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영역 (o ~ a) :

057734 방전등의 점등원리 종류별 특성 a

방전등의 점등원리를 약술하고, 방전등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특성을 설명하시오.

∎ 오옴의 법칙 영역 (I ∝ V)

제 2영역 (a ~ b) :

답)

∎ 포화영역(고전압 소전류영역), 암류생성(전계전자방출, 자속방전 발생), 공간

1. 개요

전하 생성, 글로우방전 영역,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진행

1) 방전등이라함은

제 3영역 (b ~ c) :
∎ 절연파괴 영역(저기압 대전류 영역) 아크방전 영역, VB(절연 파괴 전압), 전

∎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발광원리를 적용한 광원이며 루미네선스 발광에는 반

자사태발생, 열전자방출

드시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2) 방전등의 특정
2) 적용이론

(1) 대부분 방전관을 갖는다.
(2) 방전관내의 봉입가스에 따라 특유의 색을 발한다

타운젠트 (TOWNSENT) 방전이론

(3) 별도의 점등장치가 필요하다
(4) 점등원리가 비슷하고, 고효율, 고휘도 광원 이다.

2. 기체의 방전이론
스트리머(STREAMER)방전이론

∎ 일반적으로 기체방전은 그 원인이 실로 다양하기 때문에 확실히 정립된 정
설은 없지만, 평등전계(평판 대 평판전극, 구 대 구전극 등)상의 방전이론은

i) 비교적 긴 캡, 고기압, 대전압 적용되는 이론

다음과 같다.

ii) 공간전하가 생성된 상태에서의 방전 이론
iii)   ∝ ∙  (단, p: 기압, d: 전극간 거리) 영역에 적용

3) 파센의 법칙
a.   ∝ ∙  (단, p: 기압, d: 전극간 거리)
영역 ⇒ 스트리머 이론 적용 (제 2영역)
[그림 1] 평판전극내의 전류

b. 전압 증가에 따라 방전관 내에 공간전하가 분포되고 , 기압이 상승되어 전류

[그림 2 ] 고체유전체의 절연파괴 과정

진행 억제 (제 2영역)
c. 부정전압 특성 ⇒ 방전전압과 전류 반비례(제 1영역)의 법칙은 기체 방전 특

1) 기체의 절연파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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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곡선에서 제 2 영 역 에 적용되는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589.6 [nm] , 순수한 등황색의 단일 광선으로 색수차가 적고 물체형태의 식
별이 우수하다.

[그림 3 ] 방전관 내의 전압-전류특성

b. 고압나트륨램프:
∎ 나트륨증기 100 ~ 200[mmhg]에서 발광하고, 분광분포는 폭넓은 밴드 스펙
트럼을 상반하고 황백색광이다.

나.수은등
a. 저압수은등:


∎ 수은증기압         에서 발광, 공진선 253.7[nm] 90% 이

상

b. 살균등:

3. 방전등의 종류 및 특성

∎ 253.7[nm] 의 자외선 풍부하고, 대단히 유효한 살균 작용을 한다.

1) 글로우 방전등

c. 고압수은등:
∎ 휘도가 높고, 배광제어가 용이하지만, 시동에 수분간 시간이 걸리고 연색성

∎ 음극 전자의 방출이 주로 양이온에 의한 방출

이 나쁘다.

a. 네온관:
∎ 봉입가스 8[mmHg] 내외에서 광도 50%, 점등함에 따라 가스압이 감소되면

d. 메탈할라이드 램프:
∎ 고압수은등의 연색성 및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속, 할로겐 화합물을 혼

광도가 증가히여 1.5[mmHg]에서 최대광이다.

입한 것.

b. 네온싸인:

∎ 배광제어가 용이하고, 고효율, 장수명이지만 시동전압이 높고, 점등방향이

∎ 관내에 253.7[nm]의 자외선의 여기로 발광하는 형광체를 부착하여 발광

수평이 되어야 한다.

e. 초고압 수은등:

2) 아아크 방전등

∎ 수은증기압 10 ~ 20 기압, 고휘도, 백색광

∎ 글로우방전으로 인한 방전전류의 증가로 양이온 충격으로 음극을 가열하고
열전자를 방사하여 전계전자를 방사하여 방전한다.

