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루스
www.growlight.co.kr

식물재배용 LED조명

친 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위한 차세대조명



1. LED조명의 개요

2. 식물재배 LED조명의 필요성

3. 식물재배용 LED 조명 ?

4. PARUS 식물재배 LED조명의 특징

5. 응용분야

6. 제품소개

PARUS



1. 식물재배 LED조명의 개요

인공조명을 이용한 식물 재배
-에디슨의 시대-

인류는 인공불빛의 발명과 함께 활동장소와 시간의 확장을 통한 끝없
는 발전을 지속하여 왔고 농업이나 축산업 또는 어업분야에도 다양한
응용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였다. 이는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
전구의 130년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농업분야는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LED의 출현과 함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조명은 넓은 파장대의 영역을
가지고 인간의 시각에 맞춰진 조명인 반면, LED는 식물이나 곤충등이
필요로 하는 정확하고 짧은 파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처
럼 정확한 식물재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에 발명된 LED는 미국의 NASA에서 최초로 우주공간에서 식
물을 재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졌고 현재에는 대량 생산에 의한
가격하락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
의 일본에서는 1980 년대부터 시작된 식물 공장이 1990년대에는 LED
를 응용하여 사시사철 무 농약 고품질의 채소와 꽃을 소비자에게 공
급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작물 모종을 생산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것은 물론 공업 재료용 식물, 수목 종묘의 대량 생산, 약용식물,
의료용 식물 원료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LED 조명은 일반적인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필
수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며 많은 응용 분야도 개척 될 것이다.

PARUS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현재의 농업에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LED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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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재배 LED 조명의 필요성

환경 기후의 변화

과도한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이용한 식물재배는 과거의 방법이며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재배 방법이 필요

시대의 요구 - 에너지 절감

친 환경 농업

PARUS
LED 광 처리 기술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365일 생산 가능
기존 사용중인 백열등 대비 80% 이상 에너지 절감하며 수은이나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식물성장이 가능
농약 사용을 줄이고 해충을 방제 할 수 있는 LED 광 기술

현재, 지구는 기후 변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하여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이러한 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

에너지 절감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농업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
2013년 백열등 퇴출

P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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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재배용 LED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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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방사선 범위

가시광선자외선 적외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빛 태양의 방사선은 지구에 직접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산란이나 흡수를 받아 약
300nm ~ 3000nm의 파장 범위가 직접 도달.

인간은 380nm~780nm 영역의 빛을 감지하여 명암과 색채를 구분하며
555nm의 녹색 계열의 빛을 가장 밝게 감지.

식물에 유효한 방사선은 생리 효과 방사선 (300 ~ 800nm)과 광합성 효과
방사선 (PAR : 400 ~ 700nm)
이중 청색 계열과 적색 계열의 빛을 흡수하고 녹색 계열은 반사 시킴
(식물이 녹색을 띄는 것은 녹색을 반사 시키기 때문)

식물의 흡수 스펙트럼

PARUS

P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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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재배용 LED 조명 ?

적용 피크 파장범위 식물의 흡수파장 : 엽록소 작용 (440nm, 655nm), 광합성작용 (430nm, 670nm)
곤충의 감지 파장 : 280nm ~ 580nm
어류의 감지 파장 : 480nm ~ 510nm

파장 (nm) 작용효과

적외선 IR-A 
1400~1000 식물에 대해 특별한 작용은 없음. 열의 영향을 미침.

780 식물에 특별한 신장 효과를 촉진 시키는 파장.

가시
광선

적색

적황색

녹황색

청색

700 발아저지(730), 광합성 작용의 최대 (670)

660 엽록소 작용 최대(655), 발아작용과 잎 배포 화아형성(660) 

610 광합성에 유익하지 않음. 해충방제(580~650)

510 노란 색소에 의한 일부 흡수, 어류 집어(485)

430~440 광합성작용의 최대(430), 엽록소 작용의 최대(440), 해충유인

자외선

UV-A 400 ~ 315 일반적으로 식물의 잎을 두껍게 하는 작용. 색소의 발색 촉진 작용. 해충 유인

UV-B 280 많은 합성 과정에 중요한 작용(면역체 형성). 강하면 해가 됨.

UV-C 100 식물을 급속하게 시들리게 하는 작용.

