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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램프의 특성 분석을 통한 전기안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Method through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 

Analysis of LED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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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analyzed causes of accidents that recently increased in the illegal and defective LED lamps. They 

were analyzed by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calculation and reappearance experiments. The causes of the accidents were 

analyzed from the circuit affected by the variation of voltage, current and power by harmonics. We drew a conclusion for 

electrical safety in illegal or degraded LED lamps from the analysis result. The management factors for electrical safety in LED 

lamps were harmonics, reactive power and power factor.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electrical safety through monitoring of 

power factor in failure products and available in smart meters or smart distribution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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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LED 소자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다

양한 종류의 조명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LED 조명이 각광받고 

있다. LED 조명은 일반적으로 직류로 구동되기 때문에 일반 조

명과 달리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컨버터가 필요하며, 컨버

터의 설치 위치에 따라 LED 램프 외부에 설치하여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컨버터 외장형과 LED 램프 내부에 컨버터가 내장된 컨

버터 내장형 LED 램프가 있다[1]. 

LED 램프는 KS C 7651(컨버터 내장형), KS C 6752(컨버터 

외장형)에서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 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전기

용품안전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품출시 

전 안전인증 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제

품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품이 출시된 후에

는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시장 또는 소비

자로부터 회수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LED 조명시장의 경쟁 심

화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불법, 불량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컨버터는 LED 조명 내부에 위치한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1)와 LED 모듈과 별도로 구성된 LED 모듈 전원공급

용 컨버터(KS C 7655)로 구분된다. 컨버터의 구성방식은 일반적

으로 플라이백 컨버터와 같은 Switching-Mode Power Supply 

(SMPS)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SMPS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

항 중 역률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다. KS 표준에서는 역

률이 0.9 이상(5W 이하 0.8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MPS는 통상 역률 보정(PFC)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2-3].

가정용 무드 램프와 촛대램프, 인테리어용 램프와 같이 1~3 

[W]급 저전력 LED 램프는 기존 램프 대비 높은 효율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사에서는 LED 조명이 고효율, 장수명 등 

장점만 부각시켜 효율이나 역률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나

타고 있으며, LED 소자 자체가 낮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때

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불법 미인증 제품이 시장에 많이 유통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 미인증 제품에 대하여 회로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분석과 재현실험에 따른 사고 패턴을 분석하였다. 사고 

위험성 분석결과와 동작시 나타나는 전기적 특성 분석결과를 활

용하여 사용현장에서 불법 제품을 검출할 수 있는 전기안전 관리

요소를 도출하였다.

2. LED 램프 구동 특성 분석

2.1 LED 램프 구조 분석

그림 1은 1[W]급 LED 램프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LED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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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베이스, 캡, 커버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스는 전원공급을 위

한 접속 구조로 교류 220V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b)와 (c)

는 캡 내부를 나타낸 것으로 교류전원을 LED 구동전원으로 변환

해주는 컨버터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주요 부품으로는 LED 소

자와 저항, 정류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면은 전해콘덴서, 

마일러콘덴서,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4].

  

  (a) 외형구조   (b) 컨버터 회로 전면  (c) 컨버터 회로 후면

그림 1 LED 램프의 구조 분석

Fig. 1 Structural Analysis of LED Lamps

그림 2는 LED 램프의 회로를 나타낸 것으로 전원입력 부분에 

저항과 콘덴서가 병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류다이오드를 

거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후 LED 소자에 전원을 공급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컨버터는 노이즈 필터, 정류회로, 

DC-DC 컨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림 2에 나타낸 컨버터 

회로는 저항 분압에 의한 전원공급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Z1과 

Z2에 걸리는 임피던스비로 LED 구동전압을 공급하는 회로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2 LED 램프 회로도

Fig. 2 Circuit Diagram of LED Lamps

2.2 LED 램프 동작 특성 해석

전원 입력에 대한 LED 램프의 동작 특성 해석을 위하여 먼저 

입력전원 주파수에 따른 Z1의 임피던스 특성을 해석하였다. 입력

전원에 대한 C1의 임피던스(Xc)는 C1의 커패시턴스값과 입력 주

파수에 의해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입력전원 주파수 변화에 따른 Z1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하여 Xc는 식(1)에 대하여 입력전원 주파수 0.6[Hz]부터 

6[kHz]까지 변화시 Xc를 계산한 후 저항 R1과 R2의 합성 저항

(240[kΩ]) 부분과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Z1의 임피던스 크기 변화를 Xc의 크기