다. 형광등

가. 나트륨등

∎ 저압 수은등의 발광 스펙트럼중 전방사의 90% 이상인 253.7nm의 자외선

a. 저압나트륨등:
∎ 나트륨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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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방전관 내벽에 형광체를 자극하여 가시부에서 형광을 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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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크세논 방전등
∎ 초고압 수은등과 동일 구조, 천연 주광색이고 기동에 시간을 요하지않고, 순
시 재 점등이 가능하다.

마. 지르코늄 방전등
∎ 가장 이상적인 점광원

마. 무전극 방전등
a. 용량적 결합방전:
∎ 주파수가 수십 KHz -수십 MHz 사이인 RF전원을 평행판 전극 사이에 가할
때 전극 사이에서 형성되는 전장에 의해 기체가 이온화되고 방전이 유지되는
이며 이러한 이유로 E-discharge 라고도 한다.

b. 유도적 결합방전:
∎ 반응로 주변에 감겨진 코일에 고주파를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축방향의 교번자계가 형성되고 이것에 의해 플라즈마 중에 환형의 전류가 유
도되어 에너지가 공급되는 방식으로 H-discharge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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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색을 낼 수가 있다.

057734 방전등의 점등원리를 약술하고, 방전등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특성을 설명하시오

⑵ 방전에서 발생하는 파장 253.7 nm의 강력한 자외선은 형광체에
의해서 가시광선으로 변환된다.

<해설>

(1) 방전등의 점등원리

⑶ 형광체는 파장 253.7nm의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이기는 하나
시감도가 낮은 파장 435.8nm, 546.1nm의 빛도 이보다 긴 파장으로

① 방전관은 보통 유리관 안에 기체나 금속 증기를 봉입하고 그 양단에

변환시킴으로써 발광효율을 증가시킨다

전극이 있으며, 전극에 전류제어장치를 통해서 외부회로가 접속되어

⑷ 효율은 80 lm/W 정도로 백열전구의 약 15lm/W 정도에 비하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월등히 우수하다

② 방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빛의 특성은 방전관에 봉입된 기체 또는

⑸ 형광등의 전력, 광속, 전류는 전원전압에 거의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증기의 종류와 그 봉입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변화한다

③ 방전을 개시하기 전에는 관내에 있는 기체 또는 증기의 원자는
불규칙하게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지만, 일단 방전이 개시되면 방전로에

⑹ 형광등의 시동전압, 효율 등은 주위온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걸쳐서 전기적 절연파괴가 일어나고, 이 도전로를 통해서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는 양극으로 끌려가서 전류를 형성함과

② 고압 수은등

동시에, 양극으로 끌려가는 전자 양만큼의 전자가 음극으로부터

⑴ 수은등의 방전에서 증기압력이 높아지면 전자와 원자의 충돌횟수가

방출되어 방전을 계속한다.

증가되어 발광 스펙트럼의 폭이 넓어지게 되므로 고압방전의

④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방법에는 전계 전자방출과 열 전자방출의

발광현상은 저압의 경우와는 매우 달라지게 된다.

두가지가 있다.

⑵ 고압 수은등의 입력을 100%라 할 때 가시광선으로 방사되는 것은

➜ 전계 전자방출은 음극 부근에 충분히 큰 전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음극
표면에서의 일함수가 작아져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고, 열

15% 정도이고 나머지는 적외선 방사 (15%) 와 자외선 방사 및 열손실
(70%) 로 소비된다

전자방출은 음극이 고온으로 되면 전극표면의 가까운데 있는 전자가

⑶ 고압 수은등은 소등 직후에는 재시동이 곤란하다. 이는 점등중의 고압

분자의 열 운동에 의해서 튀어 나오는 현상이다.

