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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구는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 부족문제와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이 극심해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방안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르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195개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은에너지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설계 & 스마트 조명센서 개발 및 공급" 전문회사로 2014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고효율, 고성능, 다기능 "최첨단 조명에너지 절감용 스마트 센서" 전문분야에서의 지속적인 
R&D 및 품질증진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데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명에너지 절감용 스마트 센서 전문기업

POWER SAVER
HAEUN ENERGY TECHNOLOGY



파워세이버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을때만 
조명이 들어오게 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80%까지 절감하는 
조명에너지 절감 스마트센서입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켜져있는 조명

조명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

파워세이버를 천정, 벽, 기둥 등에 
고정하고 기 설치된 조명과 연결한다

디지털 버튼 또는 무선리모컨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 환경에 적합하게 
설정한다.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파워세이버가 
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린다

※  유사 제품에 필수적인 제어장치, 플랫폼 또는 게이
트웨이 등이 전혀 필요없기에 설치시공 및 유지보
수가 간단하다

1 st 2 nd

3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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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전기요금 절감 극대화를 위한 

파워세이버의 차별화 된 
다양한 기능

DIMMING

조명 점등방식 선택기능 
조명 on-off 모드와 디밍 모드 자유선택

조명 밝기 조절기능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밝기로 자유롭게 설정

조명 점등시간 조절기능

조명이 필요한 주위 조도 설정기능

조명이 필요한 검출 물체의 이동속도 설정기능

설정값 직접입력 또는 원격 리모컨 입력

센서들간 Zigbee 무선통신하는 스마트센서
사용환경에 적합하게 센서들을 그룹핑하여 연동제어

FUNCTIONS

100%70%50%0% 0%50%70%

Zigbee

Dimm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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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ADDITIONAL BENEFITS

사람이나 차량의 모션이 감지될 때만 
점등되므로 조명 수명 보장

조명 수명 보장되니 추후 조명 구매비용 
및 설치시공비 절감

모든 종류의 조명과 호환되므로 
새롭게 조명을 교체할 필요가 없음

파워세이버 1개당 최대 1KW 조명 전력제어 
32W 전등 기준 최대 30개 조명을 1개의 파워세이버가 제어

자동 점등/소등 되므로 사용자 편리 증대

절전에 따른 CO²배출량 감소로 
지구 온실효과 방지에 공헌

디밍 조명이 주는 시각적 효과 및 안전성 확보

$

1㎾

AUTO

D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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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세이버에 내장된 동작감지 센서로 
동작감지 기술력 극대화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센서

MICROWAVE MOTION SENSOR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동작 검출 방식으로 
10.525GHz 고주파 마이크로웨이브 사용
PIR 센서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

확장된 검출거리 및 검출각도
검출거리 최대 15M, 검출각도 최대 150도

빠른 검출속도
빛의 속도와 동일

빛, 플래쉬, 전파에 영향 받지 않음

온도, 습도, 소음, 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혹독한 환경에서도 정확히 검출

ACCURACY

우수한 투과력
간단한 장애물(우산, 유리, 커튼, 파티션, 비금속물체) 투과하여 검출

출력이 낮아 인체에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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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모드 / 수동모드 선택 기능
동작이 감지될 때만 점등되는 AUTO 모드와 동작감지와 무관한 수동 모드

순간적으로 켜지고 꺼지는 ON-OFF 조명과 서서히 켜지고 꺼지는 디밍 조명 모두 가능

사람이나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수동 조명을 계속 켜두고 그 외 시간대에는 
AUTO 모드 선택하면 낭비되는 전기요금을 절약

시간대(아침, 낮, 저녁, 밤)와 사용 공간에 적합하게 ON-OFF 모드와 디밍모드를 
적절히 선택하여 시각적 효과, 심리적 안정성, 사용자 만족감 향상

DIMMING
AUTO DIMMING

AUTO

MANUAL

ON-OFF

DIMMING
FUNCTIONS 
of POWER S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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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POWER SAVER