파장이 식물에 미치는 작용효과

P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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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재배용 LED 조명 ?

식물에 접합한 조명의 밝기 대부분의 조명은 인간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시 감도를 바탕으로 한 단위가
사용되고 있으나, 광합성은 인간이 느끼는 시 감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를 들면, 450nm의 청색 빛의 비시 감도가 0.038, 즉 555nm의 녹색 불빛과 비교하면
같은 에너지라도 4 % 정도 밖에 인간의 시각은 느끼지 않는다. 식물 재배에 필요한
광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의 특성에 부합하는 단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광합성 광양자 밀도 (PPFD) :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각종 식물의 광 포화점과 광 보상점 – 형광램프 기준

재배작물 광 포화점 lx (PPFD) 광 보상점 lx (PPFD) 

토마토, 수박 70,000 lx (847) 3,000 lx (36)

오이 55,000 lx (665) 2,000 lx (24)

완두콩 40,000 lx (484) 2,000 lx (24)

양상추, 피망 25,000 lx (302) 1,500 lx (18)

포도 40,000 lx (484) 400 lx (5)

귤 40,000 lx (484) 200 lx (2.5)

배 40,000 lx (484) 300 lx (3.6)

복숭아 40,000 lx (484) 400 lx (5)

무화과 40,000 lx (484) 1,000 lx (12)

세인트폴리어 5,000 lx (60) 500 lx (6)

난 종류 10,000 lx (121) 300 lx (3.6)

시클라멘 15,000 lx (181) 300 lx (3.6)

인삼 12,000 lx (145) 500 lx (6)

P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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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재배용 LED 조명 ?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조명과 LED조명

의 차이

인간이 시각으로 감지하는 같은 밝기의 인공 조명이더라도 식물에게는 어떠한
조명이냐에 따라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 똑 같은 조건으로 1만 룩스를 비출때, 식물이
흡수하는 정도는 일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LED 식물 재배 조명은 몇 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다. LED는 식물 광합성의 좁은 피크 파장만을 사용하여 최대의
효율을 구현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식물에게 식물의 기준으로 빛을 조사하여 주는 것이다.

태양 백열등 형광등 메탈등 LED - RB LED - R LED - B LED - G LED - Y

PRFD( W m-2)

광합성 방사선밀도
42 45 31 36 210 195 228 26 26

PPFD(umol m-2 s-1)

광합성 광양자 밀도
168 200 121 155 650 942 760 99 11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조명별 PPFD, PRFD
동일한 조건으로 1만 룩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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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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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재배용 LED 조명 ?

구분 목적 작물 종류
PPFD

(umol m-2 s-1)

식물 공장
완전 폐쇄 형 안정 생산 상추, 인삼 등 310

태양광 +인공조명 안정 생산 상추, 특용작물 등 145

종묘 공장 완전 폐쇄형(선반 식) 대량 안정 생산 토마토 등 150

시설 원예

전조재배 개화 통제

국화 0.5~1

딸기 0.2~0.8

카네이션 0.5

보광재배

안정 생산
참나물 70

팬지 모종 20

낙화예방
화훼 12

완두콩 150

착색 체리, 복숭아, 포도 30~250

회복
포도 2

장미 5

예방 오이모종 25

내 성분 제어 시금치 200

병해예방 딸기 등 150

실내 관상 식물 보광재배

폐쇄 환경 관엽식물 7~15

태양+인공조명 화훼 등 70

태양+인공조명 관엽식물 화훼 등 70

식물 재배의 종류와 적용 형태

PARUS

P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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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US 식물재배 조명의 특징

-PARUS 특허 기술의 적용으로 식물의 재배에 최적 파장 제공
-일반 표준 램프 규격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 사용가능
-방수, 방습, 파손/감전 위험 없음
-30, 60, 180 ˚ 조사 방식으로 다양한 설치구조 가능
-장수명/저 전력 사용/적정한 PPFD 60μmol m-2s-1 이상 (10W ~ 60W)
-성장, 병해방지, 해충유인 및 퇴치
-기존 대비 15~2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고 비타민 C 가 3배 정도 증가.