수은등에서는 수은 증기압이 수기압의 고압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등 후
이온이 소멸하고 나면 고압의 증기만 남으므로 저전압으로는 기동할 수

(2) 방전등의 종류

없기 때문이다
(4) 고압 수은등의 전압 특성

① 형광등

⑴ 수은등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화시키면 광속, 효율, 램프전압 및
램프전류는 그림과 같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⑴ 형광등은 0.01Torr 정도의 저압 수은증기 중의 방전으로 발생하는
253.7 nm의 자외선을 유리관 내벽에 칠한 형광체에 조사하여 파장이
긴 가사광선으로 변화시키는 광원으로, 형광체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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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성은 사용하는 안정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지겠으나,
수은등은 수은이 100% 증발하는 불포화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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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변화는 다른 고휘도 방전등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분압은 수은 증기압보다 낮고 원자 밀도도 적으나, 할로겐화물은
수은보다 낮은 여기 레벨을 가지기 때문에 방전에 의한 방사는

[%]

할로겐화물의 스펙트럼이 대부분이다.

140

⑵ 메탈헬라이드등은 할로겐이 방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은등에 비해
광속

방전 개시전압이 원리적으로 높으나, 페닝 효과를 위해 네온, 아르곤,

120

크롬 등을 시동 보조가스로 사용함으로써 고압 수은등 정도로
램프전류

100

시동전압을 낮출 수 있다.
⑶ 시동시간은 고압 수은등과 거의 비슷하나, 재시동 시간은 고압

효율
80

수은등보다 약간 길다.

램프전압

⑷ 발광관의 온도가 고압 수은등 보다 높으므로 수명은 약간 짧다.

60

전압변동에 의한 특성의 변화가 크고 광색도 변화한다.
80

90

100

110

⑸ 효율은100% 입력에 대해서 가시광선 방사 25~34%, 적외선 10~27%,

120

자외선 방사 3~12%, 비방사 손실이 27~38% 정도이고, 70~80

전압 %

lm/W정도의 효율이다.
⑵ 고압 수은등의 전류, 전력, 광속, 관전압 등의 특성도
주위온도에 따라서 변화하기는 하나 일반 형광등에 비해서는 그
변화정도가 매우 작아서 옥외사용에 적합하다.

④ 고압 나트륨등
ⓐ High Pressure Sodium Lamp는 일반 조명용 관원 중에서 가장 높은

⑶ 수은등의 수명은 10,000시간 이상으로 매우 길다.
➜ 수은등은 시동이 곤란하거나 광속이 어느 정도 이하로 저하하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
⑷ 광속저하와 시동불능은 주로 전극의 소모에 기인한다.

되고, 적외선 방사 20%, 자외선 방사 0.5%, 비방사 손실이 44%가
된다.

⑸ 수은등의 효율은 30~55 lm/W정도이다.

ⓒ 분광분포는 나트륨 D선(589 nm 및 589.6 nm) 양측에 연속

➜ 투명형보다는 형광형 수은등이 더 높으며 연색 평가지수도
투명형은 25, 형광형은 45 정도이다.

스펙트럼이 퍼져 있는데 이 발광의 퍼짐은 증기압과 관경이 커지면
증가한다.
ⓓ 발광관 내에는 수은도 봉입되어 있으나 수은의 여기전압은 나트륨보다

③ 메탈 헬라이드 램프

높으므로 직접 발광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분광분포에는 큰 영향을 준다.

⑴ 할로겐 화합물은 수은보다 증발하기 어려우므로 점등중에 할로겐의
방전등의 점등원리 종류별 특성.hwp

광원에 비해 매우 높다.
ⓑ 에너지 배분은100% 의 입력에 대해서 가시광선의 방사가 29.5% 나

➜ 전극에서 전자 방출물질이 소진되어 감에 따라 발광관이
흑화하고 시동전압이 높아져 가다가 결국에는 시동불능이 된다.

057734 s

효율을 가지고 있다. 400W Lamp의 경우 효율은 120 lm/W 로 다른

ⓔ 고압 나트륨등은 색온도가 2000~2100K 로 연색 평가지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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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으로 낮으나 최근에는 60이상의 것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도도가 가스온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므로 안정기 없이도 점등이
가능하다.

ⓕ 고압 나트륨등의 수명은 12,000시간 정도로 고압 수은등과 유사하다.

