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시는 분의 위해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 주셔야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의 사항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파손·감전·발연·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DC12V의 전원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AC 전원에는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AC INPUT

본제품에 전원이 인가되어 작동중일때 
연결하거나 절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각 직렬연결에 연결가능한 모듈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수량 이상 점등시 
과부하가 발생되어 발연 및 화재의 
위험있습니다.

SMPS의 출력단과 첫번째 모듈 사이에 
사용되는 연장선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 굵기가 너무 얇으면 일부분의 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SMPS의 출력단과 첫번째 모듈 사이에 
사용되는 연장선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전선규격안내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본제품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이용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고온(85도이상)이 되는 장소
·지나치게 습도가 밀집되는 장소나 먼지가 
   많은 장소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나 큰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장소

옥외에서 설치하실 때는,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은 날은 삼가해 주시고, 수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제품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해나 개조한다
·억지로 잡아 당기고, 비튼다
·LED 램프를 날카로운 도구로 찌른다
·LED 램프 위에 본드나 실리콘을 바른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설치전 준비할 사항

설치될 장소를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1. 채널의 내부를 닦아 주십시오 2. 전선용 구멍을 뚫습니다 3. 반드시 부싱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채널 내부의 먼지, 기름기, 수분을 닦아 주십시오. 깨끗하지 않은 표면에는 3M양면테이프가 잘 붙지 않습니다.

2. SMPS와 연결될 전선이 통과할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3. 부싱이 없으면, 구멍이 뚫린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질 수 있으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최적의 조도를 위해 채널 내부는 백색으로 도장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자재필요한 도구

와이어너트, 케이블타이, IDC커넥터, VCTF 전선, 실리콘피복가위, 전동드릴, 드라이버,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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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특성

제품규격

SLIM N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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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높이와 폭에 따라 배열하는 간격이 다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조명을 연출하십시오. 만약 배열 
간격이 채널높이에 비해 너무 넓으면 채널의 일부가 어두워지거나 표면의 빛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듈 간격 및 채널 높이

Show Case의 크기에 따라 STAR SLIM N050을 배열 하십시요

주의
SMPS의 출력단으로부터 
첫번째 모듈까지의 연장 
리드선을 최대한 짧게 
유지하십시오.

각 직렬연결마다 연결가능한 모듈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수량 이상 사용하시게되면,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모듈의 
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하가 발생되어 제품 및 SMPS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연결

Power Supply

AC Input

DC Output

SHOW CASE

FRONT VIEW SIDE VIEW

1개의 직렬 연결에 최대 2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용될 길이가 

2M모듈이 넘는다면, 다른 연결을 병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원공급장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리드선은 전원공급장치의 

출력전류의 용량에 맞춰 규격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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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미리 산출된 도면에 따라 SMPS의 용량에 
맞춰 채널을 분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원을 
인가하여 모두 점등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SMPS와 연결하기 전에, 연결부분마다 
리드선끼리 극성이 맞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전원과 연결하여 점등시험을 합니다

실리콘 사용시 : 실리콘으로 모듈의 주위에 도포하여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때, 램프부분에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와이어너트

2. 3M 양면테이프를 벗긴 다음 붙입니다

1단계에서 산출된 도면에 따라 해당위치에 모듈을 
배열합니다. 뒷면 양면테이프의 이형지를 벗긴후 
설치될 위치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부착시 단단히 눌러 
고정하십시오.

주의
제품을 고정시킬때, LED 램프를 직접 누르지 
마십시오.

채널내부와 단락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리드선의 
끝부분을 와이어너트, 또는 실리콘으로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3. 리드선 끝부분은 방수처리를 합니다

설치 가이드 1. 예상 수량, 배열 간격 및 위치를 산출하십시오.

채널폭

채널 입체(또는 두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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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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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사인 전체, 또는 일부분이 
점등되지 않습니다.

SMPS와 첫번째 모듈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리드선간의 극성이 잘못 연결되어, 
역전압방지회로가 동작하기 때문에 점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SMPS와 모듈의 적색선끼리, 
백색선끼리 연결해야 합니다.

SMPS 출력단의 전압을 계측기로 측정해서,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24.0VDC ± 0.5VDC입니다. 출력단의 전압이 나오지 않을경우 전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압이 나오는 경우 상담하기전에 SMPS로 AC전원이 
입력되는 부분의 연결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C입력선이 SMPS의 접지단자에 연결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SMPS가 작동하지 않을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점등이 안됩니다.

SMPS의 입력단자에 AC가 공급되지만 LED 모듈이 점등되지 않을 경우, SMPS와 모듈 및 
채널 내부에 단락이 있어서 점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락 발생시 SMPS의 보호회로가 
작동되어 약 1분간 작동이 되지 않으니, 입력전원을 차단후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600W와 1000W의 경우 작동램프가 있어 작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W와 60W, 
120W는 램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출력전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점등이 안될경우

연결된 제품의 중간 부분에 극성이 잘못되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점등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의 차이는 극성이 잘못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 와이어너트나 커넥터로 연결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색 리드선끼리, 백색리드선끼리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된 제품의 시작부분은 
점등되지만 나머지 부분이 
점등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점등이 됩니다.

S-LED 모듈은 중간에 한개가 오작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모듈은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점등이 되지 않는 모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모듈 한개만 점등이 되지 
않습니다.

리드선 하나에 직렬로 연결된 모듈수가 허용된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의 모듈에는 
전압이 낮아져 조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SMPS의 출력선을 연장하여 사용할때, 지정된 
길이 이상 사용하면 전류치가 낮아져 조도가 낮아집니다. 

전부 점등이 되지만 일부분이 
어둡습니다.

채널 입체가 너무 낮거나, 모듈 중심간격이 너무 멀게 배열되었습니다. `2`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점등이 되지만 어두운 부분이 생겨 
얼룩이 보입니다.

채널 표면의 아크릴이 LED 전용이 아닙니다. 광확산PC와 같은 LED 전용 커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얼룩이 보입니다.

하자발생시 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