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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 주식회사  신성씨앤씨

사업자번호 132 – 81 - 65497 설립일 2006. 04. 20.

직   원   수 23명 자   산 49억

주   생산품 LED 실내조명 및 실외조명 외 자본금 2억

업         종 제조, 도소매 공장규모
대지 : 3,343㎡

공장 : 1,527.19㎡

사 업 영 역 LED LIGHTING

(LED실내조명, LED가로등 및 보안등, LED경관조명, LED투광등  (집어등 포함), LED 터널등기구)등

주 거 래 처 관급 (조달), 국내 건설사, 조명업체

사업장 주소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54-8

대표이사 공  준  영

회 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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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 녹색성장  LED 사업의 선도기
업”

신의성실

투명경영

전문인력 양성

직원의 가족화

LED 산업 최고의 기업  에너지 전문기업 토탈 에너지 경영기업

최 첨단 방열 기술을 통한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    고효율 조명의 개발
생산  원천기술 국내유일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 원을 빛으로
환원하여  광 효율을 개선하고  고품
질의 제품 실현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친 환경 기업 실현

원천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의  지속
적인 연구개발

기 업 비 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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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및 인증현황

             ITEM    Registered Number                     Content   Remarks

특 허 6종 10-0801136 장식유리조명장치

10-0918577 강화유리 및 그 제조방법

10-1074468 메탈부분 증착 막이 형성된 조명유리 및
그의 제조방법

10-1321884 방열 발포형 중진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
한 방열판의 제조방법

10-1324481
방열 접착제 조성물, 이를 이용하여 제조
된 발광체 방열회로기판, 및 이의 제조방
법

10-1763457 구상 알루미나를 이용한 방열판의 구조

디자인 31종 30-2017-0016921 조명등커버 외 30종 보유

전기용품안전인증 JH11845-17001 LED등기구  4종 보유

강화유리 KS L 2002 제08-0074호 보유

형광등기구 KS C 7603 제01-2255호 보유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3 제 KCL-19-021호

기업부설연구소 제2011150984호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설연구소)

추진중인 인증현황 KS C 7658 외 4개 품목 인증 (8월 완료예정), 조달우수제품신청 10월 /  완료 20년 4월 예정



LED 실내조명

Divine lUzen

주식회사 신성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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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식별번호 부품(재료)명 부품(재료)번호 (모델,제원 등) 원산지

23499964

반도체 소자류 (LED포함) 삼성, LG, 서울반도체 2835  VF=2.8 ~ 3.3V(IF65mA)

대한민국

컨버터 220V / 60Hz / 40W

PCB기판 FR-4

전면커버 PC
몸체 알루미늄

제품 사양

입력특성 광학적 성능

입력
전력
(W)

입력
전류
(A)

역률
(%)

정격
광속
(lm)

초기
광속

광효율
(lm/W)

연색성
(Ra)

광속
유지율

(%)

색온도
(K)

40 0.188 0.9  이상 4800 이상 5047 120  이상 80  이상 90  이상 5700

-신개념 초박형으로 심플하고 스마트한 미래조명

- 초슬림(20mm)/초경량(3.6Kg)/고효율(평균120 lm/W 이상)조명

- 베젤두께 최소화로 발광면적의 최대화 실현

-평균 120 lm/W 이상의 고성능, 고효율 제품

- 벌레 등의 이물이 침투할 수 없는 밀 폐형 구조

직하 조도 그래프 배광 분포도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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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3.6kg), 초슬림

-간접조명, 눈 부심 지수 19이하의 불쾌감이 없는 건강한 빛 제공

-소비전력 FL64WèLED40W  최적

-무 자외선, 무 적외선, 무 수은 웰빙 조명

-발열 거의 없어 실내온도영향 거의 없음.

-눈부심, 눈 피로도
-발열량 * 소비전력
-밝기 : FL64W = LED50W 이상 대체시 최적

엣지형(Edge) 방식 직하형(Direct) 방식
- LED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조명으로

은은하고 미려한 디자인

FL 램프 32w*2 
최적 대체용

평판조명
LED4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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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뒤 틀림이 없고 견고한 실내용 엣지등기구

2. 내 전압 및 써지에 강한 등기구

3. 형광등 및 기존의 LED 등기구 대체 조명

4. 최소전력으로 최대의 절전효과 (20% 이상 가능)

5. 지구 온난화 방지 및 Co2 절감

6. 공장, 물류창고, 체육관등에 설치 가능한 조명

7.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조가 가능한 조명

8. 기존 제품대비 장수명, 고효율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9. 국내 LED PKG 적용 (LG,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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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모 델
소비전력

(W)
보증
기간

입력전압
(VAC)

