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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XEN- Kaiser+Xenon(Xe54)=Kaiser of Xenon Lamp

www.kaixenlighting.com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2016. 5. 2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고효율인증 제품에 채택된



회 사 소 개

1.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카이젠

대표이사 공학박사 丁 豊 起

설립연도 및 자본금 2008.06.11 자본금 4억(1998.04(유)오토라인 설립)

사업장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11(산업 1공단)

사원규모 관리 및 생산 36명(국내영업팀 300여명)

연락처 대표전화: 1600-9778 

홈페이지 / 관리메일 www.kaixenlighting.com / ucd@kaixenlighting.com

2. 생산 설비현황

UCD램프 제조라인 아르곤 상태하 초진공 크린룸 자동설비구축

자동제어시스템 생산 및 검수라인 자동시스템

램프연간 생산량 / 제품 200만개 이상가능-50/70/100/150/250/400W

UCD 안정기 및 생산량 200만개 이상가능-전자식 UCD전용 안정기

등기구 생산 40여종의 UCD전용 등기구제품 공급

검사장비 에이징머신/비젼램프자동검수기/항온항습기/적분구/광도측정기 등, 다수보유

A/S 순회점검 차량 A/S 고소차량 소유 및 전문 관리팀 전국 순회 정기점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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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인증서

특허 및 인증서(국내 및 국제 특허58종 취득)

UCD램프를 적용한
가로등

세라믹 아크튜브를
이용한 UCD

UCD 조명장치
50/70/100/150/250W용

KC-램프인증서
50/70/100/150/250W용

KC-안정기인증서
가로/보안/투광/터널등

고효율인증

국제특허
미국/러시아/멕시코, 등

국제상표등록
미국/일본/중국, 등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CE 안정기 인증서
CE-70/100/150/250W
(E27/E40)램프 인증서

신기술 산자부 장관상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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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D 램프 및 안정기 소개

4

UCD램프의 특장점 UCD안정기의 특장점

1. 초절전 고효율(110/Lm/W )
2. 즉시점등 및 듀얼램프 구조의 연속점등기능
3. 메탈제품의 대비 5배이상 장수명
4. 태양광의 8파장대 자연광(Ra-94)
5. 순간전압강하 내성기준(IEC61000-4-11기준만족)재점등없음

1. 듀얼램프 연속점등을 위한 기능의 지능형 전자식 안정기
2. 2중화 구조의 주(主)램프를 초기점등 및 재 즉시점등 가능
3. 램프와 안정기 간 6.5~10m 점등이 가능한 시스템
4. 동작회로 감시제어(ASIC) 및 보호, 차단 기능채택
5. 서지보호 및 과열 과부하시 자동 차단 지능형 안정기

EQL
50/70/100/150/250W

ECL
50/70/100/150/250W

센-8파장
45/65W(듀얼램프)

안정기
50/70/100/150/250W

E베이스타입
(E27/40-T38/46)

E베이스타입
(E27/40-T38/46)

램프+안정기 결합형
E27 / E40 터미널 블록형/와이어형:50/70W-점등거리6.5m 100/150/250W-점등거리10m)

UCD 램프와 안정기 특장점

초기점등 고전압 파형(25kV)

정상점등 전압 전류파형(85V) 초기점등- 예열-정상점등 3단계 동작 알고리즘

1. 1개의 램프에 발광부 A와 B로 구성되어 1차 A발광부만 점등되는 구조
2. 재점등시 2차 B램프가 점등되는 구조

A B



구분
메탈할라이드

램프
무전극형광

램프
CDM LED램프 UCD램프 UCD의 주요장점

형태 60%절약/장수명/자연광

소비전력(W)
(등기구 포함)

250W
(30만원대)

200W
(40만원대)

200W
(40만원대)

180W
(90만원대)

150W
(20만원대)

일정조도유지-60~80%이상 전기료감소
(IP65 및 등주간격 40m기준)