ⓔ 크세논 램프의 용도는 영사용 광원, 광학 기기용 광원으로 많이

ⓖ 용도는 터널조명, 옥외조명, 공장조명, 체육관 조명 등에 많이

사용되고 광장조명 등에도 사용된다.

사용되고 있다.

⑤ 저압 나트륨 램프
⑴ Low Pressure Sodium Lamp는 효율이 190 lm/W 로 최고효율의
방전등이다.
⑵ 에너지 배분은 입력의 약 36%가 가시 광선이고 적외선 방사가 5%,
비방사 손실이 49% 정도이다.
⑶ 분광분포는 99%가 나트륨 D선에 집중하여 광색이 황등색의 단색으로
되고 연색 평가지수가 28 정도로 낮아서 연색성이 나쁘므로, 연색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터널이나 도로 등의 옥외 조명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조명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⑷ 저압 나트륨 램프는 점등 약 10분 후에 정격치에 달하며, 이때의 관벽
온도는 260℃, 나트륨 증기압은 0.53 Pa 로 된다.
⑸ 평균수명은 9,000시간이고 광속 유지율은 80~85% 정도이다.

⑥ 크세논 램프
ⓐ 크세논 램프의 분광분포는 자외선으로부터 가시광선 영역에 걸쳐 거의
균등한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470 nm 부근에서 강한 선스펙트럼을
형성한다.
ⓑ 분광분포에서 크세논 램프는 자연 주광과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사용중에 색온도는 6,000K 로 거의 일정하고, 휘도가 매우 높다.
ⓒ 점등과 동시에 광 출력은 안정되고, HID Lamp와는 달리 소등 후에
즉시 재점등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롱아크 램프의 경우 효율은 25 lm/W 정도이고 플라즈마의 전기
05773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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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인증 받은 것을 말한다.

078131 S 도심 가로등에 고효율 HID 램프 및 안정기

문: 최근 절전을 위해 도심을 가로등에 고효율 HID 램프 및
안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의 일반형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이에는 150W, 200W, 350W 가 있는데 이들의 램프전력과 효율은 다
음표와 같다
램프
150W
200W
350W

<해설>

(1) 서론

램프전력
158W 이하
210W 이하
368W 이하

효율(lm/W)
90
95
100

①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우라늄과 석유 및 석
탄의 전량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에서 에너지 절약은 범국가적인 명제이다.
② 환경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산가스의 과다한 발생으
로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여 전세계적으로 CO2 발생 억제를 의무화해

③ 일반형과 고효율 램프의 비교
➡ 일반형의 용량은 보통 250~400W 이고, 고효율 HID는 150~350W 이
며 효율은 일반형이 70~80lm/W 인데 비해서 고효율 HID는 90~100
lm/W 이다

가고 있다.
③ 따라서 전체 발전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조명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3) 고효율 안정기
①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고효율 램프와 고효율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입출력효율이 95%이

④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기기에 관한
제규정에 의거해서 고효율기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고효율

상(175W 미만은 93%이상) 인 것을 말한다

기자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②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2) 고효율 램프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입출력효율이 93%이
상인 것을 말한다

① 효율 및 연색성
➡ 메탈헬라이드 램프의 경우 일반형과 비교해 볼 때, 연색지수 및 광효

③ 일반형과 고효율 안정기의 비교

율이 월등해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높은 연색지수로 사물을 보다
자연색에 가깝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일반형은 효율이 90%이하인데 비해서 고효율 안전기의 효율은
93~95%이상이다

② 규정상의 고효율 램프
④ 고효율 안정기의 최근 경향 및 사용효과

➡ 규정상으로는 고효율 메탈헬라이드 램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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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존 HID 용 안정기의 에너지 소모는 사용램프 용량의 10~20 %(안정
기효율: 80~ 90%)를 차지한다. 고효율 HID 용 안정기는 에너지 소모
를 램프용량의 5 %이내로 줄여주어 에너지 효율을 95% 이상으로 개선
할 수 있다
⑵ 특히 고효율 메탈헬라이드 램프와 함께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
⑶ 안정기에 무부하 및 2 차 단락 보호회로를 내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무부하 손실 전력을 극소화 한다.
⑷ 각종 보호기능의 내장과 고효율로 인한 저발열로 인하여 램프 수명이
길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⑸ 일시적인 누전, 램프이상 등에 의해 차단될 경우 그 원인이 해소되면,
별도의 복구 절차 없이 재점등 시에 자동복구 된다.
➡ 누전이 계속되거나 램프이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는 다시 전원을 투
입하여도 전원은 차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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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전등의 점등원리 및 특성