광효율
(lm/W) 색온도

연색성
(Ra) 역률 인증내역

1 SSC12DLKS1 12 2년 180-265 90이상
5700K
(±355)

>80 >90

2 SSC12DLKS2 12 2년 180-265 105이상
5700K
(±355)

>80 >90

3 SSC15DLKS1 15 2년 180-265 90이상
5700K
(±355)

>80 >90

4 SSC15DLKS2 15 2년 180-265 105이상
5700K
(±355)

>80 >90

5 SSC25EGKS1 25 2년 180-265 90이상
5700K
(±355)

>80 >90

6 SSC25EGKE1 25 2년 180-265 105이상
5700K
(±355)

>80 >90

7 SSC40EGKS1 40 2년 180-265 90이상
5700K
(±355)

>80 >90

8 SSC40EGKE1 40 2년 180-265 110이상
5700K
(±355)

>80 >90

9 SSC40EGKS2 40 2년 180-265 90이상
5700K
(±355)

>80 >90

10 SSC40EGKE2 40 2년 180-265 110이상
5700K
(±355)

>80 >90



LED FLOOD 
LIGHT

Divine lU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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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부,펜던트, 실내/실외 동시사용 가능한 IP65 디자인

2. 메탈, 나이트 램프 대체 조명

3. 기존의 LED 등기구 대체 조명

4. 최소전력으로 최대의 절전효과 (70% 이상 가능)

5. 지구 온난화 방지 및 Co2 절감

6. 공장, 물류창고, 체육관, 주유소 등의 고천정 조명

7. LED 모듈화로 최소의 무게 확보 (2Kg ~ 10Kg 이내)
   (200W ~ 1000W까지)

8. 기존 제품대비 장수명, 고효율로 유지/보수 비용절감

9. 국내 LED PKG 적용 (LG, 삼성)

모 델 명 크 기 (mm)
SSC-2001TKA 148(D) X 323(W) X 118(H)

SSC-2001TKB 148(D) X 323(W) X 118(H)

SSC-2001TKC 148(D) X 323(W) X 118(H)

SSC-3001TKA 225(D) X 323(W) X 118(H)

SSC-3001TKB 225(D) X 323(W) X 118(H)

SSC-3001TKC 225(D) X 323(W) X 118(H)

SSC-4001TKA 283(D) X 323(W) X 118(H)

SSC-4001TKB 283(D) X 323(W) X 118(H)

SSC-4001TKC 283(D) X 323(W) X 118(H)

SSC-5001TKA 350(D) X 323(W) X 118(H)

SSC-5001TKB 350(D) X 323(W) X 118(H)

SSC-5001TKC 350(D) X 323(W) X 118(H)



C. 체육관 최적화 설계예제 (한서대학교 체육관 –  국내외 공식경기장용 )

교체전 MH400W : 400 lx

 =>교체후 LED100W+LED200W : 754 lx
      (Relux프로그램 예상조도값 652lx)

교체전 MH400W : 400 lx
전국체전 공식경기 위한 조명 교체

COMFORTABLE
ECONOMICAL   

   EPO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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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모 델
전력
(W)

무게
(Kg)

보증
기간

입력전압
(VAC)

광효율
(lm/W) 색온도

연색성
(Ra)

렌즈
(각도) 역률 인증내역

1 SSC-2001TKA 200

2년

180-265

115이상

5028K
(±283)

(5000K)

>80 20˚ >90

2 SSC-2001TKB 200 180-265 >80 45˚ >90

3 SSC-2001TKC 200 180-265 >80 60˚ >90

4 SSC-3001TKA 300 180-265 >80 20˚ >90

5 SSC-3001TKB 300 180-265 >80 45˚ >90

6 SSC-3001TKC 300 180-265 >80 60˚ >90

7 SSC-4001TKA 400 180-265 >80 20˚ >90

8 SSC-4001TKB 400 180-265 >80 45˚ >90

9 SSC-4001TKC 400 180-265 >80 60˚ >90

10 SSC-5001TKA 500 180-265 >80 20˚ >90

11 SSC-5001TKB 500 180-265 >80 45˚ >90

12 SSC-5001TKC 500 180-265 >80 6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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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W 300W 400W 500W

입력전압 (V) 185 ~ 265

입력전류 (A) 0.92 1.36 1.81 2.28

LED Vf 36

역 률 (PF) 0.95 이상

전류고조파 함유율 (%) 10 이하

상관 색온도 (K) 5028K (±283)

연색지수 (Ra) 80 이상 (실내용 80이상,  실외용 75 이상)

초기광속 (95% 이상) 95 이상

광 효율 (lm/W) 115 이상

렌즈각도 20˚.   45˚.   60˚

LED PKG / CHIP 삼성,  LG

LED 컨버터 국내 제조 및 KS 인증업체 / 전 제품 전자파적합 인증 취득

사 진







(주)신성씨앤씨

LED가로등 및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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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