Solar Panel
Solar Controller

Battery

식물재배용 LED Lamp

응용부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식물재배 LED 램프

태양광과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
체 생산한 에너지를 초 절전 식물재배 LED조명
으로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과 농업 경쟁
력을 향상

특허등록기술적용

Growlight.co.kr



PARUS
LED 식물재배용 조명등의 특징

연구결과

LED의 단파장을 이용한 식물성장과정에 대한 광선의 최적 파장 도출.
식물성장에 있어서 엽록소형성과 광합성작용의 최적의 작용 스펙트라를 발견하여
LED 조명을 통하여 구현.

ⅰ)광합성 : 최대율은 적색광의 670nm, 두 번째 최대치 청색광의 430nm  
ⅱ)엽록소합성 : 최대치는 적색광의 655nm, 두 번째 최대치 청색광의 440nm

재배시설

식물재배 조명 설치 사례

-화훼류 : 국화, 장비, 카네이션, 안개초, 거베라, 백합, 난, 나리등
-채소류 :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시금치, 상추, 들깻잎, 가지, 피망등
-과채류 : 딸기, 수박, 참외, 호박, 무화과등
-과수 : 포도, 감귤, 기타
-근채류 : 당근, 생강, 무우, 기타 -특수작물 : 버섯, 인삼, 이끼, 더덕등

PARUS의 기술부분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 보유
-LED 조명을 이용한 식물재배 원천 발명 특허 보유
-다양한 파장의 LED와 등기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보유
-LED 발열처리 특허 기술 보유

PARUS의 검증부분
-PARUS 연구소에서 자체 실험을 통하여 시험재배.
-농업 연구소 및 대학과의 공동 실험
-일본, 유럽, 미국 등의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여 현재 사용 중

적용대상 작물

특허등록기술적용

P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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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US
식물재배 LED 조명등의 특징특허등록기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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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장 광합성 작용 파장

광합성의 최대인 피크파장만을 사용
식물의 흡수 피크파장 : 엽록소 작용 (440nm, 655nm), 광합성작용 (430nm, 670nm)
곤충의 감지 파장 : 280nm ~ 580nm
어류의 감지 파장 : 480nm ~ 510nm

파장의 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
-파장의 조합으로 성장/신장/개화/발아/배포/화아/면역등의 최적 조건 구성
-식물의 성장과 함께 해충방제(모기, 파리, 진딧물 등)
-식물의 성장과 함께 병해 방지(딸기의 흰 가루병 등)
-적용되는 식물에 맞춤형 파장 제공

PARUS

P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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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US
LED 식물재배용 제품 특징 비교

구분
PARUS 식물재배

LED조명
일반 LED조명 삼파장 (장미전구) 할로겐램프 백열전구

식물생장 효율
최대효율

(최적 파장 사용)
미량 미량 미량 미량

소비전력(W) 3W ~ 120W 3~15W 20W 50W 60~100W

수명(시간) 50,000시간 50,000시간 3,000~6,000시간 2,000시간 1,000시간

조사방향 넓은 면적 균일조사 단면적 적은 면적 단면적 넓은 면적

해충퇴치 해충퇴치 파장 적용 Ｘ Ｘ Ｘ Ｘ

광량 유지율
광량변화 적음
(반도체광원)

발열량에 따라 저하됨 시간에 따라 저하됨 (빠름) 시간에 따라 저하됨 (빠름) 시간에 따라 저하됨 (빠름)

램프발열
특허발열기술로
상온 +15℃

72℃ 100℃ 300℃~ 150℃

화재폭발위험 폭발위험 없음 폭발위험 없음 ○ ○ ○

스펙트럼 특성
지속적인 적색, 청색, 

보라색
백색, 노란색 백색 조금 붉은색 단색광 빨강색

수은함량
(환경오염)

Ｘ Ｘ ○ ○ ○

감전사 위험 감전사 위험 없음 감전사 위험 없음 누전차단기 필요 누전차단기 필요 누전차단기 필요

특허등록기술적용

비교자료

PARUS

Growlight.co.kr



5. 응용분야

식물 성장

개화,발아,절화,

배포,면역,

화아형성등

병해충 방제

유인, 퇴치, 

번식지연, 통제

병해예방 및 치료

환경정화 및 무전원 시스템

광 촉매에 의한 환경정화
(탈취,소독,수질,가스 정화)
Solar 시스템을 이용한 무 전원
자동관리

현재 농업 분야의 문제점

1.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환경문제와 식량난 문제 ?
2.높은 에너지 비용 ? 에너지 절감 ? 
3.생산성 향상 및 차별화 ? 효율 극대화 ?
4.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생산감소 및 소득감소 ?
5.FTA,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생존 경쟁 !

