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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0902호 (2008.12.11)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421호 (2014. 9. 3)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383호(2015. 9. 23)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00호(2021.00.00)

부 칙(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00호(2021.0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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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LED modules for general lighting - Safety specifications

 이 안전기준은 2018년 제2.0판으로 발행된 IEC 62031, LED Modules for General Lighting - Safety 

Specification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안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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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2부: 범용 복권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Safety of power transformers, power supplies, reactors and similar products

Part 2-2: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ests for control transformers and power 
supplies incorporating control transformer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발광다이오드(LED) 모듈류에 대한 다음의 일반 요구사항과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 또는 일정한 전력에서 동작하는 비일체형 LED 모듈(LEDni 모듈) 및 반

일체형 LED 모듈(LEDsi 모듈)

• 250 V 이하의 직류 전원 또는 1 000 V(50 Hz 또는 60 Hz) 이하의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컨버터 

일체형 LED 모듈(LEDi 모듈)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LED 모듈은 일체형, 내장형 또는 독립형일 수 있다.

이 표준은 LED 램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고  LED 모듈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은 KS C IEC 62717에 규정되어 있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을 적용한다.

KS C IEC 61032:1997, 외함에 의한 인체 및 장치 보호 — 검증용 프로브 

KS M ISO 4046-4:2016,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4부: 종이 및 판지의 등급과 

가공 제품

IEC 60598-1:2014, Luminair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

IEC 60598-1:2014/AMD1:2017

비고  IEC 60598-1:2014에 대응되는 KS는 2020년도에 고시된 KS C IEC 60598-1이다.

IEC 61347-1:2015, Lamp controlgear — Part 1: General and safety requirements

IEC 61347-1:2015/AMD1:2017

비고  IEC 61347-1:2015에 대응되는 KS는 2020년도에 고시된 KS C IEC 61347-1이다.

IEC 62471:2006, Photobiological safety of lamps and lamp systems

비고  IEC 62471:2006에 대응되는 KS는 2008년도에 고시된 KS C IEC 62471이다.

IEC 62504, General lighting — Light emitting diode (LED) products and related equipment — 

Terms and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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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TR 62778:2014, Application of IEC 62471 for the assessment of blue light hazard to light 

sources and luminaires

ISO 7089:2000, Plain washers — Normal series — Product grade A 

비고  ISO 7089:2000에 대응되는 KS는 2005년도에 고시된 KS B ISO 7089이다.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IEC 62504에 규정된 용어와 정의 및 다음을 적용한다.

ISO 및 IEC는 다음의 온라인 사이트 주소에서 표준화에 사용되는 용어적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 IEC Electropedia: http://www.electropedia.org/

• ISO 온라인 검색 플랫폼: http://www.iso.org/obp

3.1 

광방사의 자외선 위해도(ultraviolet hazard efficacy of luminous radiation)

KS,v

자외선 위해 양을 측광량으로 나눈 값

비고 1  광방사의 자외선 위해도는 mW/klm으로 표시된다.

비고 2  광방사의 자외선 위해도는 램프 또는 LED 모듈의 분광 분포를 UV 장해 함수 SUV(l)로 측정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관련된 UV 위해 함수에 관한 정보는 IEC 62471:2006에 주어진다. 

인간에게 방사되는 UV의 위험성만 다루고 있다. 기계적 손상 혹은 변색과 같이 물체에 미치

는 광학적 방사의 영향은 다루지 않는다. 

        

3.2 

교체 가능한 LED 모듈(replaceable LED module)

일반인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체하도록 설계된 LED 모듈

비고 등기구 안에 결합 시, 등기구 설계에 따라 교체 가능한 LED 모듈은 교체 가능, 사용자 교체 

불가능 또는 교체 불가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3.3

교체 불가능한 LED 모듈(non-replaceable LED module)

등기구의 교체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설계된 LED 모듈

비고 1  일체형 LED 모듈은 항시 교체 불가능하다. 교체 불가능한 LED 모듈은 항상 일체형 LED 모

듈은 아니다.

비고 2  교체 불가능한 것은 등기구 설계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3.4

사용자 교체 불가능 LED 모듈(non-user replaceable LED module)

제조사, 서비스 대리인 또는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체하도록 설계된 LED 모듈

비고 등기구 안에 결합 시, 등기구 설계에 따라 사용자 교체 불가능 LED 모듈은 교체 불가능한 것

으로 분류될 수 있다.

http://www.electropedia.org/
http://www.iso.org/o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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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자(terminal)

LED 모듈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부 도체에 연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LED 모듈의 도전부

[출처: IEC 60050-151:2001, 151.12.12, 수정 – “장치, 전기회로 또는 전기회로망”은 “LED 모듈”

로 변경되었으며, 비고는 삭제되었다.]

