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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가이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NC LED 전 제품은 생산과정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후 출하 되므 

로 제품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취급 및 시공상의 문제로 문제해결 가이드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주의 사항 

 

● LED Module을 AC220V 또는 110V 교류 전원에 절대 연결하지 마십시오. 

● LED Module이 무극 Type과 유극 Type이 있으므로 극성(+ , -)을 주의하여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 직렬 최대 연결 수량(50EA)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직류전원공급기(SMPS)와 LED Module간의 거리는 최대 10M이상이 되지 않 

   도록 하십시오. 

● 직류전원공급기(SMPS)와 LED Module간의 전선 굵기는 전원케이블규격표를 

   참고하십시오. 

● 직류전원공급기(SMPS)는 외부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방수케이스와 동반 설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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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전원공급기(SMPS)에는 접지단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접지시켜야 합니다. 

 

● 한 두개의 LED Module이 채널 바닥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 떨어진 LED Module을 양면테이프와 실리콘으로 고정하십시오. 

   양면 테이프만 사용하시면 기온에 따라 LED Module이 채널 바닥에서 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실리콘 코킹을 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한 두개의 LED Module이 불량인 경우 

☞ 극히 드문 경우이나 취급 중 접촉 불량으로 LED Module자체에 불이 들어오 

   지 않을 경우 그 Module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 전선 연결 부위 불량 

☞ 전기적인 충격을 받지 않은 한 여러 개의 LED Module이 한꺼번 

   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라인의 Module이 빛이 안아오는 경우는 전선 연결의 

   문제 입니다. 전선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PS 불량 문제 

☞ 여러대의 SMPS를 사용한 경우 그 중 한 SMPS에 연결된 Module 

   에서만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SMPS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 

   여, 교체 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후 빛이 잘 연출되다가 갑자기 한 부분에서 그림자가 질 때 

한 글자 혹은 큰 글자의 한 획 전체에 문제가 생길 때 

LED Module 전체의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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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연결 불량 

☞ 전기적인 충격을 받지 않은 한 여러 개의 LED Module이 한꺼번 

   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선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PS 불량 문제 

☞ 전선 연결의 문제가 아닌데도 빛이 나오지 않는다면 SMPS의 정 

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 하시기 바랍니다. 

 

● SMPS 용량 부족 

☞ 빛이 꺼졌다가 켜지는 현상이 있으면 SMPS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일 수 있으니 적정 용량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누전이 있는 경우 

☞ 누전 발생 시 일차적으로 SMPS가 전원을 차단 시키며, 누전부위 

   를 수정하고 전원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사고를 사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직렬 연결 수량확인 

☞ LED Module의 직렬 연결 수량이 많아 질수록 전압 강하가 생겨 

   휘도(조도)가 떨어 질수 있습니다. 

   LED Module 직렬 연결 수량(1구: 50EA, 2구: 50EA, 3구:50EA)이 

 넘지 않았는지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별 휘도(조도) 차이가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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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Module 배선과 전압관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각 SMPS 전압이 DC 12V가 아닐 경우 

☞ 전압이 일정하지 않고 서로 다를 경우 휘도(조도)가 달라 집니다.   

 채널 별로 사용하는 SMPS가 다를 경우 전압테스터기를 사용하여 

   SMPS에서 DC 12V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채널 높이와 LED Module 간격 확인 

☞ 채널 높이가 낮을 시 LED Chip의 도트가 보이며, 높을 시 휘도(조 

   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 80mm~120mm 적정 ) 

☞ 각 LED Module Type 별로 적정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일정하 

   지 않을 시 얼룩이 져 보일 수 있습니다. 

※ 충분한 밝기가 나오지 않을 시 LED Module 설치간격을 밀착하여 

   재설치 하시길 바랍니다. 

    

● 채널 내 이물질 또는 배선 여부 확인 

☞ 채널 내에 이물질이 있을 시 음영이 져 얼룩이 져 보일 수 있습니 

   다. 채널 내 이물질이나 배선을 깔끔히 처리 하여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등 시 밝기가 얼룩이 졌을 때 

RGB Module 취급 시 문제 해결 



 

 
본사: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0-1 미래빌딩 4 층   TEL: 02-474-8581, FAX: 02-477-8581,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6-17    TEL: 070-8277-4272, FAX: 031-595-8028   

홈페이지: http:// www.ncled.co.kr   웹하드: webhard.co.kr  ID:led01,  PW:led01 

 

※ RGB Module 설치 시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배선 

연결에 있습니다. 배선 연결에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RGB 컨트롤러와 Module의 배선 연결 확인 

 

☞ 컨트롤러의  DC입력단자(V+,V-)와 SMPS와의 극성 연결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극성이 바뀌었을 시 컨트롤러 

   와 Module에 영향을 주어 고장을 일으킵니다.) 

☞ 컨트롤러의 DC출력단자(R,G,B,Com)와 RGB Module과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연결이 바뀌었을 시  

   원하는 연출 빛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러와 Module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의 Channel당 Moduled의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시길 바랍니다. (컨트롤러 사양서 참조) 

 

● RGB Module의 직렬 배선 연결 확인 

☞ RGB Module을 서로 직렬 연결 하였을 시 R, G, B, Com 4가지 

   극성이 바뀌었을시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Module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극성을 바로 연결 하시길 바랍니다. 

 

● RGB Module의 불량 여부 확인 

☞ RGB Module의 Com( + ), R( - ), G( - ), B( - )의 극성을 가지고 있 

   습니다. RGB Module을 SMPS의 DC전원 Outlet의 ( + )에 Com을 

   연결하고 R, G, B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 - )에 연결하여 빛이 나오 

   는 지 확인하십시오. R, G, B의 빛이 모두 들어온다면 컨트롤러를 

   교체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