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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6A 고밀도, 고성능 케이블 

광 케이블

LS Simple™ UTP Category 6A 케이블은 표준성능 제품 중 세계 최고수준의 슬림형 외경을 구현하였으며 실사용 패칭 구간의 공간 활용성과 냉각 

효율성을 최대화한 초슬림형 케이블 제공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케이블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LS Simple™ 광케이블 제품은 데이터센터 및 인빌딩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케이블을 제공하며, 장기 신뢰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되었습니다. 

LS 1세대 Cat.6A
(8.4mm)

슬림형 Cat.6A
(6.8mm, TIA표준형)

초슬림형 Cat.6A 
(5.8mm)

28AWG Cat.6A
(3.5mm)

32AWG Cat6A
(2.8mm)

2658.7 mm2 1742.3 mm2 (66%) 1267.6 mm2 (48%) 461.6 mm2 (17%) 295.4 mm2 (11%)

옥내외 배선용 케이블

•시스템 연결(Routing) 환경

•경량 및 탁월한 유연성 제공

•Tight-Buffer Coating
•OFN/OFNR/OFNP 등 제공

옥내외 분기용 케이블

•시스템 연결(Routing)에 적합

•작은 허용 곡률반경 환경

•경량 및 탁월한 유연성

•Tight-Buffer Coating
•OFN/OFNR/OFNP 등 제공

옥내외 인입용 케이블

•SM, MM 2C, 4C, 8C, 16C, 24C
•작은 허용곡률반경 환경 적합

•경량 및 탁월한 유연성 제공

•Tight-Buffer Coating
•OFN/OFNR/OFNP 등 제공

광코드 케이블

•Fiber Pigtail 용
•시스템 연결(Routing)에 적합

•탁월한 유연성

•작은 허용곡률반경 환경

•Tight-Buffer Coating

02 / 03

수평 배선용 Data Center / PoE / HDBT 패칭용 Data Center 패칭용

케이블 특징

•10Gbps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제공 지원

•고밀도 제품 최대 80% 이상 포설 용량 증대

•초슬림으로 장비 내부 공기 순환 개선 & 냉각 효율 증대

•비연속 차폐 구조로 외부 EMI 소스 원천 차단

•디지털 사이니지 등 HDBT 어플리케이션 적용

•친환경, 지속 가능한 장기 신뢰성 보장

* 48 Bundle 기준 단면적





•패치코드 •수평배선 •패치코드

•패치패널•스위치 •아웃렛 •LED테스터

통신실  
1 2
3 4
5 6
7 8

LINK PORT

40G /100G MPO 솔루션 

LED 모듈 및 코드 솔루션

LS Simple Fast-Net™ MPO 솔루션은 시스템의 확장과 재배치에 용이한 Pre-Terminated 방식을 채용하여 물리적 구성, 공간 효율성 그리고 손쉬운 

확장성을 제공하며 또한 Copper 제품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 유연함을 통하여 효율적인 케이블링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LS Simple Light™ LED RJ45 S버전 모듈러 잭은 LS Simple™ 아웃렛 및 패널 액세서리와 호환되며, 관리자는 일반 LAN 테스터기나 당사 스캐너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손쉽게 수평 구간 케이블링 상태 및 스위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aptor 모듈

