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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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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방지 논슬립몰딩과 고품질 LED조명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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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구현하려는 꿈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아름다운 자연의 빛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의 안전에 접목하고자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LiFi LED는 시대적 요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류공영을 위협하는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물과 구조물의 등장으로 보행자의 안전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 폐사는

보행자의 통로 및 계단, 장애인 램프, 산책로 등에 전부 설치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사의 LiFi LED는 설치만으로도 정전기 방지기능을 탑재하여

순간의 정전기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국 조명산업의 기술발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회사가 될 것 입니다.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LiFi LED 임직원 일동

편리한 공간, 아름다운 공간, 안전한 공간

LED
h t t p : / / w w w . l i f i u . c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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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로드바(LiFi 80NL)

LED 논슬립바(LiFi 50NL)

블럭바(M13)

라인등

LED 직관 램프(안정기 내장형)용 등기구

T8 직관 램프(안정기 내장형)

다운라이트

컨버터(SMPS)

코너형 몰딩(UDAM-40AL)



LED 로드바 LiFi 80NL
라이파이 80NL 하부에 구리선을 삽입하여 데크로드에 머물러 있던 정전기를 제거 하고 6가지 색상의 LED바가

아름다운 데크로드를 연출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알루미늄 본체 사이에 들어가는 LED바는 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가능하지만
지붕구조의 폴리카보나이트 덮개가 틈없이 막아주어 방수가 가능토록 합니다.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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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 정전기 방지 알루미늄 조명 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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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 간편한 설치 및 저렴한 가격
- 다양한 조명 연출 효과
- 보행 중 정전기 방지 기능
- 야간 간접 유도 조명 기능
- 램프 구간 미끄럼 방지 기능
- 다양한 컬러,사이즈 구현 가능
- 특수 알루미늄 채택으로 강성 보강
- 상부 덮개 생활 방수 기능 구조 설계
- 생활 방수 기능 LED 바 채택으로 외부 설치 가능
- 국내/국제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제품 사양

http://www.lifiu.com

색온도

9000K (12V,24V)

6000K (12V,24V)

4000K (12V,24V)

3000K (12V,24V)

RED (12V,24V)

GREEN (12V,24V)

BLUE (12V,24V)

색상

투명 소켓

흰색 소켓

핑크 소켓

노랑 소켓

외형 치수

너비 80mm
높이 25mm

길이 353mm~

방수

생활 방수
※외부 설치 가능

특이사항

- 50mm 단위로 길이 조절 가능

- AL바 지정 컬러 가능

- 마감캡 지정 컬러 가능

- 정전기 전자선 선택

※ 다양한 색상으로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적색

초록

청색

LED 로드바 LiFi 80NL
라이파이 80NL 하부에 구리선을 삽입하여 데크로드에 머물러 있던 정전기를 제거 하고 6가지 색상의 LED바가

아름다운 데크로드를 연출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알루미늄 본체 사이에 들어가는 LED바는 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가능하지만
지붕구조의 폴리카보나이트 덮개가 틈없이 막아주어 방수가 가능토록 합니다.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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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 정전기 방지 알루미늄 조명 몰딩



LED 논슬립바 LiFi 50NL
라이파이 50NL 하부에 6가지 색상의 LED바가 아름다운 데크로드를 연출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알루미늄 본체 사이에 들어가는 LED바는 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가능합니다.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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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 계단 알루미늄 간접조명 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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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 간편한 설치 및 저렴한 가격
- 데크 마감 조명 기능
- 계단 논슬립 기능
- 계단 간접조명 기능
- 보행 중 정전기 방지 기능
- 생활 방수 기능 LED 바 채택으로 외부 설치 가능
- 건축물 비상 계단 소방 유도 기능
- 다양한 컬러, 사이즈 구현 가능
- 국내/국제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제품 사양

http://www.lifiu.com

색온도

9000K (12V,24V)

6000K (12V,24V)

4000K (12V,24V)

3000K (12V,24V)

RED (12V,24V)

GREEN (12V,24V)

BLUE (12V,24V)

색상

투명 소켓

흰색 소켓

핑크 소켓

노랑 소켓

외형 치수

너비 80mm
높이 25mm

길이 353mm~

방수

생활 방수
※외부 설치 가능

특이사항

- 50mm 단위로 길이 조절 가능

- AL바 지정 컬러 가능

- 마감캡 지정 컬러 가능

- 정전기 전자선 선택

※ 다양한 색상으로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적색

초록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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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바 (M13)

