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LED
10.5W(85W)
E26 캡
주백색
불투명
8718696567333

완벽하게 긴 수명의 LED
조명
필립스 LED 조명 전구는 아름답고 따뜻한 백색광은 물론 긴 수명과 상당
한 에너지의 즉각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
을 갖춘 이 전구는 깨끗한 백열 전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 긴 수명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
• 번거로운 전구 교체 불필요
완벽한 조명 품질을 위한 설계
• 생생한 색깔을 위한 높은 연색성 <gt/> (CRI 80)
조명 이상의 빛
• 전원을 켜는 즉시 점등

8718696567333

주요제품
15년의 수명
백열등과 동일한 모양과 분위기를 재현하
면서도 훨씬 긴 수명을 제공합니다.

생생한 색깔을 위한 높은 연색성<gt/>80)

번거로운 전구 교체 불필요
백열 전구를 대체할 수 있는 내구성의 필립
스 LED 전구는 설치한 후 더 신경쓰지 않
아도 수년 간 아름다운 빛을 발산합니다.

연광은 CRI가 100이기 때문에 다른 광원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필립스 LED 조명
의 CRI는 항상 80 이상으로 태양의 값에
가깝기 때문에 색상이 생생하고 자연스럽
게 표현됩니다.
전원을 켜는 즉시 점등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립스 LED 전구
는 전원을 켜는 즉시 최대 밝기를 제공합니
다.

연색성 지수(CRI)는 색상에 나타나는 광원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외의 자

사양
전구 특성
• 조광 가능: 아니요
• 램프 모양: 비방향성 글로브
• 소켓: E26
전구 규격
• 높이: 16.6 cm
• 폭: 12 cm
내구성
• 평균 수명(2.7시간/일): 15 a
• 광속 유지율: 0.7
• 명목 수명: 15,000 시간
• 스위치 주기 수: 50,000
조명 특성
• 용도: 부드러운 조명
• 빔 각도: 150 °
• 연색성 지수(CRI): 80
• 색 온도: 6500 K
• 조명 색상 카테고: 주백색
• 명목 광속: 1055 lm
• 기동 시간: <0.5 s
• 60% 출력까지 걸리는 준비 시간: 즉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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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성
• 램프 전류: 55 mA
전력 소비량
• 역률: 0.7
• 전압: 220-240 V
• 전력: 10.5 W
• 전력 수준: 85 W
• 에너지 효율 라벨: A+
정격값
• 정격 빔 각도: 150 °
• 정격 수명: 15,000 시간
• 정격 광속: 1055 lm
• 정격 전원: 10.5 W
포장 치수 및 무게
• EAN/UPC - 제품: 8718696567333
• 순중량: 0.165 kg
• 총중량: 0.227 kg
• 높이: 14.400 cm
• 길이: 12.300 cm
• 폭: 12.300 cm
• 소재 번호 (12NC): 929001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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