•고성능 Ferrules 적용 

•12, 24C  SM, MM(OM1~4) 제공

•IEEE 802.2ba 제품 만족

FDF
•1U/2U/3U LC, SC 등 432코아 제공

•전면 탈부착 가능 

LED 차폐/비차폐 코드 특징

•2 Color-LED로 링크포트 위치 확인

•28/32AWG 초슬림 설치 운용

•편리한 Turn-boot 연결/해제

•고밀도 케이블링 지원

테스터 특징

•2 Color LED로 구간별 이상유무 확인

•Wire 연결 상태 확인 기능 

•LED 하이라이트 기능 

•광 코드 LED 점등 확인

•LED로 광함체 및 장비 포트위치 확인

•LAN 테스트기 공용 사용

•SM, MM(OM3, OM4) 전송모드 지원

LED 모듈러잭 특징

LED 광 패치코드 특징

•전면 녹색 LED 포트 위치 확인

•고성능 전송 특성

•Easy Tool을 이용한 빠른 설치 작업

•손쉬운 포트 위치 파악

•고밀도 케이블링 지원

Hybrid Panel
•광 MPO, LC, SC ,RJ45 Jack 및 

   Cassette 케이블링 연결 가능  

•Flat, Angled 타입 Panel 지원

MPO Cassette
•최대 36C (LC) 제공 가능

•카세트 탈부착 기능 제공

•저손실 MPO

Trunk 케이블

•고성능 Ferrules 적용 

•12, 24C  SM, MM(OM1~4) 제공

•IEEE 802.2ba 제품 만족

Fan-out 코드 

•LED로 광함체 및 장비 포트위치 손쉽게 확인

•상용 시험기 공용 사용 

•SM, MM OM1~4등 다양한 성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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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 패칭 솔루션

Turn-boot 고밀도 패칭

LS Simple™ 보안 패칭 솔루션은 포트 연결 제한 및 운용중인 중요 포트에 대한 연결해제 제거 방지 기능을 통하여 데이터센터, 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되어 뛰어난 보안기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 가파른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실 내 패치코드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야 하며 이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케이블링

관리 및 제어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에 LS Simple™ Mini Turn-Boot 패치코드는 작은 외경과 LS고유 특허 플러그로 고집적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잠그지 않은 상태 •잠김 상태 •키 삽입으로 풀림

턴부트 패치코드 특징

•28AWG(외경 3.5mm), 32AWG(외경 2.8mm) 타입 지원

•고유 특허 회전식 구조 부트로 손쉽게 케이블링 작업 가능

•고성능 Cat.6/6A 만족

•연선 케이블로 벤딩, 장력 특성 탁월

•일반 패치코드 대비 최대 75% 공간 효율 증대

Copper Security cord 특징

광 Security cord 특징

•Security Key를 통한 Lock 기능

•비인가 연결 해제 방지

•Cat.6/6A 고성능 제공

•Security Key를 통한 Lock 기능

•비인가 연결 해제 방지

•LC Duplex 타입

•사전 성단형, 현장 접속형 적용 가능

Security Key 특징

Security Lock 특징

•Copper 타입의 경우 패치코드 및

   Lock 용 Key 별도 구분

•광 타입의 경우 패치코드 및

   Lock 용 Key 통합

•LC 타입 포트 물리적 보안

•RJ45 모듈러 잭 물리적 보안

•먼지 및 유해 이물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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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패치코드 적용환경 •턴부트 슬림형 코드 적용 환경

144포트
/6U

288포트
/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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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배선 •패치코드 •LED 계측기

•지능형 LED
패치패널

•지능형 통합배선
관리 서버

지능형
컨트롤러

•아웃렛

선번 자동화 구간

통신실  
1 2
3 4
5 6
7 8

LINK PORT

•지능형
32AWG 패치코드

LED 지능형 통합배선 솔루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LS SimpleWin™ LED 지능형 통합배선 솔루션은 빌딩 내의 네트워크 자산 및 선번정보를 저장하는 자동화된 선번 유지 관리 기능과 수평케이블

배선 구간의 단선 및 위치 탐색이 가능한 LED 탐지 시스템 그리고 초 슬림형 32AWG 통신실 배선을 통하여 항시 최신의 선번정보와 최적의 통신실 

환경을 구축합니다.

LS SimpleEye™ 통합관리시스템은 빌딩 내의 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통신실, 통신장비 그리고 통신선로를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실제 운영되는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의 장애 및 성능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 입니다.