- 다양한 조명 연출효과

- 매장사인간판, 디스플레이, 경관조명

- 가구인테리어 등 다양한 조명 연출효과

- 다양한 사이즈의 블럭바를 활용하여

   원하는 대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음

- 국제특허출원
    PCT / KR2013 / 005216

- 국내특허출원
    제 2013-67553호
    제 2014-35022호

- 방송통신기자제사용인증

M13 Block bar

규격/12V용 규격/24V용 24V.색온도 12V.색온도 색상구분 소비전력(W) 방수유무

50mm -

6000K
3000K

9000K 투명소켓 0.6

생활 방수

100mm 100mm 6000K 흰색소켓 1.2

200mm 200mm 4000K 핑크소켓 2.4

300mm 300mm 3000K 노랑소켓 3.6

400mm 400mm RED 적색 4.8

500mm 500mm GREEN 초록 6

1000mm 1000mm BLUE 청색 12

제품 특징

제품 사양 (고급형 / 보급형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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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커넥터 A

엘보 C

전원커넥터 B

엘보 D

연결커넥터

고정클립

연결클립

블럭바 응용사례

블럭바 악세사리

블럭바 연결방법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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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등

구분 소비전력 (W) 입력전압 (V) 색온도 광속 (lm) 광효율 (lm/W) 연색성 (Ra) size (mm)

라인등20

6W 220 6000K / 4000K / 3000K 600 100 80↑ 284×21×31

10W 220 6000K / 4000K / 3000K 1000 100 80↑ 584×21×31

15W 220 6000K / 4000K / 3000K 1500 100 80↑ 884×21×31

20W 220 6000K / 4000K / 3000K 2000 100 80↑ 1184×21×31

구분 소비전력 (W) 입력전압 (V) 색온도 광속 (lm) 광효율 (lm/W) 연색성 (Ra) size (mm)

라인등33

6W 220 6000K / 4000K / 3000K 600 100 80↑ 284×33×34

10W 220 6000K / 4000K / 3000K 1000 100 80↑ 584×33×34

15W 220 6000K / 4000K / 3000K 1500 100 80↑ 884×33×34

20W 220 6000K / 4000K / 3000K 2000 100 80↑ 1184×33×34

열림 잠금열림 잠금

1200mm 기준 직렬 15개 연결    직렬 연결시 1개만 독립적으로 탈부착 가능

라인등20 (T5 등기구 / 라인조명 대체용)

제품 특징

라인등33 (라인조명 대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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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커버 사용 (투과율,내열성)

- 고역율 : (0.9이상)

- PC커버 사용 (투과율,내열성)

- 고역율 : (0.9이상)

-  연결커플러 적용 으로 손쉬운 교체

 라인등65 (일자등 / 주차장등 대체용)

 라인등85 (리폼 / 포밍 /  FPL 대체용)

구분 소비전력 (W) 입력전압 (V) 색온도 광속 (lm) 광효율 (lm/W) 연색성 (Ra) size (mm)

라인등65

25W 220 6000K / 3000K 2500 100 80↑ 592×67×46

38W 220 6000K / 3000K 3800 100 80↑ 892×67×46

50W 220 6000K / 3000K 5000 100 80↑ 1182×67×46

구분 소비전력 (W) 입력전압 (V) 색온도 광속 (lm) 광효율 (lm/W) 연색성 (Ra) size (mm)

라인등85
18W 220 6000K / 4000K / 3000K 1800 100 80↑ 560×85×20

25W 220 6000K / 4000K / 3000K 2500 100 80↑ 420×85×20

제품 특징

제품 특징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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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직관 램프(안정기 내장형)용 등기구

 슬림직갓등

 슬림형 매입개방

구분 규격 가로 세로 높이 비고

슬림직갓등
18W 1등 1240 38 21

9W 1등 620 38 21

구분 규격 가로 세로 높이 타공 비고

매입개방

18W 2/3등 1300 318 31 1245×258 개보수

18W 2/3등 1256 318 31 1200×258 신축

9W 2/3등 680 318 31 625×258 개보수

(단위 : mm)

(단위 : m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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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가로 세로 높이 비고

사각직갓등
18W 1등 1243 50 20

18W 2등 1243 100 20

구분 규격 가로 세로 높이 비고

직부/팬던트 18W 2등 1250 102 60 고조도 반사판 채용

 직부등 / 팬던트(갓등)

 사각직갓등

(단위 : mm)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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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방법

안정기 내장형 (AC/정전류방식)
“울빛” LED 직관 램프는 정전류타입의 안정된 회로설계로 KC 안전인증을 받은 국내생산제품입니다.

- 반드시 전원을 차단(OFF) 상태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 제품에 내장된 컨버터에 AC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진행해주세요.