3.6 

일체형 단자(integral terminal)

LED 모듈의 교체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형성되고 LED 모듈과 분리하여 시험할 수 없는 단자

[출처: IEC 60598-1:2014, 1.2.58, 수정 – “부품”은 “단자”로, “등기구”는 “LED 모듈”로 변경되었

다.]

4 일반 요구사항

4.1 LED 모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제조자의 지침 참조) 사용자 또는 주위 환경에 손

상을 가하지 않고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비고  IEC 61347-1:2015의 부속서 S는 LED 모듈에 적합한 절연 협조 예시를 보여준다.

4.2 LED 모듈은 설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내장형

— 독립형, 또는

— 일체형

4.3 비일체형 LED 모듈 및 반일체형 LED 모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전기적 측정은 제

조자가 규정한 허용범위 내 온도의 무풍실 안에서, 전압 범위(최소/최대), 전류 범위(최소/최대) 또는 

전력 범위(최소/최대)와 최소 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조자가 가장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

는 한, 전압/전류/전력과 온도의 모든 조합(최소/최대)을 시험해야 한다.

4.4 일체형 LED 모듈의 경우, 전기적 측정은 정격 공급 전압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4.5 자체 외함이 없는 일체형 LED 모듈은 IEC 60598-1:2014의 0.5.1에서 정의한 등기구의 일체형 

주요 부품으로 간주한다. 

4.6 독립형 LED 모듈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이어 IEC 60598-1:2014 및 IEC 60598-1:2014/ 

AMD1:2017에 적합하여야 한다.

  

4.7 LED 모듈이 공장에서 밀봉된 장치인 경우, 시험을 위해 LED 모듈을 개봉하지 않아야 한다. 

LED 모듈 검사와 회로도 검사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 또는 책임공급자의 동의하에 고장조

건 모의시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LED 모듈이 제출되어야 한다. 

4.8 SELV를 제공하는 일체형 구동장치를 갖는 LED 모듈은 IEC 61347-1:2015와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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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7-1:2015/ AMD1:2017의 L.5, L.6, L.7, L.8, L.9, L.10, L.11을 적용한다.

5 일반 시험 요구사항

5.1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 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의 허용오차와 요구사항은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 시험 시료의 시험

과 관련된 것이다. 

생산품 적합 여부는 제조자의 책임이며, 형식 시험 외에 정기 시험과 품질 보증이 필요할 수 있다.

5.2 시험은 10 ℃ ∼ 30 ℃의 주위 온도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조자가 다른 주위 온도를 규정할 경

우, 이는 시험 온도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5.3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시험은 형식 시험을 위해 제출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료로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험은 LED 모듈의 형식별로 실시하거나 또는 유사한 LED 모듈이 포함된 경우 해

당 범위의 각 전력 또는 제조자와 합의한 범위 내의 대표전력에서 실시한다.

5.4 광 출력이 상당히 변한다면 그 LED 모듈은 추가 시험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일반적으로, 50 %의 값은 그 LED 모듈의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한다.

5.5 자체 외함이 없는 일체형 LED 모듈의 시험은 적용 가능한 등기구의 일부로 수행해야 한다.

6 표시

6.1 개요

6.2, 6.3, 6.4, 6.5, 6.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표 1은 정보를 위한 개요를 나타낸다.

표 1 — 표시사항 제공사항의 개요

6.2에 

따른 항목
내장형 LED 모듈 독립형 LED 모듈 일체형 LED 모듈

a) 요구됨

— LED 모듈

요구됨

— LED 모듈

요구됨

—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b) 요구됨

— LED 모듈

요구됨

— LED 모듈

요구됨

—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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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c)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요구됨

— LED 모듈

요구됨

—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d)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요구됨

—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e) 필요한 경우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필요한 경우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요구됨

—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f)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요구됨

— LED 모듈

요구됨

—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g) Ethr일 경우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Ethr일 경우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요구됨

—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h)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 —

i) 동봉되어 있을 

경우(capped)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 —

j) 동봉되어 있을 

경우(capped)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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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내장형 및 독립형 LED 모듈의 표시 항목

내장형 및 독립형 LED 모듈에 대한 아래의 표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a) 원산지 표시(상표, 제조자명 또는 공급자명)

b) 제조자의 모델번호 또는 형식 참조

c) 다음과 같은 정격 공급 전압 또는 정격 공급 전류:

1) LED 모듈이 안정적인 전압을 필요로 할 시, 공급 주파수와 함께 정격 공급 전압 혹은 정격 공

급 전압 범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정격 공급 전류의 표시는 선택사항이다.