지능형 LED 통합배선 시스템 

•스위치-지능형 구간의 자동화된 선번 구성 기능 

•LS특허 인터컨넥션 감지 기술로 스위치단 연결 감지

•32AWG 초슬림 지능형 패치코드 적용으로 공간 및 벤딩 성능 확보 

•LED 시스템 기능 결합으로 단선 및 위치 확인 편의 강화

지능형 통합배선 소프트웨어

•통합배선 선번장 정보 저장 및 변동 관리 

•건물내 통신자산의 위치 및 이력 관리 

•S/W 작업지시를 통한 선번구성 및 복구 가이드

•실시간 인가/비안가 변동 감지를 통한 보안 향상 08 / 09

Cabling Management
System (CMS)

Network Monitoring
System (NMS)

단말 IP 관리 (IPAM)
System

건물내 위치에 기반한 

통신인프라 설치와 케이블링 

관리 기능

네트워크 장애 관리 및 

성능관리 기능

인가/비인가 단말의 관리를 통한

네트워크 보안 향상

도면기반 통신 인프라 관리 스위치, 서버장애 및 성능 모니터링 사용자 영역 MAC, IP 장비 접속 관리

통신실 Rack 위치,  실장도 및 배선도 관리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관계 및 알람 비인가 장비 네트워크 접속 탐지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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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플러그

UL LP 고난연 PoE , 산업용 커넥터 솔루션

 LS Simple™ RJ45 Snap 모듈러 플러그는 클림핑 및 절연선 절단을 동시에 가능케한 특화구조 적용으로 최상의 작업 효율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UL LP(Limited Power) Certified Program 을 통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신뢰성 데이터를 기초로 60Watt 이상 (PoE Type 3 & 4)의 안정적인 고전력 

PoE 전송 케이블 Infra.를 지원합니다.

작업종료

Snap 모듈러 플러그 특징 

•플러그 하우징 전면 부 관통형 구멍 구조

•절연 배선 식별성 향상 및 휴먼에러 최소화

•Separator 나 Guider 등 부수 악세서리 미필요

•Cat.5e : 반투명 녹색, 부트 미포함

•Cat.6 : 반투명 녹색, 부트 포함

UTP CM-0.5A 및 CMP-0.5A LP  인증 케이블

옥외 방수형 PoE(CCTV) 이더넷 통신용 커넥터번들내 고전력의 안정적인 전송 성능 - UL LP (Limited Power) 인증 

•75oC or 90oC, CM (or CMP)-0.5A 인증

•90Watt 고전력 전송 가능 

•고밀도 포설환경에서 Pair 당 1A 전송 신뢰성 보장

•PoE 포설 환경에 따른 슬림형 제품 (O.D 5.5mm) 
•이더넷 통신 기준 100m 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23AWG PoE 커넥터와 접속 호환성 / 신뢰성 증대

Snap 클림핑 툴 특징

•커터를 통한 케이블 절연부 절단 및    

   Crimping 동시 작업

•커터 교체 가능

•컴팩트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

•케이블 자켓 스트리퍼 기능 포함

산업용 PoE 방수형 

•방수형 RJ45 커넥터제공 

•고성능 Cat.6/6A 성능 만족

•안정적인 PoE 전력 전송 

산업용 현장조립형 플러그

•22~26AWG 사용가능 

•IEC60603-7 만족

•PoE 전송용으로 현장에서 툴 없이 편리하게 조립

•차폐 구조로 외부 노이즈 차단 

•다양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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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Snap

작업시간 반으로 축소

Type 3 (802.3bt)

Type 1 (802.3af)

2-pair 전원 전송 (Type 1 & 2)
2-pair 또는 4-pair 전원 전송 (Type 3)

4-pair 전원 전송

Class 1
4W

Class 2
7W

Class 3
15.4W (PoE)

Class 4
30W (PoE+)

Class 7
75W

Class 8
90W

Class 5
45W

(PoE++)

Class 6
60W

(PoE++, UPoE)

Type 2 (802.3at)
Type 4 (802.3bt)