와 비교하면 그림 3과 같이 6[Hz] 이상 합성 임피던스는 Xc에 

의해서 결정되며 6[Hz] 이하에서만 R1과 R2의 영향으로 합성임

피던스의 변화가 나타나 R1과 R2는 저주파 대역에서 입력전압에 

대한 전류제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과도현상시 C1 콘덴서의 

전압상승 억제 및 돌입전류를 제한하는 역할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입력전압 주파수에 따른 Z1 임피던스 변화

Table 1 Z1 Impedance change according to frequency

주파수[Hz] 저항[Ω] Xc[Ω] 합성임피던스(Z1) Z1 크기[Ω]

0.6 240k 323.6k  155k - j115k 192.8k

6.0 240k 32.4k   4.3k - j31.8k 32.1k

60.0 240k 3.24k  43.6 - j3.2k 3.24k

600.0 240k 323.6    0.43 - j323.6 323.6

6000.0 240k 32.4 0.004 - j32.4 32.4

그림 3 주파수에 따른 Z1 회로 임피던스 특성 변화

Fig. 3 Z1 Impedance change according to frequency

상용전원(60[Hz])이 입력되었을 때 정상상태에서 LED 램프의 

회로는 다이오드와 LED 소자가 이상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C1과 

R3 구성된 회로로 등가화가 가능하다. 전체 임피던스 Z는 식(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C1과 C2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은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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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20V 인가시           (b) 240V 인가시

그림 4 C1에 인가되는 전압-전류 특성

Fig. 4 Voltage-Current Characteristics of C1

 

      (a) 220V 인가시           (b) 240V 인가시

그림 5 LED(C2)에 인가되는 전압-전류 특성

Fig. 5 Voltage-Current Characteristics of LED(C2)

그림 6 LED 램프 사고 재현을 위한 실험장치

Fig. 6 Experimental Apparatus of Accident for LED Lamps

  

  

그림 7 인가전압별  과  의 전압 측정 결과

Fig. 7 Measurement result of   ,  

3. LED 램프의 위험요소 분석

3.1 입력전압 변화에 따른 소자별 인가전압 분석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는 입력전압 변화에 대한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입력전압에 대한 LED 램프의 위험요소 분석을 위하

여 C1과 C2에 인가되는 전압을 식 (3)에 따라 계산한 결과 다음

과 같이 계산되었다. 

220V 인가시      ,         

240V 인가시      ,         

입력전압의 변화에 따른 계산 결과, 입력 전압이 변동될 때 

 는 전압변동이 크지 않지만,  은 전압 상승의 크기만큼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에 나타낸 LED 램프의 

컨버터 회로는 입력 전압이 변동될 때, 입력전압 상승분이 C1 콘

덴서에 대부분 인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입력전압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에 나타낸 LED 램프의 컨버터 회로에 대하여 특성 분

석을 위하여 Cadence사의 Orcad Pspice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한 결과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입력전압

이 변동될 때 입력전압 상승분이 C1 콘덴서에 대부분 인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입력전압 변화에 따른 위험성 재현실험 결과

입력전압 변화에 따른 소자의 인가전압 계산결과와 시뮬레이

션 결과로부터 LED 램프의 사고 재현실험을 위하여 그림 6과 같

은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컨버터 회로 내 부품별 전압 특성과 온

도상승 현상을 분석하였다. 오실로스코프(WAVERUNNER 610Zi, 

LECROY, USA)를 이용하여 그림 2의 회로 분석에 대한 부품의 

전압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TI45-FT, Fluk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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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0[V] 인가시 1시간 경과 후 LED 램프 상태

 

(b) 246[V] 인가시 53분 경과 후 LED 램프 상태

그림 8 입력전압에 따른 LED 램프의 상태 및 온도특성

Fig. 8 State and Temperature of LED Lamps for Input 

Voltage

 

        (a) 전압-전류           (b) 전압-전류 벡터도

  (c) 전류 고조파

그림 9 LED 램프의 전원품질 분석

Fig. 9 Analysis of Power Quality for LED Lamps

(a) 전류

(b) 소비전력

그림 10 주파수별 전류 및 전력 변화 특성

Fig. 10 Analysis of Current and Power According to the 

Frequency Change

를 이용하여 입력 전압에 따른 LED 램프의 온도 특성을 측정하

였다.