수명(Hour) 8,000 20,000 12,000 20,000 40,000 5배 이상 긴수명으로 유지보수비 절약

효율(lm/W) 68 70 80 80 110 세계최고의 고효율

연색성(Ra) 65(삼파장) 70(삼파장) 80(삼파장) 80(삼파장) 94(8파장) 8파장대 자연광의 뚜렷한 최고 시인성

등속 가감율 빠름 빠름 보통 빠름 느림 등속 유지율이 가장 우수함

점등부수장치 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최상부품 적용으로 긴수명

유지보수 부품교환 호환불가 호환불가 부분교체불가 부품교환 예비램프 적용으로 유지보수 최소화

등주설치간격 40M 25M 40M 25M 40M
LED-광확산(눈부심)불가로

20M이내로 설치필수-설치비증대

점등속도 10여분소요 순간점등 10여분소요 순간점등 순간점등
실내외 적합광원으로 도로, 공장, 
식물재배, 집어등, 군수용 등, 최적

사용 가능온도 -20℃~50℃ -15℃~45℃ -20℃~50℃ -20℃~40℃ -35℃~65℃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실내외 겸용의 유일한 고효율 제품임

램프별 비교분석

참조자료 : 공개문헌 자료 및 각사의 데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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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D적용 제품별 제원

5.보안등
SCC-50/70/100W
Casing Dimension

595 x 295 x 180  ø60 (mm)   

Weight  : 5.7  Kg  IP65

7.투광등
FDA-50/70W

FDC-70/100/150/250W
Casing Dimension 

420x300x13(mm)/170x415x440(mm)   

Weight : 4.5kg / 5.8kg  IP65 

2.가로등

STB-70/100/150/250W
Casing Dimension

800x 330x 215  ø73 (mm)

Weight  : 7.2 / 8 Kg  IP65

1.가로등
STA-100/150/250W
Casing Dimension

910 x 360 x 210  ø64 (mm)  

Weight  : 8 / 8.7 kg  IP65

8.더블투광등
FDE-300/500W
Casing Dimension 

435 x 555 x 170 (mm)    

Weight  : 11 kg IP65

16.정원등
GD-70/100/150W
Casing Dimension

720 x 455  ø80 (mm)   

Weight  : 8.7 / 9.5 kg  

4.보안등
SCA-50/70/100W
Casing Dimension

660 x 270 x 190  ø50 (mm)   

Weight  : 4.7 kg IP65 

6.보안등
SCD-50/70/100W
Casing Dimension

558 x 329 x 157  ø60 (mm)   

Weight  : 5.5 Kg  IP65

3.가로등

STK-70/100/150/250W
Casing Dimension

650x 350x 210  ø60 (mm)

Weight  : 7.5 Kg  IP65

18.산업등 / 방폭등
INDA-50/70W

EXA-60W, 70/100/150W
Casing Dimension

INDA-300 x 250 (mm) ø140 (mm)

EXA-642 x 505 x 310 (mm)

Weight  : 3.2 kg  IP65                              

20.실내등
RMC/RMD-70/100W
Casing Dimension

507x507x135/665x635x125 (mm) 

Weight  : 5 Kg  / 5.7Kg                             

17.터널등 / 실내등
TNA-50/70W

TNB-70/100/150W
Casing Dimension

334x305x165 / 487x325x135 (mm)  

Weight : 4.6 kg / 7.2 kg  IP65                              

23.센-8파장 램프
SR-45/65W
Casing Dimension

330 x 85 (mm)  

Weight  : 800g                              

24.센-8파장 매입형
SR/CR/IR8-45/65W
Casing Dimension

330x85x/670x260/190(213)x265(mm) 8”

Weight  : 800 / 1050 / 1340g                              

19.매입 실내등
RMOA/B-50/70, 100/140W
Casing Dimension

680x315x90 / 1300x315x93 (mm)