- AC전원의 검정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Wire를 각가의 등에 연결된 입력단자에 위의 그림과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직관형 LED 등의 내부에 극성판별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극성에 관계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AC 전원이 표시된 베이스 쪽으로 입력전원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잘못 된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

   제품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입력전원 AC 150V~245V

A
C

(컨
버
터
내
장
형
)

AC 입력
150V~245V / 50~60HZ

White

Black

5700 / 6500 K 3000 / 4000 K 적색 / 정육점용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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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제품 사양

T8 직관 램프 (안정기 내장형)

- 형광등 대체형 LED 직관램프

- 플리커(깜박이는)현상 없음

- 연색성 80 % 이상으로 색재연성이 우수

-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함

- 정전류 방식으로 안정적 설계

안정기 교체가 필요없는 LED 직관 램프

인증 : KCJD11118_16003

소비전력(W) 입력전압(V) 색온도 광속 (lm) 광효율 (lm/W) 연색성(Ra) size(mm)

18W

150~245V

6500K 1900 105 80↑

26Ø×1198

5700K 2300 120 80↑

4000K 1900 105 80↑

3000K 1800 100 80↑

식물재배 / 식육점용

13W
6500K 1360 105 80↑

26Ø×900
식물재배 / 식육점용

10W

6500K 1050 105 80↑

26Ø×5983000K 1000 100 80↑

식물재배 / 식육점용

4.5W 6500K 470 105 80↑ 26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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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제품 사양

입력 용량 (W) 입력전압(AC) 출력전압 (V) 출력전류 (A) 효율 (%) size(mm)

30W 220~240 12 2.2 80 162×27×18.5

40W 220~240 12 / 24 1.5 / 2.8 80 162×27×18.5

60W 220~240 12 / 24 2.2 / 4.2 85 180×27×18.5

100W 220~240 12 / 24 4 / 7.5 95 135×52.5×30

200W 220~240 12 / 24 7.7 / 15.1 95 162×52.5×30

300W 220~240 12 / 24 11.5 / 23 95 197×52.5×30

컨버터(SMPS) (12V/24V)

유에스씨 컨버터(SMPS)의 장점

- 발진주파수를 높여 효율극대화

- 소형, 경량으로 대용량의 전력 공급 가능

- 방수제품으로 수명 우수

- 설치 공사 배선 연결 편리

- 품질 향상은 물론 AS철저 보장

IOS14001:2004, 9001:2008EMC IP68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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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소켓 다운라이트

제품 특징

제품 사양

고정형 다운라이트

다운라이트

- 반사시트 채용 밝기 향상

- 고역율 : (0.9이상)

- 6~8인치 다양한 용도 사용 가능

- 국내 최초 전구 (E26)교환식 다운라이트

- 간단 교체 1분 OK ! - 별도 공사비 무

- 저열 방열설계 구조로 긴수명 극대화

   인테리어 공간 연출

- 400KW를 사용하는 가정집이 LED로 교체할

   경우 월간 전기료가 약 3만~5만원 절감 효과

- 컨버터와 본체랑 분리되어 있어 부품소모 시

   교환사용 가능

- 리모델링 공사에 적합한 제품

인증 : KCJD11118_15001

6"

6", 7", 8" 겸용

인증 : KCJD11118_15001

구분 소비전력 (W) 입력전압 (V) 색온도 광속 (lm) 광효율 (lm/W) 연색성 (Ra) size (mm) 타공

6" 15W 220V 6000K / 3000K 1275 85 80↑ 174×135×43 150

6~8” 15W 220V 6000K / 3000K 1275 85 80↑ 215×135×43 150

구분 소비전력 (W) 입력전압 (V) 색온도 광속 (lm) 광효율 (lm/W) 연색성 (Ra) size (mm) 타공

5" 12W 220V 5700K / 3000K 1050 75 80↑ 115×110×48 130

6” 15W 220V 5700K / 3000K 1120 75 80↑ 170×130×41 150



제품 특징

- 청소가 편리하며 화제에 강함
- 불연재이며 초경량 제 품으로 탈락 및 녹 발생이 없는 반영구적 친환경 제품
- 데크,계단 마무리용으로 좋음
- 데크,계단 코너 부위에 마감이 깨끗하지 않을 때 덧대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

UDAM-40AL
W40 x H40 (mm)

국산 논슬립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선명한 컬러가 돋보이는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논슬립 ㄱ자 코너형 몰딩입니다. 
백화점,아파트,지하철 등 계단이 많고 미끄러운 곳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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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 알루미늄 ㄱ자 코너형 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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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iu.com

체리
Red Brown
UDAM-40AL-R

진밤
Dark Brown
UDAM-40AL-D

검정
Black
UDAM-40AL-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