그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입력전압이 220V 일 때  은 

215.5V이며,  는 12.5V로 측정되었으며, 입력전압이 246V 일 

때  은 243.2V이며,  는 12.8V로 측정되었다.

입력전압 변화에 대한 LED 램프 컨버터 회로의 부품에 걸리

는 전압값은 계산 결과와 시뮬레이션, 재현실험 결과로부터 동일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한 LED 램프는 입력전압 상승에 대한 변화분이 콘덴서 C1에 대

부분 인가되기 때문에 콘덴서 C1이 위험요소로 분석되었다.

그림 8은 그림 6에 대한 재현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입력전압

을 변화하였을 때 LED 램프의 온도 상승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입력 전압 220V 상태에서 1시간 경과 후 램프 온도는 51.7[ ]

로 측정되었다. 입력전압 240V 상태에서 53분 후에 LED 캡 내

부는 95.6[ ]로 측정되었으며 불꽃 감지이 감지되었다. 이 후 

53분 20초에 LED 램프가 폭발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LED 램프의 전기안전관리 요소 도출

미인증 LED 램프에 대하여 성능을 제외한 위험요소 분석결과 

입력전압 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위험요소들을 갖고 있는 미인증 LED 램프의 전기안

전관리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동작상태의 전원품질을 분석하였

으며 그림 9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220[V] 입력시 전원 품질 분석결과, 유효전력은 1.81[W], 무

효전력은 13.78[VAR], 역률은 0.13, 전류 THD는 29.7[%]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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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측정결과로부터 LED 컨버터 회로의 마일러콘덴서 영

향으로 LED 램프의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무효전력에 의한 손

실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압 THD는 1.5[%]에 비해 전

류 THD는 29.7[%]로 전류 고조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 나타난 전류 고조파에 의한 영향 분석을 위하여 동

일전압에 대한 주파수별 소비전력을 분석하였다. 그림 2에 나타

낸 회로에 대하여 입력전압 220[V]에 대하여 주파수 변화에 따

른 전류값과 전력을 계산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낸 회로는 C1은 

교류전원이 입력되는 회로로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만, C2는 교류

전원을 정류한 회로로 주파수의 영향이 거의 없어 C1에 대한 임

피던스 변화로부터 계산하였다.

그림 10은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로부터 주파수가 

60[Hz] 이하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60[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전류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와 같이 전류 변화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하여 피상전력

과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계산한 결과 주파수가 상승함에 따라 

유효전력의 상승보다 무효전력의 상승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주파수 변화에 따른 소비전력 분석결과로부터 전류고조파의 

영향으로 무효전력이 상승하여 C1콘덴서에 영향을 주어 LED 램

프의 발열 및 소손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국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전압 220[V]는 한국전력(한

전 규정 ±13[V])에서 공급하는 전압 계통으로 국제표준에 적합

하도록 공급하고 있다. 국제 표준(IEC 60038)에서 공칭전압은 

±10[%] 이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공칭전압인 220[V] 

입력전압은 220[V]에서 242[V]까지 변동하여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제품(용품)은 전압변동에 견

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5].

또한, LED 램프는 교류 220[V], 60[Hz]에서 사용하는 6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로 한국산업표준

(KS C 7651) 및 전기용품안전기준(K10023)을 만족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및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는 컨버터 내장형 LED 램

프에 대한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으로 제품 표시사항, 사용상 주

의사항, 감전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화재 및 고장 예방을 위한 성

능 요구사항, 재료의 내열성 및 내화성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고장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장 상태 조건에 대한 안

전성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 분석한 LED 램프는 미인증 제품으로 240[V] 

인가시 약 1시간 후, 230[V] 인가시 약 2시간 후 소손되었다. 

소손된 LED 램프의 특성 분석결과 전류고조파가 많이 나타났

으며, 유효전력보다 무효전력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미인증 제품에서는 단가를 줄이기 위하여 PFC 필터

를 제거하거나 부품을 축소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 제품 및 안전성능이 저하된 제품을 걸러내기 위한 관리요

소를 감시하여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 현장에서 불법제품 또는 안전성능이 저하된 

제품에 대하여 고조파,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등을 검출하여 관

리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였지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

호장치와 전력량계에서 고조파를 검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

라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식계량기나 스마트분전반에서 활

용 가능한 전기안전 관리요소로 역률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장에

서 이상 제품을 즉시 검출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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