LED조명을 이용한 해결방안

1. 24시간 365일 기상 변화에 관련 없이 생산가능(안정생산)
2. 저비용 고효율(비용은 70%감소, 소득은 20%상승)
3.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농업 경쟁력 재고
4. LED 조명시스템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개발 분야
5. 무 농약 재배 -그린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

해결책

PARUS

Growlight.co.kr



6. 제품소개

PARUS
가정, 사무실, 인테리어, 식품공장

식물공장, 종묘공장, 시설원예
식물성장, 병충해 방제

대량생산, 개화통제, 낙화예방, 
착색, 성분제어

PARUS



PARUSPGL-M03
Grow Spot Light

MR16(할로겐 방식) – 3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MR16, GU10

사용 LED: 1W x 3, Hi-Power PG LED

소비전력: 3.4 Watt

입력전압: DC 12V

LED 파장 : 청색(430nm),백색(470nm), 적색(660nm)
3가지 파장을 조합(BWR, BBW, WWR, RRB, BBR, WW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30 °, 45 °

가정, 사무실, 인테리어 상업공간

LED 식물재배 조명

Growlight.co.kr



PGL-E03
Grow Spot Light

E27(백열등 대체) – 3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1W x 3, Hi-Power PG LED

소비전력: 3.4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청색(430nm),백색(470nm), 적색(660nm)
3가지 파장을 조합(BWR, BBW, WWR, RRB, BBR, WW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45 °

LED 식물재배 조명

가정, 사무실, 상업공간, 시설재배용

Growlight.co.kr

PARUS



PGL-E06
Grow Spot Light

E27(백열등 대체) – 6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1W x 5, Hi-Power PG LED

소비전력: 6.2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청색(430nm),백색(470nm), 적색(660nm)
3가지 파장을 조합(BBWRR, BBWWW, WWWRR, RRRBB, 

BBBRR…)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45 °

LED 식물재배 조명

특징
Hi-Power LED를 사용하여 실내 외의 식물 재배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방열처리 기술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저전력, 고수명 제품.

광합성 작용 파장과 엽록소작용 파장의 피크 파장을
사용하여 식물 육성 시 최대의 효과를 보장

단독 파장과 조합파장의 선택이 가능.

가정, 사무실, 상업공간, 시설재배용

Growlight.co.kr

PARUS



PGL-E15
Grow Spot Light

E27(백열등 대체) – 15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1W x 12, Hi-Power PG LED

소비전력: 15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청색(430nm),백색(470nm), 적색(660nm)
3가지 파장을 조합하여 구성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45 °

LED 식물재배 조명

특징
Hi-Power LED를 사용하여 실내 외의 식물 재배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방열처리 기술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저전력, 고수명 제품.

광합성 작용 파장과 엽록소작용 파장의 피크 파장을
사용하여 식물 육성 시 최대의 효과를 보장

단독 파장과 조합파장의 선택이 가능.

가정, 사무실, 상업공간, 시설재배용

Growlight.co.kr

PARUS



PGL-B07
Grow Bulb Light

E27(백열등 대체) – 7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1W x 6, Hi-Power PG LED

소비전력: 7.8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430nm~440nm, 660nm,670nm

R, B, R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60 °

딸기, 국화, 파프리카 등의 재배
식물 성장, 개화, 발아

시설원예, 식물공장, 종묘공장용

LED 식물재배 조명

Growlight.co.kr

PARUS



PGL-B03
Grow Bulb Light

E27(백열등 대체) – 3W
LED 버섯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0.067W x 45,  Power PG LED

소비전력: 3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버섯의 성장에 필요한 파장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70 °

LED 식물재배 조명

버섯 재배용

버섯의 상 등급품 생산용

Growlight.co.kr

PARUS



PGL-B12
Grow Bulb Light

E27(백열등 대체) – 12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0.067 x 180, Power PG LED

소비전력: 12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430nm~440nm, 660nm,670nm