2) LED 모듈이 안정적인 전류를 필요로 할 시, 공급 주파수와 함께 정격 공급 전류 혹은 전류 범

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정격 공급 전압의 표시는 선택사항이다.

d) 정격 전력

e)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해야 한다.

f) 정격 최대 온도 값 tc. 이 값이 LED 모듈 특정한 곳과 관련된 경우, 이곳을 표시하거나 제조자의 

문서에 규정해야 한다.

g) IEC TR 62778:2014를 따르는 청색광 위해 평가 결과가 위험군 분류 RG0 혹은 RG1에 해당될 

시, 광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표시사항은 요구되지 않는다. IEC TR 62778:2014를 따르는 청색

광 위해 측정 결과가 임계 조도 값 Ethr에 해당될 시, Ethr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h) 내장형 LED 모듈은 독립형 LED 모듈과 분류하기 위해 그림 1의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k) 요구됨

—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 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사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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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EC 60417-6053 (2011-05)

그림 1 — 내장형 LED 모듈 기호

i) 열 전달 온도 td (LED 모듈이 도구 없이 삽입과 분리 가능하게 하는 캡과 함께 제공될 경우 및 

등기구로 열전도가 용이할 경우).

j) 열전도력 Pd (LED 모듈이 도구 없이 삽입과 분리 가능하게 하는 캡과 함께 제공될 경우 및 등기

구로 열전도가 용이할 경우). Pd가 모호할 경우, LED 모듈의 정격전력으로 대체 가능하다.

k) 동작 전압에서 LED 모듈의 충전부와 등기구의 절연 장벽(insulation barrier)으로 설계된 LED 모

듈의 부품 사이의 절연은 절연 종류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절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SELV 동작만을 위한 기초 절연

• SELV 및 기타 SELV 동작을 위한 기초 절연

• 부가 절연

• 이중 또는 강화 절연

• 비절연(이러할 경우 동작 전압은 0 V이다).

등기구의 절연 장벽으로 설계된 LED 모듈의 부품은 LED 모듈의 충전부와 다음 사항의 사이에 있

는 절연 장벽을 포함한다.

• LED 모듈의 장착 표면

• 등기구 내 장착 시 만질 수 있도록 설계된 LED 모듈의 부품

이 정보는 독립형 LED 모듈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6.3 내장형 LED 모듈의 표시 위치

내장형 LED 모듈의 경우, 6.2의 a) 및 b)를 LED 모듈에 표시해야 한다. 6.2에 따른 그 외 적용 가

능한 항목들은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자 혹은 책임 있는 판

매자의 온라인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6.4 독립형 LED 모듈의 표시 위치

독립형 LED 모듈의 경우, 6.2의 a), b), c) 및 f)를 LED 모듈에 표시해야 한다. 6.2에 따른 그 외 

적용 가능한 항목들은 LED 모듈, LED 모듈 데이터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자 혹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6.5 일체형 LED 모듈의 표시 위치

일체형 LED 모듈의 경우, 6.2의 a) ~ g)는 LED 모듈 데이터시트, LED 모듈 리플릿 또는 제조자 혹

은 책임 있는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6.6 표시의 내구성과 가독성

LED 모듈에 있는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그리고 물을 적신 천 조각으로 15 s 동안 손으로 그 부분을 가볍게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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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 표시를 지워 보아 판정한다.

시험 후에도 표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LED 모듈에 있지 않는 표시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판정한다.

7 단자

7.1 일체형 단자

일체형 단자는 IEC 60598-1:2014 및 IEC 60598-1:2014/AMD1:2017의 해당 절에 적합해야 한다.

• 나사 단자의 경우, 14절

• 나사 없는 단자의 경우, 15절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 및 관련 시험으로 판정한다.

7.2 일체형 단자 외 기타 단자

일체형 단자 외 기타 단자는 해당 시 관련된 IEC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관련된 IEC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며 개별 등급이 표시된 단자는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에 만족해야 한다.

해당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 요소는 이 표준의 추가적인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요구되어야 한

다.

자체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단자는 단자 표준에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이 표준의 요구사항만을 만족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와 관련 시험으로 판정한다.

