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FICATION for NCP Series Modules 

본사: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0-1 미래빌딩 4층 TEL: 02-474-8581, FAX: 02-429-8581 
1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6-17  TEL: 070-8277-4272, FAX: 031-595-8028 
2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344-2 TEL: 070-4367-0071, FAX: 070-8233-2777 
기업부설 연구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벨리 1709호 
TEL: 070-4367-0301, FAX: 02-6443-4272 
 

▣ Model No. NCP4-W 

제품명 [NCP4 - W] Square type   

지원색상 W R G B Y 

구동 전압 DC 12V       

소비 전력 / 소비전류 1.44 W,  120mA        

LED 사양 120°  Viewing angle, 50,000hr rated life,  made in Korea  

모듈당 조도(mcd)  24,000  8,400  14,400 3,200 8,400 

모듈당 조도(lm) 72 25 43 10 25 

파장 452 625 530 460 590 

기본 색온도 (White) 8,500 - - - - 

모듈간 연결방식,  절단가능단위 Wire to Wire Series connection, every module 

추천 채널높이 Min. 80mm       

작동온도 -20°C~ 60°C     

보관온도 -30°C~ 70°C     

방수 등급 IP68       

케이블 사양 awg18, 1007-SPT-1(105°C)   

케이스 재질 및 표면처리 ABS housing + Ductile Epoxy Treatment 

제품사진 

제품규격 및 연결방식 

케이스 규격 : 45L × 45W × 8H mm 

중량 : 15g per module 

LED Pitch : 28mm 

전선길이 : 145mm 

Center to Center : 190mm 

최대 직렬연결수량 : 50 modules 

제품특징 

업계에서 High-end 제품으로 통하는 LED 모듈 시리즈 

· 정전류회로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최대직렬연결수량 50개 

· 무극성회로 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설치가 편리함 

· 혹한 혹서 등의 환경에서도 균일한 광속을 얻기위한 정전류 구동 

· 보증기간 2년 

· 역전압 방지를 위한 회로구성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거의 없음 – RoHS 

· SMD LED 3-Chip (삼성/국내 생산 칩 사용) 

· 방수등급의 최고인 IP68 획득(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테스트 2008년) 

 

제품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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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No. NCP3-W 

제품명 [NCP3 - W]       

지원색상 W R G B Y 

구동 전압 DC 12V       

소비 전력 / 소비전류 0.72 W,  60mA        

LED 사양 120°  Viewing angle, 50,000hr rated life,  made in Korea  

모듈당 조도(mcd) 18000  6,300 10,800 2,400 6,300 

모듈당 조도(lm) 54  19 32 7 19 

파장 452 625 530 460 590 

기본 색온도 (White) 8,500 - - - - 

모듈간 연결방식,  절단가능단위 Wire to Wire Series connection, every module 

추천 채널높이 Min. 80mm       

작동온도 -20°C~ 60°C     

보관온도 -30°C~ 70°C     

방수 등급 IP68       

케이블 사양 awg18, 1007-SPT-1(105°C)   

케이스 재질 및 표면처리 ABS housing + Ductile Epoxy Treatment 

제품사진 

제품규격 및 연결방식 

케이스 규격 : 96L × 15W × 7H mm,        중량 : 13g per module 

LED Pitch : 40mm,  전선길이 : 95mm,  Center to Center : 191mm 

최대직렬연결수량 : 50 modules 

제품사양 

제품특징 

업계에서 High-end 제품으로 통하는 LED 모듈 시리즈 

· 정전류회로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최대직렬연결수량 50개 

· 무극성회로 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설치가 편리함 

· 혹한 혹서 등의 환경에서도 균일한 광속을 얻기위한 정전류 구동 

· 보증기간 2년 

· 역전압 방지를 위한 회로구성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거의 없음 – RoHS 

· SMD LED 3-Chip (삼성/국내 생산 칩 사용) 

· 방수등급의 최고인 IP68 획득(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테스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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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No. NCP3S-W 

제품명 [NCP3S - W]       

지원색상 W R G B Y 

구동 전압 DC 12V       

소비 전력 / 소비전류 0.72 W,  60mA        

LED 사양 120°  Viewing angle, 50,000hr rated life,  made in Korea  

모듈당 조도(mcd) 18000  6,300 10,800 2,400 6,300 

모듈당 조도(lm) 54  19 32 7 19 

파장 452 625 530 460 590 

기본 색온도 (White) 8,500 - - - - 

모듈간 연결방식,  절단가능단위 Wire to Wire Series connection, every module 

추천 채널높이 Min. 80mm       

작동온도 -20°C~ 60°C     

보관온도 -30°C~ 70°C     

방수 등급 IP68       

케이블 사양 awg18, 1007-SPT-1(105°C)   

케이스 재질 및 표면처리 ABS housing + Ductile Epoxy Treatment 

제품사진 

제품규격 및 연결방식 

케이스 규격 : 66L × 15W × 7H mm,        중량 : 10g per module 

LED Pitch : 25mm,  전선길이 : 95mm,  Center to Center : 161mm 

최대직렬연결수량 : 50 modules 

제품사양 

제품특징 

업계에서 High-end 제품으로 통하는 LED 모듈 시리즈 

· 정전류회로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최대직렬연결수량 50개 

· 무극성회로 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설치가 편리함 

· 혹한 혹서 등의 환경에서도 균일한 광속을 얻기위한 정전류 구동 

· 보증기간 2년 

· 역전압 방지를 위한 회로구성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거의 없음 – RoHS 