R, B, R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70 °

LED 식물재배 조명

시설원예, 식물공장, 종묘공장용

Growlight.co.kr

PARUS



PGL-P30
Grow  Panel Light

Panel Light– 15W, 30W, 60W, 120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사용 LED: 0.067W x225,PG LED(300mmx300mm)

소비전력: 15W~120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430nm~440nm, 660nm,670nm

R, B, R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60 °

식물공장, 종묘공장-이끼재배, 인삼재배, 각종 모종 재배

제품크기(mm) : Watt

300 x 300 : 15W

300 x 600 : 30W

300 x 1,200 : 60W

600 x 600 : 60W

600 x 1200 : 120W

LED 식물재배 조명

Growlight.co.kr

PARUS



PGL-B600
Grow Line Light

Line Light - 600mm, 1200mm 연결형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사용 LED: 0.2W, PG SMD LED

소비전력: 6W, 12W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430nm~440nm, 660nm,670nm

R, B, R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20 °

LED 식물재배 조명

특징

직렬 연결형으로 시설작물 상면에
길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음.
알루미늄 구조로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며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견고하고 안전함

시설원예, 식물공장, 종묘공장용

Growlight.co.kr

PARUS



PGL-L600
Grow Line Light

Line Light - 600mm, 1200mm 연결형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사용 LED: 0.067W, PG LED

소비전력: 8 W, 16W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430nm~440nm, 660nm,670nm

R, B, R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20 °

LED 식물재배 조명

특징

직렬 연결형으로 시설작물 상면에
길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음.
알루미늄 구조로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며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견고하고 안전함

시설원예, 식물공장, 종묘공장용

Growlight.co.kr

PARUS



PGL-PFL600,1200
Grow Line Light

Line Light - 600mm, 1200mm 연결형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사용 LED: 1W, Hi-Power PG LED

소비전력: 15W, 30W, 60W, 120W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430nm~440nm, 660nm,670nm

R, B, R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20 °

Hi-Power

LED Grow light

60mm

22mm

시설원예, 식물공장, 종묘공장용

LED 식물재배 조명

Growlight.co.kr

PARUS

우수한 방열 처리로 고출력의 파장 조사가능



PGL-F15
Grow Bulb Light

형광등 대체형 – 15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G13 (1200mm)

사용 LED: SMD Hi-power PG LED

소비전력: 15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430nm~440nm, 660nm,670nm

R, B, RB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60 °

LED 식물재배 조명

특징 : 형광등 대체형
Hi-Power SMD LED를 사용하여 실내 외의 식물 재배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방열처리 기술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저전력, 고수명 제품.

광합성 작용 파장과 엽록소작용 파장의 피크 파장을
사용하여 식물 육성 시 최대의 효과를 보장

단독 파장과 조합파장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

수족관, 시설원예, 식물공장, 종묘공장용

Growlight.co.kr

PARUS



PGL-P3812
Grow Bulb Light

E27(PAR 38) – 12W
LED 식물재배 조명- LED grow light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0.067W x 168, PG LED

소비전력: 12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LED 파장 : 430nm~440nm, 660nm,670nm

R, B, RB (파장 선택가능)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90 °

LED 식물재배 조명

상업인테리어, 시설원예, 식물공장, 종묘공장용

PARUS

Growlight.co.kr



PARUS
LED 해충방제 조명



형태: LED Bulb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1W x 1, Hi-Power LED

소비전력: 1.25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적용파장: 모기 퇴치용 단파장 적용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90 °

모기퇴치용 LED 램프 1W

PGL-E01
Bulb Light

모기 퇴치용

LED 해충 퇴치용 조명

PARUS 모기 퇴치용 LED조명은 모기가 싫어하는 가장 정확한
단파장의 LED를 사용하여 효과가 우수하며 저전력, 장수명

식물성장 파장도 포함하고 있어 식물 성장과 해충 유인 및
퇴치의 이중기능

식충식물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 !
-식충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도우면서 식충식물과 함께
해충을 유인하여 퇴치하는 기능(유인용)

-적용장소 : 가정, 사무실, 식당, 식품 가공 공장등

Growlight.co.kr

PARUS



형태: LED Bulb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0.06W x 42, lamp LED

소비전력: 2.8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적용파장: 파리,모기 퇴치용 단파장 적용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60 °