비고  단자 표준의 예: IEC 60947-7-4 및 KS C IEC 60838-2-2

8 접지

IEC 61347-1:2015의 9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IEC 61347-1:2015 및 IEC 61347-1:2015/AMD1:2017의 10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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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습성 및 절연

IEC 61347-1:2015 및 IEC 61347-1:2015/AMD1:2017의 11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1 내전압

IEC 61347-1:2015의 12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2 고장 조건

12.1 일반사항

LED 모듈은 의도한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조건에서 동작할 때 안전성을 손상시키지 않아

야 한다. IEC 61347-1:2015 및 IEC 61347-1:2015/AMD1:2017의 14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적합 여부는 IEC 61347-1:2015과 IEC 61347-1:2015/AMD1:2017의 14절 및 12.2에 따른 시험으
로 확인한다.

12.2 과전력 조건

시험 조건은 부속서 A에 따른다.

LED 모듈에 전원을 인가하고 전력을 감시한다(입력 측에서). 정격 전력의 150 %에 도달할 때까지 

전압과 전류를 증가시킨다. 이 시험은 LED 모듈이 열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온도가 1 

h 내에 5 K 이상 변하지 않는다면 안정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tc점에서 온도를 측정한다. LED 모

듈은 최소한 15 min 동안 과전력 조건을 견디어야 한다. 온도 변화가 5 K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간

이 안정화 기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LED 모듈에 전력을 제한하는 자동 보호 장치 또는 회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한계에서 15 min 동

안 동작시킨다. 이 장치나 회로가 이 기간에 전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적합성(4.1과 12.2의 마지

막 문단)을 충족한다면 이 모듈은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전력 모드가 종료된 후 열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LED 모듈을 통상 조건에서 동작시킨다.

이 시험의 목적을 위해 “동작된”은 LED 모듈 정격 입력 전류 또는 정격 입력 전압으로 공급되는 것

을 의미한다. LED 모듈이 발광하지 않아도 된다.

발화, 연기, 가연성 기체가 생기지 않고 15 min 동안의 과전력 조건을 견디었다면 시험은 통과한 것

으로 간주한다. 용융 물질이 안전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LED 모듈 아래에 펼쳐 

놓은 KS M ISO 4046-4:2016의 4.215에 따른 포장용 박엽지(wrapping tissue)는 점화되지 않아야 

한다.

13 생산 중 적합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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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를 참조한다.

14 구조

IEC 61347-1:2015의 15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15 연면 거리와 공간 거리

IEC 61347-1:2015 및 IEC 61347-1:2015/AMD1:2017의 16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16 나사, 도전부 및 접속부 

IEC 61347-1:2015의 17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17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IEC 61347-1:2015의 18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18 내부식성

IEC 60598-1:2014의 4.18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19 등기구 설계에 대한 정보

부속서 C를 따른다.

20 열 관리

20.1 일반사항

20절은 온도를 정격 최대 온도 tc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등기구에 대한 열전도 열적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비사용자 교체 가능한 LED 모듈을 제외한 교체 가능한 LED 모듈에 

적용 가능하다.

20.2 열적 인터페이스 물질

LED 모듈로부터 등기구로의 열 전달을 위해서 열적 인터페이스 물질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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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패키지와 함께 열적 인터페이스 물질이 제공되어야 한다.

20.3 열 보호

LED 모듈은 열악한 열적 전도 조건에서 동작할 때 안전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적합 여부는 부속서 D의 시험으로 확인한다.

21 광생물학적 안전성

21.1 UV 방사

LED 모듈의 광방사의 자외선 위해는 2 mW/kl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적합 여부는 IEC 62471:2006의 5절에 따른 분광 전력 분포 및 광방사의 자외선 위해 효율에 관한 
후속 계산으로 확인한다.

UV 방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LED 모듈은 허용된 광방사의 자외선 위해의 최댓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21.2 청색광 위해

청색광 위해 측정을 위해 IEC TR 62778:2014을 적용한다. 이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는 인용

표준으로 간주한다.

비고 IEC TR 62778:2014의 C.2는 전체 분광 데이터 사용이 불가한 LED 모듈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21.3 적외선 방사

LED 모듈은 표시사항 혹은 그 외 안전 측정이 요구되는 적외선 방사 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기대

하며, 측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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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규정)

시험 조건

IEC 61347-1:2015의 H.1, H.2, H.4, H.7, H.8, H.11을 적용한다. H.1.3에서 첫 문단은 무시한다. 