· SMD LED 3-Chip (삼성/국내 생산 칩 사용) 

· 방수등급의 최고인 IP68 획득(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테스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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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No. NCP2-W 

제품명 [NCP2 - W]       

지원색상 W R G B Y 

구동 전압 DC 12V       

소비 전력 / 소비전류 0.48 W,  40mA        

LED 사양 120°  Viewing angle, 50,000hr rated life,  made in Korea  

모듈당 조도(mcd) 12000 4,200  7,200   1,600   4,200 

모듈당 조도(lm) 36 13 21 5 13 

파장 452 625 530 460 590 

기본 색온도 (White) 8,500 - - - - 

모듈간 연결방식,  절단가능단위 Wire to Wire Series connection, every module 

추천 채널높이 Min. 80mm       

작동온도 -20°C~ 60°C     

보관온도 -30°C~ 70°C     

방수 등급 IP68       

케이블 사양 awg18, 1007-SPT-1(105°C)   

케이스 재질 및 표면처리 ABS housing + Ductile Epoxy Treatment 

Product Image 

제품규격 및 연결방식 

케이스 규격 : 66L × 15W × 7H mm,        중량 : 10g per module 

LED Pitch : 40mm,  전선길이 : 95mm,  Center to Center : 161mm 

최대직렬연결수량 : 80 modules 

제품사양 

제품특징 

업계에서 High-end 제품으로 통하는 LED 모듈 시리즈 

· 정전류회로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최대직렬연결수량 80개 

· 무극성회로 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설치가 편리함 

· 혹한 혹서 등의 환경에서도 균일한 광속을 얻기위한 정전류 구동 

· 보증기간 2년 

· 역전압 방지를 위한 회로구성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거의 없음 – RoHS 

· SMD LED 3-Chip (삼성/국내 생산 칩 사용) 

· 방수등급의 최고인 IP68 획득(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테스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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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No. NCP2S-W 

제품명 [NCP2S - W]       

지원색상 W R G B Y 

구동 전압 DC 12V       

소비 전력 / 소비전류 0.48 W,  40mA        

LED 사양 120°  Viewing angle, 50,000hr rated life,  made in Korea  

모듈당 조도(mcd) 12000 4,200  7,200   1,600   4,200 

모듈당 조도(lm) 36 13 21 5 13 

파장 452 625 530 460 590 

기본 색온도 (White) 8,500 - - - - 

모듈간 연결방식,  절단가능단위 Wire to Wire Series connection, every module 

추천 채널높이 Min. 80mm       

작동온도 -20°C~ 60°C     

보관온도 -30°C~ 70°C     

방수 등급 IP68       

케이블 사양 awg18, 1007-SPT-1(105°C)   

케이스 재질 및 표면처리 ABS housing + Ductile Epoxy Treatment 

제품사진 

제품규격 및 연결방식 

케이스 규격 : 38L × 12W × 7H mm,        중량 : 7g per module 

LED Pitch : 25mm,  전선길이 : 80mm,  Center to Center : 118mm 

최대직렬연결수량 : 80 modules 

제품사양 

제품특징 

업계에서 High-end 제품으로 통하는 LED 모듈 시리즈 

· 정전류회로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최대직렬연결수량 80개 

· 무극성회로 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설치가 편리함 

· 혹한 혹서 등의 환경에서도 균일한 광속을 얻기위한 정전류 구동 

· 보증기간 2년 

· 역전압 방지를 위한 회로구성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거의 없음 – RoHS 

· SMD LED 3-Chip (삼성/국내 생산 칩 사용) 

· 방수등급의 최고인 IP68 획득(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테스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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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No. NCP1-W 

제품명 [NCP1 - W]       

지원색상 W R G B Y 

구동 전압 DC 12V       

소비 전력 / 소비전류 0.24 W,  20mA        

LED 사양 120°  Viewing angle, 50,000hr rated life,  made in Korea  

모듈당 조도(mcd) 6000 2100 3600 800 2100 

모듈당 조도(lm) 18 6 11 2 6 

파장 452 625 530 460 590 

기본 색온도 (White) 8,500 - - - - 

모듈간 연결방식,  절단가능단위 Wire to Wire Series connection, every module 

추천 채널높이 Min. 80mm       

작동온도 -20°C~ 60°C     

보관온도 -30°C~ 70°C     

방수 등급 IP68       

케이블 사양 awg18, 1007-SPT-1(105°C)   

케이스 재질 및 표면처리 ABS housing + Ductile Epoxy Treatment 

제품사진 

제품규격 및 연결방식 

케이스 규격 : 26L × 12W × 7H mm,        중량 : 4g per module 

전선길이 : 70mm,  Center to Center : 96mm 

최대직렬연결수량 : 100 modules 

제품사양 

제품특징 

업계에서 High-end 제품으로 통하는 LED 모듈 시리즈 

· 정전류회로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최대직렬연결수량 100개 

· 무극성회로 구성으로 안정적이며 설치가 편리함 

· 혹한 혹서 등의 환경에서도 균일한 광속을 얻기위한 정전류 구동 

· 보증기간 2년 

· 역전압 방지를 위한 회로구성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거의 없음 – RoHS 

· SMD LED 3-Chip (삼성/국내 생산 칩 사용) 

· 방수등급의 최고인 IP68 획득(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테스트 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