모기퇴치용 LED 램프 3W

PGL-B03
Bulb Light

파리,모기 퇴치용

LED 해충 퇴치용 조명

PARUS 모기 퇴치용 LED조명은 모기가 싫어하는 가장 정확한
단파장의 LED를 사용하여 효과가 우수하며 저전력, 장수명

식물성장 파장도 포함하고 있어 식물 성장과 해충 유인 및
퇴치의 이중기능

식충식물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 !
-식충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도우면서 식충식물과 함께
해충을 유인하여 퇴치하는 기능(유인용)

-적용장소 : 가정, 사무실, 식당, 식품 가공 공장등

Growlight.co.kr

PARUS



형태: LED Bulb

베이스타입: E27

사용 LED: 1W x 6,hi-power LED

소비전력: 6.8 Watt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

적용파장: 파리,모기 해충 퇴치용 단파장 적용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60 °

해충 퇴치용 LED 램프 7W

PGL-B07
Bulb Light

파리,모기 퇴치용

LED 해충 퇴치용 조명

PARUS 모기 퇴치용 LED조명은 모기가 싫어하는 가장 정확한
단파장의 LED를 사용하여 효과가 우수하며 저전력, 장수명

식물성장 파장도 포함하고 있어 식물 성장과 해충 유인 및
퇴치의 이중기능

식충식물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 !
-식충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도우면서 식충식물과 함께
해충을 유인하여 퇴치하는 기능(유인용)

-적용장소 : 가정, 사무실, 식당, 식품 가공 공장등

Growlight.co.kr

PARUS



형태: LED Bar

사용 LED: hi-power LED

크기 : 300mm, 600mm, 1,200mm

소비전력: 15W, 30W, 60W

입력전압: AC100~245V, 50/60Hz(DC 12V사용)

적용파장: 진딧물 방지 및 식물성장 파장 적용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20 °

진딧물 방지용 LED 램프

PGL-L600
Line Spot Light

진딧물 방지용

LED 해충 방지용 조명

PARUS 진딧물 방지용 LED 조명은 식물의 성장 촉진을 돕는 파장과
진딧물의 번식을 방지하는 파장을 조합하여 사용.
하측에서 상측 또는 측면으로 120도 조사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

Growlight.co.kr

PARUS



형태: LED Bar

사용 LED: hi-power LED

크기 : 600mm, 1,200mm

소비전력: 60W, 120W

입력전압: AC100V ~ 245V

적용파장: 맥류 흰가루병 방지용 파장을 적용

수명: Over 50,000 Hr

조명각도: 120 °

맥류 흰가루병 방지 LED조명

PGL-LD600
Line Spot Light

병해 방지용

식물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흰가루병(Sphaerotheca humuli(de cand.) Burr)
발생을 억제하고 진딧물 방지와 식물 성장에 효과.
(식물성장 파장 + 진딧물 방지파장 + 흰가루병 방지 파장 )

LED 병해 방지용 조명

15°

주의 : 본 제품은 병해를 경감 시키는 것으로 완전 방제를 할 수 는 없습니다.Growlight.co.kr

PARUS



PARUS

Solar Panel

원거리 해충
유인용 LED 광원

해충 유인용 LED 광원과
해충 포집기

PARUS
태양광을 이용한 해충 퇴치 및 포집 시스템

PARUS

PARUS 해충 관리 시스템의 특징
-태양광을 이용한 구성으로 무 전원 방식
-전기와 관련 없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
-365일 자동 관리 시스템 (자가 발전, 자동 전원 ON/OFF)
-해충 유인용 단파장을 사용(포집 해충에 따라 별도 파장 장착 가능)
-반도체 LED 조명으로 장 수명, 저전력 사용
-원거리 유인용과 포집용의 두 가지 조명을 사용하여 넓은 지역 관리가능

PARUS
해충 관리 시스템

구성요소



Sales Network

®

sales@parusonline.com

한국 (천안공장)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112번지 T  041-566-5323         F 041-567-5323
CHINA (R&D)   : Shimao Bldg 7F 717, 1197 WuZhong Rd,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T  86.21.6405.3510    F 86.21.6405.3520
CHINA (Factory)   : 260 Puting Rd, Yexie,  Songjang Dist, Shanghai , China T 86.21.57887071      F 86.21.57887078

PARUS Factory :  S-Korea, Shanghai China

Dealer

㈜파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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