모든 항에서 “램프”, “(램프) 구동장치” 및 “안정기”를 “LED 모듈”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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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참고)

생산 중 적합성 시험

이 시험은 생산이 100 % 완료되었을 때 실시한다. 정격 전압/전류에서 입력 전력 측정값과 결합한

다. LED 모듈의 광속은 생산품 나머지의 것보다 현저하게 더 낮지 않아야 한다.

비고  매우 낮은 광속값은 안전에 관련될 수 있는 내부 손실(전류 브리지 등)을 의미한다.

독립형 및 내장형 LED 모듈의 경우는 IEC 60598-1:2014의 부속서 Q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극성 검

사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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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

(참고)

등기구 설계에 대한 정보

C.1 열 관리

C.1.1 일반사항

C.1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등기구의 열전도에 의존하는 LED 모듈에 적용한다:

부속서 C는 LED 모듈에 특정된 온도 적합성과 관련된 규정을 다룬다.

비고 비호환성으로 인해 일체형 LED 모듈은 제외한다. 독립형 LED 모듈은 등기구와 유사하며, 보

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램프홀더를 사용하는 등기구로부터 파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열 관리를 제공하므로 이 부속서에서 제외된다. 내장형 LED 모듈만 부속서 C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LED 모듈의 안전한 동작을 위해서 부속서 C의 권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C.1.2 설계 자율성

온도 측정(ta,tc, td, tj, tl) 및 열 저항(Rth, 모듈, Rth, 등기구 및 Rth, 주위온도) 위치가 있는 등기구에 램프홀더

로 고정된 LED 모듈의 단면적 도식은 그림 C.1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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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

파란색 LED 모듈

노란색 램프 홀더

연파란색 기호화된 냉각 핀(fin)을 갖는 등기구

ta IEC 60598-1:2014에서 정의된 등기구의 정격 최대 주위온도

tc 정격 최대 온도

td 최소 열 전달 온도

tj 접합 온도(그림에서만 표시)

tl 등기구 표면 온도(그림에서만 표시)

Rth, 모듈 tc점과 td점 사이의 열 저항

Rth, 등기구 td점과 tl점 사이의 열 저항

Rth, 주위온도 tl과 주위온도 사이의 열 저항

그림 C.1 — 램프홀더에 의해 등기구에 고정된 LED 모듈의 개략적인 단면

그림 C.1에 표시된 열 저항은 시스템 열 저항으로 합산될 수 있다.

Rth, 모듈 + Rth, 등기구 + Rth, 주위온도 = Rth, 시스템 (C.1)

어떠한 열 저항도 온도차 및 열류량으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th, 시스템 = (tc–ta)/Pd (C.2)

Rth, 모듈 = (tc–td)/Pd (C.3)

등기구의 디자인 자율성은 Rth, 등기구 + Rth, 주위온도의 합으로 주어진다.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Rth, 등기구 + Rth, 주위온도 = (td–ta)/Pd (C.4)

C.1.3 등기구에서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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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 제조자에 의해 제공된 td와 Pd 캡의 기하학적 구조와 표면 특성 및 설계되는 등기구의 ta는 

LED 모듈의 외곽 표면 온도를 tc 이하로 유지하는 등기구를 설계하는데 충분하다. 적합성을 증명하

기 위해 등기구에서의 시험은 필요하다.

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려 중에 있다.

C.2 물 접촉

LED 모듈은 등기구가 IPX1 이상일 경우, 등기구는 직접적인 물 접촉(예, 분무 또는 튀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C.3 청색광 위해 측정

C.3.1 위험군 분류 RG0과 RG1의 LED 모듈

청색광 위해와 관련하여 IEC TR 62778:2014를 따르는 측정이 LED 모듈의 위험군 분류 RG0 혹은 

RG1에 해당될 시, 광학적 및 시야 거리와 무관하게, 이런 LED 모듈 한 개 이상이 함께 동작하는 등

기구는 청색광 위해와 관련하여 같은 위험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낮은 위험군 분류로 이어질 수 있는 등기구에 직접 IEC TR 62778:2014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등기구 제조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C.3.2 임계 조도 Ethr를 갖는 LED 모듈

IEC TR 62778:2014를 따르는 측정이 임계 조도 Ethr을 갖는 LED 모듈의 분류로 해당될 시, 이런 

LED 모듈 한 개 이상이 함께 동작하는 등기구는 같은 임계조도 Ethr을 갖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등기구의 광속분포로부터 임계 조도 값이 미치는 시야 거리는 IEC TR 62778:2014의 7.1을 따라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LED 모듈의 값보다 훨씬 더 큰 임계 조도 값 Ethr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기구에 직접 IEC TR 

62778:2014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제조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비고 광원이나 관련 소자를 제외하고, 렌즈나 반사판과 같은 광학적 수동 소자로 구동하는 등기구는 

Ethr을 바꿀 수 없다.

