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살 시력 여든까지”… 눈 건강 망치는 ‘블루라이트’ 잡
아라 

블루라이트는 380~495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에 존재하는 파란색 계열의 광원으로 눈의 피로 및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시신경에 손상
을 줄 수 있는 유해한 광선이다. 블루라이트는 태양광선, 형광등, LED조명을 비롯해 TV 및 모니터 등 디지털 영상기기를 장시간 시청하
면 망막세포를 파괴하고 심하면 백내장,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시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일찍부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숙면을 방
해해 발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인보다 약한 망막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6~7세 때 주변 환경이 평생 시력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이나 모니터에 부착하는 블루라이
트 차단 액정보호필름이나 모니터, LED조명 등이 시중에 출시되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LED 조명,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황반변성 발병률이 높아지자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병원도 찾아볼 수 있다.  

☜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집필한  
    ‘늙지 않는 비밀’에서도 화면이나 조명에
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좋은 블루 파장대역 (465 ~ 495㎚) 
  -> 동공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돕고 생체리듬 깨워주는 역할 

 유해 블루 파장대역 (415 ~ 455㎚) 
  -> 시력 저하, 황반변성 등 망막 관련 질환, 두통, 수면장애 유발 

스마트폰용 필터 PC / 모니터용 필터 

 그렇다면, 스마트폰 보다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오랜 시간동안 영향을 받는, 조명은? 

 
 
 조명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 

최근 LED 조명 보급 확산으로  
향후 블루라이트 개선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좋은 파장은 강화하고 유해 파장은 축소한 Safe blue가 그 해답! 

415~455nm 465~49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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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LED, LG 스마트조명 본격 공략 

LG전자가 청색광을 대폭 줄여 눈이 편안한 LED 스마트조명 신제품을 선보이며 

LED 조명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30일 상업용 및 사무용 공간에서 사

용하기 적합한 ‘LG 스마트조명 세이프블루(Safe Blue)’ 14종을 선보였다.  

‘LED 스마트 평판조명＇과 ‘LED 다운라이트＇가 각각 10종, 4종이다.  

 

신제품은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눈 건강에 해로운 청색광을 기존 LED 

조명보다 최대 60%까지 줄여준다. ‘LED 스마트평판조명’은 슬리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광원의 빛을 반사시켜 주변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간접

광＇기술을 적용했다. 최대 5만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것은 물

론, 형광등과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도 40% 이상 높다.  



 

      주광 연동 제
어 

      자동 스케쥴 제
어 

     동체 감지 제
어 

제어 조도 
동체 

스케쥴 에너지 절감률
1) 

오피스 회의실 휴게실 복도 

조도제어    - - - - - 8% 

동체제어 -    - - - - 11% 

스케쥴 제어 - - - - -    12% 

스케쥴 + 동체 제어 -    - - -    18% 

스케쥴 + 동체 + 조도 제어       - - -    19% 

스케쥴 + 동체 + 조도 + 공간별 최
적화2)                   23% 

1) 측정장소 :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W4동 6층, 측정조명수량 : 36W 센서일체형 평판조명 239대 실사용 기준, 측정기간 : ’17/12/07 ~ ’18/02/14, 측정시간 : 매일 08시 ~ 18시   

2) 오피스, 복도, 휴게실, 회의실 별로 동체 / 조도 / 스케쥴 제어 시나리오 상이하게 적용 

※ 단, 계절 및 제어설정 조건에 따라 절감률은 상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