조명밝기 조절기능
조명 밝기를 자유롭게 제어(0%~100%) 할 수 있어 환경에 적합한 조도유지
(지나치게 밝은 조명은 오히려 사용자 불안감 상승)

불필요한 전력손실을 줄이므로 절전효과 극대화

조명 점등시간(On-Time) 조절 기능
동작감지시 점등되는 조명의 점등시간을 자유롭게 설정

동작이 계속 감지되면 설정된 점등시간이 지나도 조명이 꺼지지 않음

사용자 환경에 꼭 맞게 점등시간 조절하여 불필요한 전력소모 방지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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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POWER SAVER

lux

조명이 필요한 주위 조도 설정기능
주위 조도가 충분히 밝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해도 조명이 필요 없음

관리자가 설정한 조도보다 어두울 경우에만 조명이 들어오게 하는 기능

주변 조도는 시간대, 일사량, 날씨, 계절에 따라 변화하므로 설치공간의 특성에 맞게
조명이 필요한 주위 조도를 관리자가 설정하는 기능

총 5단계 조절

조명이 필요한 검출 물체의 이동속도 
설정기능
관리자가 설정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검출하면 점등되지 않음
ex) 선풍기, 환풍기의 날개

관리자가 설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를 검출하면 점등되지 않음
ex) 바람에 의한 커튼/블라인드 등의 움직임, 떨어지는 나뭇잎 등

설치 환경에 적절한 속도의 움직임에만 점등되므로 불필요한 조명 방지

총 5단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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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POWER SAVER

쉽고 편리한 기능 설정
단 3개의 버튼으로 모든 기능들을 설정/변경

4-digit 디스플레이로 눈으로 보면서 설정/변경

원격조정 무선리모컨(선택)

Zigbee 무선통신하는 스마트센서
파워세이버에 암호화된 Zigbee를 내장하여 설치된 파워세이버간 무선통신 실현

Zigbee 통신 유효거리 50M 이하

각각의 파워세이버에 연결된 모든 조명들이 동시에 점등되므로 주차장, 가로등, 공원 등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는 환경에 적합한 기능

주차장, 공원, 도로 등에 다수의 파워세이브를 설치한 경우, 사람이나 자동차 동선에 
적절하게 파워세이버를 그룹핑 해두면 동작 검출한 첫번째 파워세이버와 그룹핑된 
다른 파워세이버들간 Zigbee 통신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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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기요금 절감 효과 (전기요금 1KW = USD0.20 기준)

연간 CO²배출량 절감 효과

일 평균 12시간 점등기준, 연간

일 평균 12시간 점등기준, 연간

램프갯수 조명종류
POWER SAVER 사용 전

POWER SAVER 사용

절감효과 80% 절감효과 50% 절감효과 30%

전기사용량
KW

 전기요금
USD

전기사용량
KW

 전기요금
USD

전기사용량
KW

 전기요금
USD

전기사용량
KW

 전기요금
USD

1
EA

LED / 18W 79 16 16 3 39 8 55 11

형광등 / 32W 140 28 28 6 70 14 98 20

백열등 / 60W 263 53 53 11 131 26 184 37

50
EA

LED / 18W 3,942 788 788 158       1,971 394 2,759 552 

형광등 / 32W 7,008 1,402 1,402 280 3,504 701 4,906 981 

백열등 / 60W 13,140 2,628 2,628 526 6,570 1,314 9,198 1,840 

300
EA

LED / 18W 23,652 4,730 4,730 946 11,826 2,365 16,556 3,311 

형광등 / 32W 42,048 8,410 8,410 1,682 21,024 4,205 29,434 5,887 

백열등 / 60W 78,840 15,768 15,768 3,154 39,420 7,884 55,188 11,038 

1,000
EA

LED / 18W 78,840 15,768 15,768 3,154 39,420 7,884 55,188 11,038 

형광등 / 32W 140,160 28,032 28,032 5,606 70,080 14,016 98,112 19,622 

백열등 / 60W 262,800 52,560 52,560 10,512 131,400 26,280 183,960 36,792 연간 전기요금 및 
CO²배출량 절감 효과
CO²배출량 vs 1KWH : 0.48KG
1KW 전력을 1시간동안 사용하면 약 0.48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 됩니다