Weight  : 3.7 / 7 kg 

22.천정 매입등
IR6E-50/70W(유리없음)
IR8E-70/100W(유리없음)
Casing Dimension

180 x 190(6”)/190 x 265(8”) (mm)  

Weight  : 1.2  / 1.5 kg                              

11.고천정 및 벽부등
SK/SKB-100/150, 250W
Casing Dimension 

365 x 520 / 405 x 700 (mm) 

Weight  : 4 / 4.7 kg 

9.고천정 및 벽부등
SPCA/B-70/100/150/250W
Casing Dimension 

365 x 520 / 510 x 610 (mm) 

Weight  : 3.5 / 7 kg 

15.원형 대형 투광등
SPB/SPC-150/250W
Casing Dimension 

430 x 400 x 680 / 430 x 425 x 680(mm) 

Weight  : 6.3 / 6.2 Kg

12.고천정 및 벽부등(실내용)

SPDA/C-70/100/150/250W
Casing Dimension 

365 x 370 / 365 x 600 (mm) 

Weight  : 4.3 Kg

14.고천정 및 벽부등(실외용)

SPOT/SPOC-100/150/250W
Casing Dimension 

370 x 330 x 580, 370 x 560 x 670 (mm)

Weight  : 4.0 / 4.2 Kg

10.고천정 및 벽부등
SP-70W
Casing Dimension 

365 x 520 (mm) 

Weight  : 2 kg 

13.고천정 및 벽부등(실외용)

SPO-70W
Casing Dimension 

370 x 370 x 580

Weight  : 4.0 Kg

21.천정 매입등
IR6EG-50/70W(유리포함)
10EG-100/150W(유리포함)
Casing Dimension

180x190(6”)/290x330(10”)-(mm)  

Weight  : 1.5  /  2.5 kg                              



UCD 150W

가로등 (11차선)교체 비교 개선사업(높이12m)

변경전 차도용 250W 인도용 150W 400W 460W 소모 250W(24)+150W(28) =10.2kW

변경후 UCD  150W 불필요 150W 160W 소모 150W x 24 = 3,6kW

절감율 40% 100% 63% 300W 절약 절전효과-6,6kW. 시인성 우수

나트륨 250W+150W = 400W

나트륨과 UCD 교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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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등



UCD 신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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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등

가로등(왕복7차선) 신규설치-5년 보증

변경전 메탈 250W 자기식 285W 소모 과전력 소비, 빠른 밝기 저하, 단수명

변경후 UCD 150W 전자식 160W 소모 절전 및 2배 밝기와 시인성 개선, 5배의 장수명

절감율 40% 장수명 125W 절약 일정한 밝기와 유지관리비 대폭절감



UCD 150W LED 200W

UCD와 LED램프 교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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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 UCD 가로등 비교 평가

변경전 LED 200W 균제도/조도-미달 90만원 대 균제도 불가, 눈부심, 조도미달, 고가

변경후 UCD150W 균제도/저가-충족 20만원 대 2배 밝기와 태양광과 유사한 시인성

절감율 -25% 에너지 절약 저렴한 구입비 저렴한 부품교환 및 유지관리비 절감

3. 가로등

밝기의 편차 비교



테니스장 투광등 교체 비교 개선사업

변경전 메탈 250W 시인성 저하 UV 차단 없음 과전력 소비, 백내장 초래

변경후 UCD 120W 시인성 개선 UV 차단 제품 1.5배 밝기와 수명연장, 연색성 우수

절감율 -80.8% 절전/보수비절감 시력보호 2,500W 대비 480W=2kW 절감

UCD 램프
120W X 4= 480W

메탈 램프
250W X 10 = 2,500W

메탈 램프와 UCD 교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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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광등



UCD 신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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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 UCD 램프 대체 절전사업(10m)

