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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이드 
 

설치 전 주의사항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제품 파손을  미리 막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 AC 220V(교류) 전원에 절대 연결하지 마십시오. 

● 직류전원공급장치의 전선 연결 시 AC전원 Inlet(120~220V)과 

Outlet(5~12V) 연결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십시오. 

☞ 과전류로 인한 제품파손, 화재, 감전의 위험을 유발합니다. 

주의 
● LED 전원(전선) 연결시 +,- 극성을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하십시오. 

   ( 백색: ( -DC )극, 백색+적색: ( +DC )극 ) 

   무극성 LED Module Type일 경우 극성이 바뀌어도 됩니다. 

   ☞ 반대 극성 연결시 점등이 안되며, 제품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LED 직렬 최대 연결 수량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십시오. 

   ( 직렬 최대 연결수량: 50EA) 

   ☞ 과전류로 인한 제품파손 및 휘도저하로 인한 얼룩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LED와 직류전원공급장치 DC출력단 사이의 전선(Cable)길이는 허용범위를 초 

   과하지 마십시오. 

   ☞ LED와 직류전원공급장치 사이 10M이내 사용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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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공 구 : 와이어 스트립퍼, 스크류 드라이버, 전기드릴, 실리콘(건), 

니퍼, 절연 테이프, 압축튜브,  

   - 자 재 : 채널(높이:100~120mm), LED Module, 연결전선, 부싱 

● 설치 권장 사양 

   - 채널 입체 높이 : 100mm ~ 120mm 

   - Cover 권장 사양: 광학산 PC, LED 전용 아크릴 

 
- 채널문자의 흠집 및 파손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널문자 내부표면에 이물질 및 기름기 등을 걸레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주의!) LED Module 부착 시 이물질로 인하여 양면테이프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채널문자 내 LED 설치 간격을 설정하고, LED Module 뒷면의 양면 테이프의 

이면지를 제거 한 후 채널 바닥면에 부착 하십시오. 

- 추가 연결 시 같은 극성끼리 연결하고 압축튜브를 이용하여 절연 및 방수에 

대비하십시오. 

 

- 직류전원공급장치 전원 연결용 구멍을 드릴로 작업하십시오. 

[참고] 전원 연결용 구멍은 중앙 위측과 하단부에 전선 토출구를, 하단부에는 

배수용 구멍을 작업 하십시오. 

주의!) 직류전원공급장치 전원 연결용 구멍 작업 후 부싱을 삽입하고 전선을 

연결하십시오. ( 철판에 의한 누전방지 )   

 

- LED와 직류전원공급장치 DC 출력단을 전선으로 연결 하십시오. 

- LED와 직류전원공급장치 DC 출력단의 전선(Cable)은 최대한 짧게 사용 

     하십시오.  

     ( 전선 길이가 5M 초과시 본사와 기술 상담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직류전원공급장치에 AC 상용 전원을 연결하여 주십시오.(L,N,    )   

 

- 직류전원공급장치의 AC220V 전원을 인가하여 LED의 점등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참고] 점등이 안되면 AC, DC 전원 연결상태, DC 전원 극성을 확인 하십시오. 

 

- 전선 끝단 처리는 방수 처리 후 마감하십시오.  

(실리콘 도포 및 압축튜브 이용) 

- 채널 CAP을 덮고 고정 시켜 주십시오. 

 

 

LED Channel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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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Channel(쟌넬 또는 채널)설치 시 전선의 굵기와 길이에 따른 저항 값과 LED  

Module의 전압과의 관계를 잘 알고 설치하면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 적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선 굵기에 따른 도체 단면적과 저항 값 

 

AWG Number Ф [Inch] Ф [mm] Ф [mm2] RES [Ohm/m] 

6 0.162 4.11 13.3 0.00130 

7 0.144 3.66 10.5 0.00163 

8 0.128 3.26 8.36(8.0) 0.00206 

9 0.114 2.91 6.63 0.00260 

10 0.102 2.59 5.26(5.5) 0.00328 

11 0.0907 2.30 4.17 0.00413 

12 0.0808 2.05 3.31(3.5) 0.00521 

13 0.0720 1.83 2.62 0.00657 

14 0.0641 1.63 2.08(2.0) 0.00829 

15 0.0571 1.45 1.65 0.0104 

16 0.0508 1.29 1.31 0.0132 

17 0.0453 1.15 1.04 0.0166 

18 0.0403 1.02 0.823 0.0210 

19 0.0359 0.912 0.653 0.0264 

20 0.0320 0.812 0.518 0.0333 

 

 

                                                                                                                                                              

 

 

 

 

 

LED Module 배선과 전압의 관계 

100mm 

18 A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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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의 개수에 따른 전압 강하 

 

   1. 적용 모듈 : 0.72W 모듈(12V 0.06A)을 100mm 간격으로 연결된 모듈 (그림 참조) 

   2. 모듈 개수 별 전압강하 공식: 모듈 간격(10Cm) 당 저항 → ⓐ 

                                 모듈 당 전류 : 0.06A → ⓑ로 표시함 

      한쪽 선 전압강하 = (ⓐ x 1 x ⓑ) + (ⓐ x 2 x ⓑ) + ~~ + (ⓐ x n x ⓑ) 

                       = (1 + 2 + 3 + 4 + ~~ + n) x ⓐ x ⓑ 

                       = (1 + n) x n ÷ 2 x ⓐ x ⓑ 

   3. 모듈 개수 별 양 끝단의 전압강하 : (1 + n) x n ÷ 2 x 0.0021 x 0.06 x 2(양쪽선) 