C.4 동작 전압

LED 모듈의 설계된 절연[6.2의 k) 참조]에 대한 최대 동작 전압을 초과하면 안 된다. 등기구 회로에

서 발생하는 최대 동작 전압 및 IEC 60598-1:2014와 IEC 60598-1:2014/AMD1:2017의 부속서 X에 

따른 등기구에 요구되는 절연 종류는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구동장치로부터의 최대 동작 전압 Uout은 보통 개방 회로에서 발생한다. 구동장치를 위한 관련 

정보는 IEC 61347-1:2015 및 IEC 61347-1:2015/AMD1:2017의 7.1의 u)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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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D

(규정)

비정상 온도 시험

D.1 시험 절차

D.1.1 D.2에 따른 시험 배치가 적용된다.

D.1.2 시료는 예열되고 7.5 h 동안 동작되거나 또는 보호 부품이 LED 모듈을 영구적으로 차단시킬 

때까지 동작되며, 둘 중 먼저 발생되는 것을 적용한다. 이때, 연결 부품 및 외함, 전기적 차단물 또

는절연 부품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부품의 표면 온도를 모니터링한다.

인쇄 회로 기판 또는 절연 포일(foil)의 기준 온도와 같은 절연 포일과 접촉하는 다른 부품의 가장 높

은 온도를 갖는 부위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D.1.3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시험 결과는 허용된다.

a) 포장용 박엽지(wrapping tissue)에 타는 부위가 없다.

b) KS C IEC 61032:1997의 그림 9에 따른 시험 프로브를 사용하는 IEC 61347-1:2015의 부속서 A

에 따라 전기적 충격의 위험으로 여겨지는 접촉을 허용하는 개구부가 없다.

c) 이 시험 후에 시료는 공급 전원 입력부와 접촉 가능한 금속부 간의 11절의 내전압 시험을 만족

한다.

d) LED 모듈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가스도 고주파 스파크 발생기로 시험하였을 경우 인화성이 없

다.

D.1.4 시험이 보호 부품 또는 자동적으로 복귀(reset)시키는 특성으로부터 방해될 경우, 시험은 부품 

또는 특성이 최소 10회 동안, 그러나 7.5 h 이상으로 동작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D.1.5 시험이 보호 부품 또는 수동적으로 복귀시키는 특성으로부터 방해될 경우(예: 버튼형 작동기 

또는 전원 공급 개폐), 보호기는 복귀되어야 하며 재시험되어야 한다. 시험은 부품 또는 특성이 최소 

10회 동안 동작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D.2 시험 배치

D.2.1 시험 배치는 그림 D.1을 따른다.

D.2.2 LED 모듈은 열적 인터페이스와 방열판 사이에 틈새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스페이서(spacer)

로 연결 장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가능할 경우, 스페이서는 열적 인터페이스 모서리에 최

대한 가깝게 설치한다. 스페이서는 ISO 7089:2000(치수 M5, 10 mm 지름, 1.0 mm 두께)에 따른 

견고한 플라스틱 와셔(washer)이어야 한다.

연결 장치는 방열판을 제공하거나 방열판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방열판은 와셔 없이 LED 모듈을 

삽입하고 5.2에 따르는 주위 온도 ta에서 열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정상 조건에서 동작될 때 tc 위

치에서 측정된 온도는 tc – 5 K 초과 및 tc 미만이어야 한다. 열적 안정화는 온도 변화 속도가 5 K/h 



KC 62031:2021

- 20 -

미만일 때 발생한다.

LED 모듈이 램프 홀더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에 M5 와셔가 두꺼울 경우, 다음으로 작은 치수(M4, 

M3.5, M3, M2.5, M2 및 M1.6)의 와셔를 차례대로 적용해야 한다. 이 중 LED 모듈이 램프 홀더에 

결합되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허용하는 가장 큰 와셔는 시험을 위한 스페이서로 사용해야 한다.

ISO 7089:2000에 따른 최소 치수의 와셔를 LED 모듈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삽입할 수 없는 경

우, 시험은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D.2.3 KS M ISO 4046-4:2016의 4.215에 따른 포장용 박엽지(wrapping tissue)는 시료 아래에 수

평으로 200 mm ± 5 mm로 펼쳐져야 한다.

그림 D.1 — 비정상 온도 시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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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 한국산업표준과 단일화의 취지

1. 개요

 이 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표준

인 한국산업표준(KS)을 최대한 인용하여 단일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이다. 