변경전 메탈 400W 128개 51,200W 단수명, 자기식 안정기의 공명현상 유발

변경후 UCD 150W 116개 17,400W 8파장대 뚜렷한 시인성으로 작업능률/환경개선

절감율 -63% 장수명 33,800W 절약
65%절전 및 장수명 유지보수비 절대절감.
(장기간 일정 광속유지로 작업능률 최적화 실현)

5. 공장 고천정등



삼파장등과 UCD 램프 교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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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파장(FDX) 대비 UCD 램프 비교평가

삼파장-52W 126W 소비 자기식 52Lux 단수명, 자기식 안정기의 공명현상 유발

UCD-50W 52W 소비 전자식 172Lux 8파장대 뚜렷한 시인성으로 작업능률/환경개선

절감율 59%(74W) 장수명 +120Lux
59%절전 및 장수명 유지보수비 절대절감.
(장기간 일정 광속유지로 작업능률 최적화 실현)

UCD-50W(220Vx0.237=52W)172LuxFL-52W(220Vx0.571=126W)-52Lux

11. 실내 매입등

UCD-50W(220Vx0.237=52W)FL-52W(220Vx0.571=126W)



참조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자료.                 

총전력 소비량 조명전력 소비량 UCD적용 절감량 비고

3,851억kWh 770억kWh 192억kWh
조명용 전력은 총전력의 20%
UCD 50% 적용시 절감율 50%조건

연간 1조 8,300억원 절감 (고리원자력 1, 2, 3호기 연간 발전량)

UCD의 CO2절감량-806만톤(절감액:5,645억원)

UCD 적용시 기대효과

(단위 : 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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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램프 조명이 어두워 보이는데 Lux 및 Lumen값이 높은 원인

조도계의 단위인 Lux는 국제 표준단위로서 기준 파장이 555 nano-meter로 정해져 있으며
나트륨램프의 파장과 거의 일치하므로 어두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Lux값이 높게 나오게 된다.

※ 조도계의 측정 기준파장에서는 UCD램프의 Lux값이 낮을 수 있지만 밝기와 연색성 등 종합적인 조명 성능은 월등함.

3.UCD램프
가시광선 대역(400~700 nano-meter)의 모든

색(8파장 무지개 색깔)을 포함하는 연속스펙트

럼의 특성을 가지므로 대낮 같이 밝은 자연광

조명효과를 제공하며 시인성이 월등하다.

1.나트륨램프
조도측정 기준 파장이며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황적색(550~650 nano-meter) 파장
에만 집중 방출되므로 Lux 값이 높게 나오고
멀리서 잘 보일 뿐이며 사물을 자연스럽게 보
여주는 시인성은 매우 낮다.

555nm 중심의 사람의 눈 반응곡선

2.메탈할라이드램프(LED/삼파장)
RGB 3원색으로 만든 백색 인공 광으로 시인
성은 나트륨보다 월등하나 녹색을 띠며
(500~600 nano-meter) 어른거리는 문제가
있어 조명의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전극 램프의 유사한 스펙트럼 특성

태양광의 스펙트럼(UCD 피크와 유사함)

UCD-탁월한 밝기와 연색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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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D램프 조명설계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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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 조명설계 2.공장 조명설계 3.투광 조명설계 4.체육관 조명설계 5.실내경기장 조명설계



UCD 납품사례

 제품 설치 주요 기관 및 기업

성남서울공항

삼성전자

인천시청

수원시청

공군전투비행단

대전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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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
250W

Ultra-low power/high efficiency

8-wavelengths of solar vast

The world's leading long-life

UCD

150W

12M

나트륨-1,300W 사용
가로등 250x4 + 보안등 150Wx2 = 1,300W (10M)

UCD-300W 사용
가로등 150x2 = 300W (12M) Save-1,000W(77%)

나트륨
250W

UCD공식 대리점-재신정보

TEL : 010-4200-5611 / E-Mail : ceo@jsdata.co.kr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6.5.27)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 고효율 인증 제품[ LED, 초정압
   방전등(UCD램프), 무전극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설치 의무화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