078143 S 방전현상 방전등의 원리, 특징

문: 방전(放電: discharge)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형광등을
제외한 방전등 중에서 5 종류의 예를 들어 원리, 특징 등을
적으시오

① 고압 수은등
⑴ 고압 수은등의 점등원리
➡ High Pressure Mercury Vapor Lamp 는 수은증기의 압력이 2~10

<해설>

기압 (0.2~1 Mpa)정도에서 방전 할 때의 발광을 이용하는 것이다.

(1) 방전현상

⑵ 고압 수은등의 특징

① 방전에는 글로우 방전 (Glow Discharge) 과 아크방전 (Arc
Discharge) 의 두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방전관에서 어떤 형태의 방전
형식을 취하는가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수은등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화시키면 광속, 효율, 램프전압 및 램프전
류는 그림과 같이 변화한다.
⒝ 물론 이 특성은 사용하는 안정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지겠으나, 수은등

② Glow 방전은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방전전류가 적을 때 일어난다.
➡ 전류가 증가하면 종국에는 Arc 방전으로 이행하게 되므로 Arc 방전은

은 수은이 100% 증발하는 불포화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의 변화는
다른 고휘도 방전등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방전의 최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③ 방전관은 보통 유리관 안에 기체나 금속 증기를 봉입하고 그 양단에
전극이 있으며, 전극에 전류제어장치를 통해서 외부회로가 접속되어 있

② 메탈헬라이드 등
⑴ 메탈헬라이드 등의 점등원리

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④ 방전을 개시하기 전에는 관내에 있는 기체 또는 증기의 원자는 불규칙
하게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지만, 일단 방전이 개시되면 방전로에 걸쳐서
전기적 절연파괴가 일어나고, 이 도전로를 통해서 음(―)의 전하를 가지
고 있는 자유전자는 양극으로 끌려가서 전류를 형성함과 동시에, 양극으

⒜ 메탈헬라이드 등의 구조는 원리상 고압 수은등과 거의 같다.
⒝ 단지 발광관 (석영관) 내에 수은과 아르곤 이외에 여러 종류의 금속 할
로겐 화합물이 봉입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 일반 조명용 메틸헬라이드 등에는 나트륨 (Na), 탈리움 (Tl), 인듐

로 끌려가는 전자의 양 만큼의 전자가 음극으로부터 방출되어 방전을

(In), 셀레늄 (Se), 토륨 (Th), 다이스프로슘 (Dy) 등의 할로겐화물이

계속한다.

조합되어 쓰인다.

⑤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방법에는 전계 전자방출과 열전자방출의 두
가지가 있다.

도록하며, 전자방출 물질은 할로겐과의 반응을 고려하여 토륨 또는 희토

➡ 전계 전자방출은 음극 부근에 충분히 큰 전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음극
표면에서의 일함수가 작아져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고, 열전자
방출은 음극이 고온으로 되면 전극표면의 가까운데 있는 전자가 분자의
열 운동에 의해서 튀어 나오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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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관의 전극 주변에는 보온막을 도포하여 관의 온도를 균일하게 되
류 금속의 산화물이 사용된다.

