED 광원 패키지 및 모듈
ANSI/UL 1598, Luminaires
ANSI/IES RP-16-10, Nomenclature and Definitions for Illuminating Engineering
IESNA LM-80-08, Approved Method: Measuring Lumen Maintenance of LED Light Sources
ASTM E230, Standard Specification and Temperature ― Electromotive Force (emf) Tables
for Standardized Thermocouples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LED 패키지
광학 소자와 열적‧기계적‧전기적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와이어 등 전기적 접속을 통
하여 하나 이상의 LED 다이(die)를 나열한 것
비고

전원 및 표준 베이스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전원에 직접 연결할 수 없다.

3.2 LED 모듈
광학 소자와 LED 드라이버에 연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열적‧기계적‧전기적 구성요소를 포함
할 수 있으며, 전기적 접속을 통하여 둘 이상의 LED 다이 또는 패키지를 인쇄회로기판 또
는 기타 기판에 나열한 것
비고

전원 및 표준 베이스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전원에 직접 연결할 수 없다.

3.3 광속유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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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또는 모듈 수명 내의 주어진 시간에서의 전광속을 초기 광속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
3.4 온도 측정점(TMPLED)
신청 제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에서 LED 접합부(junction) 온도를 간접 측정하기 위
하여 제조사가 기술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는 지점
3.5 측정점 온도(Ts)
온도 측정점(TMPLED)에서 측정한 온도
3.6 노출형 등기구
벽 또는 천장에 부착하거나 매다는 제품 또는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스탠딩 제품을 포함하
며, 하우징이 공기 중에 노출된 등기구
3.7 매입형 등기구
천장 또는 벽 속에 설치되거나 절연체와 직접 접촉하여 후미진 곳에 설치되는 등기구
3.8 열전대(thermocouple)
열기전력을 발생할 목적으로 2종류의 도체의 한 끝을 전기적으로 접속한 것

4 등기구 설치
4.1 일반적 설치 조건
시험은 등기구의 구조에 따라 가급적 실제 사용 조건에 근사한 방법으로 설치하여 실시한
다. 등기구 부착장치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ANSI/UL 1598의 시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그림 1

ANSI/UL 1598에 따른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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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등기구 구조에 따른 개별 설치 조건
등기구 구조에 따른 설치 조건의 세부 사항은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설치
조건이 명백히 제한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광원이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동작하는 상태로 설
치한다.
4.2.1 고정형 등기구(ceiling surface)
ANSI/UL 1598의 19.10과 19.11을 고려한다.
4.2.2 캐비닛 하단 부착형 등기구(under cabinet)
ANSI/UL 1598의 19.12를 고려한다.
4.2.3 벽 또는 천장에 매다는 등기구(ceiling pendant)
벽 또는 천장에서 10 cm 이상 떨어져 고정되는 제품은 별도의 설치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10 cm 이하로 고정되는 제품은 ANSI/UL 1598의 19.10을 고려한다.
4.2.4 비-절연체 매입형 등기구(non IC type)
ANSI/UL 1598의 19.13을 고려한다.
4.2.5 절연체 매입형 등기구(IC Type)
ANSI/UL 1598의 19.15를 고려한다.

5 등기구 설치 조건에서의 측정
5.1 측정 대상이 많은 경우의 사전 준비
다수의 광원이 사용되어 전체 광원에 대한 온도 측정이 곤란할 때 비접촉식 온도 측정 장치
로 측정 대상 광원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는 온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영상장치가 적합하며, 이 경우 측정 대상 광원은 온도가 높은 차례대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2 열전대 부착을 위한 지침
열전대는 측정 대상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가늘어야 한다. 열전대 허
용 오차는 ASTM E230의 표 1 ‘특수 허용 오차(Special Limits: ≤1.1 °C 또는 0.4 %)’에 부
합하여야 한다.
광원 제조자가 제시한 온도 측정점(TMPLED)에 온도 상승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열전
대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이러한 부착 방법으로는 고온 납땜, 전도성 접착(촉매, UV 또는
에폭시 접착) 또는 광원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다만, 테이프로 열전
대를 부착하는 방법은 충분한 열적 접촉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비고

견고한 부착이란 이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열전대가 온도 측정점(TMPLED)에 밀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열전대 이동을 방지하는 적절한 보조적 수단을 포함한다.

5.3 측정점 온도(Ts) 측정
5.2에 따라 온도 측정점(TMPLED)에 열전대를 부착하고 4에 따라 등기구를 설치한 조건에
서 통상의 상태로 등기구를 동작시킨 후 열적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측정점 온도(Ts)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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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위의 온도를 측정한다. 이 때 등기구에 인가하는 전압은 (220 ± 10 %) V의 범위 내에
서 가장 불리한 전압으로 한다. 다만, 정격 전압을 변화시켜도 광원에 인가되는 전압과 전
류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격 전압으로 측정할 수 있다.
5.4 전압 및 전류 측정
5.3의 측정 조건에서 각 광원에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다.

6 시험 결과 평가
5.2 및 5.3에 따른 온도와 전압 및 전류 측정 결과가 다음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등
기구가 광원에 대한 인증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비고

인증 조건과 다른 전압 및 전류로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광속유지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원 제조자의 기술적 자료를 제출받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a)

광원 주위의 온도와 측정점 온도(Ts)가 모두 EL211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제품의 인증
조건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

b)

광원에 인가되는 전압 및 전류가 모두 EL211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제품의 인증조건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

7 시험 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이 기준에 대한 언급
b) 시험 시료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제조자명, 모델명
- 적용한 광원에 대한 제품 설명서 및 IESNA LM-80-08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c) 설치 조건
d) 시험 방법
e) 시험 결과
f)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건이나 부가적으로 수행된 조건
g)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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