L S  S i m p l e  C a b l i n g  S o l u t i o n



광 트랜시버 제품 소개

HD Base-T 솔루션

LS Simple™ 광트랜시버 제품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최적화된 전송특성을 제공 할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특히 5G 및 빅데이터 센터를 위한 고속 전송 성능을 만족 하기 위해서 온도변화 및 거리에 따라 최적화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LS Simple™ HDBT 인증 케이블 및 커넥터는 HD BASE-T 전송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K/4K 영상 100m 전송에 최적화된 제품구조/

평가관리를 통해 국내 최초로 HD BASE-T Alliance Recommended 케이블 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FTP-G-C6G-E1VN
•HD Base-T 2K/4K 100m 전송

•AV 신호대잡음비(SNR) 품질 최적화

•100% 차폐, 노이즈에 대한 AV 신호 보호

•ANSI/TIA-568-C.2 Category 6 만족

•다양한 난연 적용 가능

•철저한 HD Base-T SNR 품질 관리

CPRI (5G,~12.5G) 데이터센터 이더넷
(10G, 40G, 100G, 200G, 400G)

사용자 이더넷
(1G)

EPC
(Evolved Packet Core)

SFP DWDM 광 트랜시버 

CFP 광 트랜시버 모듈

•ZR, ER, LR4등 다양한 제품 제공 

•고성능 100G(IEE-802.3ba)
•최대 40Km 또는 80Km 전송  

•25G 고성능 전송 

•고성능 전송 40Km 전송 가능  

•일반 : 0 ~ 70도 만족

•산업용 : -40 ~ 80도 만족

LS-MJ-SC6-ERI
•FTP-G-C6G-E1VN과 HDBT 최적 SNR 제공

•차폐 고성능 Rear IDC 타입 모듈라 잭

•180o 방향 결선

•Easy Termination 전용 Tool 제공

QSFP28 CWDM4 광 트랜시버 

•QSFP28 CWMD 100G 제공

•일반 : 0 ~ 70도 만족

•산업용 :  -40 ~ 80도 만족  

•25G 고성능 

SFP CWDM 광 트랜시버 

•25G 고성능 전송 

•고성능 전송 40Km 전송 가능  

•일반 : 0 ~ 70도 만족

•산업용 : -40 ~ 80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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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ference : HD Base-T Specificat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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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 R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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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 콘테이먼트 및 광 덕트 솔루션

LS Simple™ 교육 및 워런티 프로그램

Containment Rack System을 적용하여 Data Center 내의 온도 및 습도를 최적의 환경으로 유지함으로써 냉각효과 및 운용의 안정성을 극대

화하여 전력소비량을 감소시킵니다.  광케이블 RACEWAY System을 통하여 안정적인 광 케이블링을 구성합니다.

LS Simple 통합배선시스템은 발전하는 IT 시스템을 지원 할 수 있는 최신의 통합배선 설계 방안을 컨설팅하고 최적의 통신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단계에서 제대로 된 제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교육과 완벽한 설치 현장검증을 통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랙(2 by 3), 8랙(2 by 4), 10랙(2 by 5) 등 구성 제공

•단방향 Module 형태 지원

•19inch rack 및 TIA/EIA 310-D 만족

•Rack간 차단막 제공

•인입/인출구 도어 및 Board 패널 지원

•소방 댐퍼 (Option)
•W800 x D1000mm, 36U/40U/42U/45U

Raceway System

•사용 환경 및 케이블 용량을 고려한 맞춤 모델 제공

•편리하고 빠른 작업 기능 제공 

•천정 및 바닥 하단 작업 가능 

•재질 : Polycarbonate / ABS, Halogen-Free
•50 / 100/ 160 / 220 / 300mm 넓이 지원

통합배선전문 자격  RCDD 보유자

PJT 컨설팅 & Training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www.lssimple.c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통신 공사업체 설치 교육

Installer Training
설치 품질 확인 및 최장 25년 성능 보증 

LS Simple Warranty 서비스 

Main Frame

Upper Board Fire Fighting Dampers

Entrance Door

Top Filler Panel

Under Fill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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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9층 

Tel. 02-2189-9308 E-mail. lsc@lscns.com

www.lssimp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