⑵ 메탈헬라이드 등의 특징
⒜ 할로겐 화합물은 수은보다 증발하기 어려우므로 점등중에 할로겐의 분
압은 수은 증기압보다 낮고 원자 밀도도 적으나, 할로겐화물은 수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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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여기 레벨을 가지기 때문에 방전에 의한 방사는 할로겐화물의 스
펙트럼이 대부분이다

④ 크세논 램프

⒝ 메탈헬라이드 등은 할로겐이 방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은등에 비해

⑴ 크세논 램프의 점등원리

방전개시전압이 높으나, 페닝 효과를 위해 네온, 아르곤, 크롬 등을 시

⒜ Xenon Lamp 는 크세논 가스중의 아크 방전을 이용한 것이다

동 보조가스로 사용함으로써 고압 수은등 정도로 시동전압을 낮출 수

⒝ 아크의 형태에 따라서 Short Arc Lamp 와 Long Arc Lamp 의 두가

있다
⒞ 발광관의 온도가 고압 수은등 보다 높으므로 수명은 약간 짧다. 전압의

지가 있다
⒞ Short Arc Lamp 는 석영 유리구에 수 mm 간격으로 전극을 설치하

변동에 의한 특성의 변화가 크고 광색도 변화한다

고 크세논을 수백 kPa 의 압력으로 봉입하여 점등중에는 관내 압력이
2~4 MPa 가 되도록 하며, 출력은 30W~30kW 의 것이 있다

③ 고압 나트륨등

⒟ Long Arc Lamp 는 석영관의 양단에 전극을 설치하고 관내에 크세논

⑴ 고압 나트륨등의 점등원리

가스를 7~70 kPa 의 압력으로 봉입해서 방전시키는 것이다

⑴ High Pressure Sodium Lamp 의 구조는 메탈헬라이드 램프와 유사
하나, 발광관은 700~800 ℃의 고온에서도 나트륨에 침식되지 않는 투

⑵ 크세논 램프의 특징
⒜ 분광분포에서 크세논 램프는 자연 주광과 매우 비슷하며 사용중에 색

광성 산화 알미늄 세라믹 또는 다결정의 산화 알미늄으로 제조된다.

온도는 6,000 K 로 거의 일정하고, 휘도가 매우 높다

⑵ 발광관 안에는 시동 보조용의 크세논(Xe)가스와 나트륨 아말감이 과잉
봉입되어 있다.

⒝ 점등과 동시에 광 출력은 안정되고, HID Lamp 와는 달리 소등 후에
즉시 재점등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⑶ 저전압 시동을 위하여 시동 보조가스로 네온, 아르곤을 봉입하고 시동
보조도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⑤ 질코늄 방전등

⑵ 고압 나트륨등의 특징
⒜ High Pressure Sodium Lamp 는 일반 조명용 광원 중에서 가장 높
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400W Lamp 의 경우 효율은 120 lm/W 로 다

⑴ 질코늄 방전등의 점등원리
⒜ 질코늄 방전등에는 양극과 음극이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른 광원에 비해 매우 높다
⒝ 분광분포는 그 나트륨 D선 (589 nm 및 589.6 nm) 양측에 연속 스펙
트럼이 퍼져 있는데 이 발광의 퍼짐은 증기압과 관경이 커지면 증가한
다
⒞ 고압 나트륨등은 색온도가 2000~2100K 로 연색 평가지수는 15~30
으로 낮으나 최근에는 60 이상의 것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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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은 것이고 음극은 텅스텐의 원통에 산화 질코늄을 넣은 것이다

⑵ 질코늄 방전등의 특징
⒜ 전극 간격을 1mm 로 하여 봉입가스로 아르곤을 1 기압 정도로 넣고
방전시키면 음극부의 산화물이 환원되어 표면에 얇은 금속 층이 생기고
그 중앙에 음극 휘점이 형성되어 이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양극의 작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극히 작은 점광원이 된다
⒝ 휘도는  ~ [cd/㎠]에 달하므로 광학적 광원으로 사용하기에 적
합하며, 색온도는 3,000 K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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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방전 파센(Paschen)의 법칙
일정한 조건하에서 방전개시에 필요한 전압  는 전극간의 거리 d
와 방전관 내부기압 p에 비례한다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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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진, 여기, 전리에너지

방전등의 발광메카니즘과 방전 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 개요

① 전자가 제1궤도의 기저상태 이외의 안정궤도 위에 있는 상태를
여기상태, 기저상태에서 다음의 에너지가 높은 여기상태(n=1 →
n=2)로 올리는데 요하는 최소에너지 상당 전압을 공진전압.