필요한 나무 수 vs CO²1KG : 0.31그루
1KG의 CO²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나무 0.31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램프갯수 조명종류
POWER SAVER 사용 전

POWER SAVER 사용

절감효과 80% 절감효과 50% 절감효과 30%

CO²배출량
KG

 필요나무수량
EA

CO²배출량
KG

 필요나무수량
EA

CO²배출량
KG

 필요나무수량
EA

CO²배출량
KG

 필요나무수량
EA

1
EA

LED / 18W 38 12 8 2 19 6 27 8

형광등 / 32W 68 21 14 4 34 11 47 15

백열등 / 60W 127 39 25 8 64 20 89 28

50
EA

LED / 18W 1,906 591 381 118 953 295 1,334 414

형광등 / 32W  3,389  1,051 678 210 1,695 525 2,372 735

백열등 / 60W  6,355  1,970 1,271 394 3,177 985 4,448 1,379

300
EA

LED / 18W 11,438  3,546 2,288 709 5,719 1,773 8,007 2,482

형광등 / 32W 20,334  6,304 4,067 1,261 10,167 3,152 14,234 4,413

백열등 / 60W 38,127 11,819 7,625 2,364 19,064 5,910 26,689 8,274

1,000
EA

LED / 18W 38,127 11,819 7,625 2,364 19,064 5,910 26,689 8,274

형광등 / 32W 67,781 21,012 13,556 4,202 33,891 10,506 47,447 14,709

백열등 / 60W 127,090 39,398 25,418 7,880 63,545 19,699 88,963 2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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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세이버가 필요한 곳
건물
빌딩, 공장, 관공서, 학교, 병원, 사무실, 복도, 계단, 회의실, 강당, 창고, 지하실 등

주차장
건물주차장, 지하주차장, 야외주차장 등

가로등
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빌리지, 골목길, 범죄 다발생 지역

유원지
리조트,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등

공원
일반공원, 강변공원, 체육공원, 산림공원, 야영장 등

모델명 입력 출력 출력형식 사용램프

HSI-A265-AR AC AC AC On/Off 형광등, LED, 백열등, 메탈, 수은

HSI-A265-AD AC AC AC Dimming 백열등, 할로겐

HSI-A265-DD AC DC DC Dimming LED

HSI-A265-DA AC DC 0~10Vdc 출력 LED(SMPS)

HSI-A265-RA AC 접점 Relay A 접점 접점출력(신호)

모델 소개

검출센서 Microwave Sensor 10.525Ghz

검출거리 중앙 : 15m  좌, 우 : 4 ~ 6m

검출각도 좌, 우 : 150도   상, 하 : 120도 

센서간 무선통신 Zigbee 2.4GHz 

센서간 통신 거리 50m 이하(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짐)

무선리모컨 선택사양

표시방식 7 Segment LED Display

입력전원전압 100 ~ 240Vac / 허용전압변동범위 85 ~ 110%

입력 주파수 50 ~ 60Hz 

소비전력 150mW

절연저항 100MΩ 이상(입력, 출력 500V)

내전압 3KV(입력, 출력 1분 10mA)

제품중량　 약 150g

외형치수　 W : 69mm   H : 82mm   D : 44mm

외관 케이스 ABS 난연성 소재 (125℃ 열 내구성 )

인증현황 CE, KC, ROHS

사용주위온도　 -10 ~ 55℃ (단, 결빙하지 않을 것)

사용주위습도　 상대습도 35 ~ 85% RH

사용주위환경　 부식성 가스가 없을 것

Specification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면 인덕1길 131 106호 (경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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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UN ENERGY TECHNOLOGY
www.haeun-energy.com

하은에너지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