2. 배경 및 목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의 기준은 2000년부터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안전성 규격을 도입․인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또한 한국산업표준도 2000년부터 국제

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규격의 내용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중복인증이 발생하였으며,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의 단일화는 기업의 인증대상제품의 인증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

이며,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과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

산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였다.  

3. 단일화 방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동일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간단히 전기용품안전

기준으로 채택하면 되겠지만, 전기용품안전기준은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국내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기준을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변경함으로써 한국

산업표준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단일화 방향을 두 기준 모두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고자 한다.

 안전기준에서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개정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변경된 

기준은 별도의 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비교하여 한국산업표준의 최신판일 경우는 한국산업표준의 내

용을 기준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을 개정키로 하며, 이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구판은 병행

적용함으로서 그간의 인증받은 제품들이 개정기준에 맞추어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서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판번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최신판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그 내용을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신속하

게 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유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도 제정요청하고, 아울러 

필요시 국제표준에도 제안하여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한다. 

4. 향후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중복시험 항목을 없애고 단일화 함으로써 표준과 기준의 이원

화에 따른 중복인증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KS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

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증기구는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표준과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에 신속히 대응함으

로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인증에 애로사항을 감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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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조명기기 분야 전문위원회

 

원안작성협력 : 시험 인증기관 담당자 연구포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람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및 제품안전정

보센터(http://www.safety.korea.kr)를 이용하여 주시고, 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9)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안전기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  원  장)

 (위      원)

  

  

  

  

 (간      사)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강성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

  

  

http://www.kats.go.kr
http://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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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주소 : (우)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TEL : 043-870-5441~9 http://www.kats.go.kr

