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 리플렉터 전구
75W
E27 캡
클리어
8711500887016

우수한 할로겐 조명
우수한 밝기 조절 기능으로 밝게 반짝이는 조명을 선사합니다. 실내에 집
중 조명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완벽합니다.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
• 밝기를 줄여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우수한 밝기 조절 기능
신뢰의 빛
• 필립스의 제품에 표시된 내용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아늑한 분위기 조성
• 밝은 할로겐 조명이 선사하는 대비로 집중력 향상
• 집 안에 멋진 분위기를 선사하는 밝은 조명

8711500887016

주요제품
뛰어난 밝기 조절 기능
각종 밝기 조절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조명을 0%까지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백
열 전구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아늑한 분
위기를 제공합니다.

집중력을 높여 주는 할로겐 대비
밝은 할로겐 등이기 때문에 더 뚜렷한 대비
를 선사하며 글자를 보다 또렷하고 선명하
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밝은 조명으로 눈의
피로도가 줄어 들어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
필립스는 램프의 성능에 대한 약속을 지킵
니다. 따라서 광 출력, 수명 및 백열등 대비
와트 효율에 관하여 필립스의 포장에 쓰여
있는 말은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밝게 반짝이는 조명
반짝이는 빛을 선사하는 클리어 할로겐은
비추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반사를 이루며,
비추지 않는 곳에는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
어 줍니다. 필립스 할로겐 램프는 방 안에
장식적인 조명 효과와 더불어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양
전구 특성
• 형태: 반사경
• 조광가능: 예
• 소켓: E27

전력 소비량
• 전압: 230 V
• 전력: 75 W

전구 규격
• 높이: 99 mm
• 폭: 97 mm
내구성
• 평균 수명(2.7시간/일): 2 a
• 명목 수명: 2,000 시간

포장 치수 및 무게
• EAN/UPC - 제품: 8711500887016
• 순중량: 0.176 kg
• 총중량: 0.225 kg
• 높이: 10.000 cm
• 길이: 8.800 cm
• 폭: 8.800 cm
• 소재 번호 (12NC): 924710844281

조명 특성
• 용도: 액센트 조명
• 빔 각도: 25 °
• 연색성 지수(CRI): 100
• 색 온도: 2800 K
• 조명 색상 카테고리: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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