모듈개수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70개 80개 90개 100개 

전압강하 0.014 0.053 0.117 0.207 0.321 0.461 0.626 0.816 1.032 1.273 

전체전류 0.6 1.2 1.8 2.4 3.0 3.6 4.2 4.8 5.4 6.0 

 

● 인입선 길이에 따른 전압강하 

    

모듈 수량별 m당 전압 강하 : ⓑ x n x 0.021 x 2(양쪽선) 

모듈개수 30개 40개 50개 60개 80개 100개 150개 200개 250개 300개 

1m(V) 0.076 0.101 0.126 0.151 0.202 0.252 0.378 0.504 0.630 0.756 

3m(V) 0.227 0.302 0.378 0.454 0.605 0.756 1.134 1.512 1.890 2.268 

5m(V) 0.378 0.504 0.630 0.756 1.008 1.260 1.890 2.520 3.150 3.780 

7m(V) 0.529 0.706 0.882 1.058 1.411 1.746 2.646 3.528 4.410 5.292 

10m(V) 0.756 1.008 1.260 1.512 2.016 2.520 3.780 5.040 6.300 7.560 

 

1. 인입선의 굵기에 따른 전압 가중치 : 

     위의 테이블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하면 인입선의 굵기에 따른해당 모듈 개수 /      

     길이의 전압강하 값이 됩니다. 

선 굵기(AWG) 17 AWG 16 AWG 15 AWG 14 AWG 13 AWG 12 AWG 11 AWG 10 AWG 

단면적 (mm2) 1.04 1031 1.65 2.08 2.62 3.31 4.17 5.26 

저항값(Ω) / m 0.0166 0.132 0.014 0.0083 0.0066 0.0052 0.0042 0.0033 

전압 가중치 0.791 0.629 0.495 0.395 0.314 0.248 0.200 0.157 

예를 들면 14 AWG를 사용하고 인입선 길이가 5M 이며 LED 모듈을 50개 사용할 

경우의 인입선에 의한 전압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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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V(18AWG의 값) x 0.395 (14AWG 가중치) 

= 0.25V로 전압 강하량이 줄어듭니다. 

2. 여러 Block의 모듈군을 하나의 직류전원공급기(SMPS)로 전원을 공급할 경우에 

   는 인입선에 흐르는 전류량이 그 만큼 늘어나므로 늘어난 만큼의 인입선의 가 

   닥의 수를 늘리든지 또는 인입선을 그 만큼 굵은 선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전압강하가 너무 크게 되면 LED 모듈에 공급되는 전압이 낮게 되어 모듈이 제 

대로 밝기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입선의 길이를 가능하면 짧게 하여  

전압강하를 적게 하십시오. 

4. Channel이 아주 커서 수 KW의 전력이 소요되고, 설치 환경에서 모듈 인입선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전압강하를 줄이기 위해 아주 굵은 선으로 배선을 해야 하는 

데, 이럴 경우에는 배선의 비용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 광고용 Channel(쟌넬)의 설치시의 바람직한 구성 

     

1. 상기와 같이 전류가 많아지고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압강하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LED 모듈까지 도달하는 전압이 낮아서 LED 불완전 동 

       작합니다.  

    2. 상기의 예와 같이 배선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인입선의 전압강하만큼 공급전압을 높여서 해결할 경우 전력효율이 떨어지며 또  

       한 그 만큼의 추가 SMPS가 필요할 경우도 발생합니다.(추가 비용 발생) 

    4. 직류전원공급기(SMPS) 설치 시 방수처리등을 위하여 외장함을 설치하는 등의 별 

       도의 자재 비용과 작업비용이 추가 됩니다. 

    5.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류전원공급기(SMPS)를 Channel외부  

       가까이에 최대한 가까이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와 자재비용 및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 Channel 내부에 SMPS 및 LED Controller를 설치하여 전선의 길이를 

       줄이고자 함은 전압강하와 자재 및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추후 A/S 발생 

       시 Channel을 분해 해야 함은 물론 설치 위치에 따라 크레인등 대형 장비를 필 

       요할 수 있어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 듭니다.  

a. SMPS 및 LED Controller는 최대한 Channel에 가깝게 설치 

b. A/S 발생 시 손쉽게 교체 할 수 있도록 손에 닿는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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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이란? 

   효율의 의미는 입력에너지 대비 사용되어지는 출력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SMPS에서 설명하자면 

   효율 = 출력전력(watt) ÷ 입력전력(watt) x 100  → ⓐ 

   의 값으로 나타내며 그 단위는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출력 12V 4.2A (50W) 의 SMPS의 출력에 정격부하 (12V 4.2A)를 연결하여 

사용했을 때 그 입력전력이 60W가 소요되었다면 그 때의 SMPS의 효율은 

출력전력 = 12V x 4.2A =50.4W 이므로 

효율 = 출력전력 ÷ 입력전력 x 100 = 50.4W ÷ 60W x 100 = 84.0%가 됩니다. 

   

  여기에서 출력에 부하를 적게 사용하여 출력이 적어지게 되면 변환 손실도 적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SMPS 자체의 발열도 적게 됩니다. 

  예를 들면 12V 50W SMPS에 1W LED 모듈을 30개만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면 출력 

  전력이 30W(30개 x 1W)가 되므로 그 효율이 일정하다고 하면 

  입력전력은 30W ÷ 84.0 x 100 = 35.7W 가 되므로  → ⓑ 

  변환손실 = 35.7W – 30W = 5.7W가 되어 50W 부하시의 9.6W 보다 적은 열이 발생 

  합니다. 

   

통상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정격의 최대 70 ~ 80% 정도의 부하를 연결하여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의 식은 앞의 효율공식ⓐ 에서 입력전력 = 출력전력 ÷ 효율 x 100(Watt)가 됩니다.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와 입력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