http://www.kats.go.kr

	(KC 62031) LED modules for general lighting – Safety specifications
	책갈피
	_Toc513638918
	_Toc193106982
	_Toc214247530
	_Toc432779563
	_Toc6480298
	_Toc6480458
	_Toc10625792
	_Toc10626144
	_Toc38626657
	_Toc193106983
	_Toc214247532
	_Toc432779565
	_Toc6480299
	_Toc6480459
	_Toc10625793
	_Toc10626145
	_Toc38626658
	_Toc432779566
	_Toc214247533
	_Toc10626146
	_Toc10625794
	_Toc6480460
	_Toc6480300
	_Toc10626147
	_Toc10625795
	_Toc6480461
	_Toc6480301
	_Toc193106984
	_Toc214247534
	_Toc432779567
	_Toc6480302
	_Toc6480462
	_Toc10625796
	_Toc10626148
	_Toc38626659
	_Toc193106985
	_Toc214247536
	_Toc432779569
	_Toc6480303
	_Toc6480463
	_Toc10625797
	_Toc10626149
	_Toc38626660
	_Toc193106986
	_Toc214247538
	_Toc432779571
	_Toc6480304
	_Toc6480464
	_Toc10625798
	_Toc10626150
	_Toc38626661
	_Toc193106987
	_Toc214247540
	_Toc432779573
	_Toc6480305
	_Toc6480465
	_Toc10625799
	_Toc10626151
	_Toc38626662
	_Toc432779574
	_Toc214247541
	_Toc10626152
	_Toc10625800
	_Toc6480466
	_Toc6480306
	_Toc10626153
	_Toc10625801
	_Toc6480467
	_Toc6480307
	_Toc513638919
	_Toc513638921
	_Toc38626664
	_Toc6480469
	_Toc6480309
	_Toc432779584
	_Toc214247551
	_Toc10626155
	_Toc10625803
	_Toc432779585
	_Toc214247552
	_Toc38626665
	_Toc10626156
	_Toc10625804
	_Toc6480470
	_Toc6480310
	_Toc38626666
	_Toc10626157
	_Toc10625805
	_Toc6480471
	_Toc6480311
	_Toc38626667
	_Toc10626158
	_Toc10625806
	_Toc6480472
	_Toc6480312
	_Toc432779586
	_Toc214247553
	_Toc432779587
	_Toc214247554
	_Toc38626668
	_Toc10626159
	_Toc10625807
	_Toc6480473
	_Toc6480313
	_Toc432779588
	_Toc214247555
	_Toc38626669
	_Toc10626160
	_Toc10625808
	_Toc6480474
	_Toc6480314
	_Toc38626670
	_Toc10626161
	_Toc10625809
	_Toc6480475
	_Toc6480315
	_Toc432779589
	_Toc214247556
	_Toc38626671
	_Toc10626162
	_Toc10625810
	_Toc6480476
	_Toc6480316
	_Toc38626673
	_Toc10626164
	_Toc10625812
	_Toc6480478
	_Toc6480318
	_Toc432779591
	_Toc214247558
	_Toc38626674
	_Toc10626165
	_Toc10625813
	_Toc6480479
	_Toc6480319
	_Toc432779592
	_Toc214247559
	_Toc38626675
	_Toc10626166
	_Toc10625814
	_Toc6480480
	_Toc6480320
	_Toc432779593
	_Toc214247560
	_Toc38626676
	_Toc10626167
	_Toc10625815
	_Toc6480481
	_Toc6480321
	_Toc432779594
	_Toc214247561
	_Toc38626677
	_Toc10626168
	_Toc10625816
	_Toc6480482
	_Toc6480322
	_Toc432779598
	_Toc214247565
	_Toc193106996
	_Toc38626679
	_Toc10626170
	_Toc10625818
	_Toc6480484
	_Toc6480324
	_Toc38626681
	_Toc10626172
	_Toc10625820
	_Toc6480486
	_Toc6480326
	_Toc432779599
	_Toc214247566
	_Toc193106997
	_Toc38626682
	_Toc10626173
	_Toc10625821
	_Toc6480487
	_Toc6480327
	_Toc38626683
	_Toc10626174
	_Toc10625822
	_Toc6480488
	_Toc38626684
	_Toc10626175
	_Toc10625823
	_Toc6480489
	_Toc6480329
	_Toc432779600
	_Toc214247567
	_Toc38626686
	_Toc10626177
	_Toc10625825
	_Toc6480491
	_Toc38626687
	_Toc10626178
	_Toc10625826
	_Toc6480492
	_Toc6480332
	_Toc10626179
	_Toc10625827
	_Toc6480493
	_Toc513638928
	_Toc38626693
	_Toc10626185
	_Toc10625834
	_Toc6480500
	_Toc6480340
	_Toc432779607
	_Toc214247574
	_Toc193107005
	_Toc38626694
	_Toc10626186
	_Toc10625835
	_Toc6480501
	_Toc6480341
	_Toc432779608
	_Toc214247575
	_Toc193107006
	_Toc38626695
	_Toc10626187
	_Toc432779609
	_Toc214247576
	_Toc193107007
	_Toc38626697
	_Toc10626189
	_Toc432779611
	_Toc214247578
	_Toc193107009
	_Toc432779612
	_Toc214247579
	_Toc193107010
	_Toc38626698
	_Toc38626699
	_Toc10626191
	_Toc432779613
	_Toc214247580
	_Toc193107011
	_Toc38626700
	_Toc432779614
	_Toc214247581
	_Toc193107012
	_Toc38626701
	_Toc10626193
	_Toc38626702
	_Toc10626194
	_Toc432779616
	_Toc38626703
	_Toc10626195
	_Toc10625844
	_Toc6480510
	_Toc6480350
	_Toc432779617
	_Toc38626704
	_Toc432779618
	_Toc10626196
	_Toc10625845
	_Toc6480511
	_Toc6480351
	_Toc6480352
	_Toc6480512
	_Toc10625846
	_Toc10626197
	_Toc38626705
	_Toc432779619
	_Toc10626198
	_Toc10625847
	_Toc6480513
	_Toc6480353
	_Toc38626706
	_Toc10626199
	_Toc432779621
	_Toc38626707
	_Toc10626200
	_Toc10625849
	_Toc6480515
	_Toc6480355
	_Toc432779622
	_Toc38626708
	_Toc10626201
	_Toc10625850
	_Toc6480516
	_Toc6480356
	_Toc432779623
	_Toc38626709
	_Toc10626202
	_Toc10625851
	_Toc6480517
	_Toc6480357
	_Toc432779624
	_Toc38626713
	_Toc10626206
	_Toc10625855
	_Toc6480521
	_Toc6480361
	_Toc38626714
	_Toc10626207
	_Toc10625856
	_Toc6480522
	_Toc6480362
	_Toc38626715
	_Toc10626208
	_Toc10625857
	_Toc6480523
	_Toc6480363
	_Toc38626716
	_Toc10626209
	_Toc10625858
	_Toc6480524
	_Toc6480364
	_Toc38626718
	_Toc10626211
	_Toc10625860
	_Toc6480526
	_Toc38626719
	_Toc10626212
	_Toc10625861
	_Toc6480527
	_Toc6480367
	_Toc38626720
	_Toc10626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