1) 방전등
‣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발광 원리를 적용한 광원이며, 루미네선스
발광에는 반드시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② 제2 또는 그 이상의 여기상태(n=3이상)로 올리는데 요하는
최소에너지를 여기전압
③ 전자를 원자로부터 완전히 튀어나가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에너지를 전리전압이라 한다.

2) 방전등의 종류
① 저압 방전 램프：형광 램프, 저압나트륨 램프

3) 비탄성 충돌：

② 고압 방전 램프

‣ 전리,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① 운동에너지 → 여기, 전리발생：제1종 충돌

③ 초고압 방전 램프

② 여기 에너지에 의한 전리 또는 운동에너지화：제2종 충돌

3) 방전등의 특징

4) 수소스펙트럼과 준안정 상태

① 대부분 방전관을 갖는다.

‣ 원자의 기저 상태 → 여기 공진 상태 → 에너지 흡수

② 방전관내의 봉입가스에 따라 특유의 색을 발산

‣ 여기 공진 상태 → 내부 낮은 에너지 준위 → 에너지 방출

③ 별도의 점등장치가 필요
④ 점등원리가 비슷, 고효율, 고휘도 광원이다.

2. 방전등의 발광메카니즘
1) 원자의 에너지 흡수, 방사

3. 방전등의 점등 원리
방전등의 발광메카니즘과 방전 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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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전 전에는 방전관내의 기체 또는 증기의 원자가 무질서하게
이동 그 속도는 멕스웰 분포측에 따르지만 평균속도는 온도에 의해
결정.
‣ 방전 개시후에는 방전로의 일부 또는 전구간에 전기적인 절연파괴
발생→음극의 자유전자 방출에 의한 방전지속

이루어지고 음극강하가 급격히 적어져(전류가 급격히 증가) 기체의
전리전압이 되면서 방전의 최종형식을 이루게 되는 것.
③ Glow방전에서 Arc방전으로의 이행과정

2) 음극의 전자 방출
① 열전자 방출：음극의 재료가 고온이 되어 전극표면 및 그
표면부근에 있는 전자가 분자의 열 운동에 의하여 튀어나오는 것
② 전계전자 방출：음극에 관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

3) 자속방전
‣ 외부 자극에 의한 전자 방출이 중지되어도, 스스로 지속되는
방전으로 방전등은 대부분 자속방전임,
‣ 초기 전자 방출은 광전효과 또는 우주선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
‣ 자속방전 개시조건：


 

④ Glow 방전과 Arc 방전의 차이

   ≥     전자의충돌전리계수 

4) Glow방전과 Arc방전
① Glow방전：
‣ 전계전자 방출에 의한 방전, 즉 음극강하(Cathode Fall)의 강한
전계에 가속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서 음극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어 방전하는 것.

5) 적용 법칙
② Arc방전：
‣ Glow방전에 의하여 방전전류가 증가하면 양이온의 충격에 의한
음극의 가열로 음극으로부터 전계 전자 방출이 아닌 열전자 방출이
방전등의 발광메카니즘과 방전 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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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페닝효과(Penning Effect)
‣ 수은이나 불활성 기체와 같이 준안정상태를 형성하는 기체에 극히
적은 양의 아르곤을 혼합하면 혼합기체의 전리전압이 원기체의
방전등의 발광메카니즘과 방전 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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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안정상태의 여기전압보다 낮아져 방전전압이 낮아지므로 기동이
용이하게 되는 효과

2)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방전등의 경우 고효율, 고연색성 광원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더 좋은 방전등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됨.

② 파센의 법칙(Paschen's Law)
‣ 방전개시에 필요한 전압(Vs)은 전극간의 거리 (d )와 방전관
내부기압(p)에 비례한다는 법칙 [Ⅱ영역에서]

4. 결론
1) 온도방사를 이용한 열방사 광원은 구조가 간단하고 연색성이
좋으나 필라멘트(Filament)의 증발이 심하고 광속의 변화가
있으므로 발전의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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