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 (밝기 조절 가능)
LED
7.5W(60W)
E27
불꽃
조광가능

8718696574836

켜져 있을 때나 꺼져 있을
때나
눈에 익은 친숙하고 인기 있는 모양입니다. 최신 LED 에너지 절약 기술
덕분에 기존의 전구보다 전기를 약 80% 적게 사용하며 수명은 열 배나
깁니다.
에너지 절약
• 최대 80% 에너지 절감
따뜻한 분위기 조성
• 아주 따뜻한 빛 2000K
완벽한 조명 품질을 위한 설계
• 빈티지 스타일, 첨단 LED 기술
고품질 조명
• 전방향 라이트

8718696574836

주요제품
최대 80% 에너지 절감

가치가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절약
됩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며 지금 바로
절약을 시작해 보세요.
2000 K [LED]
조명은 색온도가 서로 다른데, 이는 켈빈
(K)이라는 단위로 표시됩니다. 켈빈 값이
낮은 조명은 따뜻한 느낌의 보다 아늑한 빛
을 발산하며 켈빈 값이 높은 조명은 시원한
느낌의 보다 활기찬 빛을 발산합니다.

기존의 백열 램프에 비해 최대 80%의 에너
지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비용 이상으로

사양
특성
• 형태: 전구
• 조광가능: 예
• 램프 모양: 비방향성 전구
• 소켓: E27
전구 규격
• 높이: 112 mm
• 폭: 60 mm
내구성
• 평균 수명(2.7시간/일): 15 a
• 광속 유지율: 0.7
• 명목 수명: 15,000 시간
• 스위치 주기 수: 20,000
조명 특성
• 용도: 편안한 조명, 부드러운 조명, 일반등
• 연색성 지수(CRI): 80
• 색 온도: 2000 K
• 조명 색상 카테고: 불꽃
• 명목 광속: 600 lm
• 기동 시간: <0.5 s
• 60% 출력까지 걸리는 준비 시간: 즉시 점
등
기타 특성
• 램프 전류: 42 mA

포장 정보
• 제품군: LED 클래식
전력 소비량
• 역률: 0.7
• 전압: 220-240 V
• 전력: 7.5 W
• 전력 수준: 60 W
제품 규격 및 무게
• 길이: 10.7 cm
정격값
• 정격 수명: 15,000 시간
• 정격 광속: 600 lm
• 정격 전원: 7.5 W
기술 사양
• 진동 횟수: 50 Hz
포장 치수 및 무게
• EAN/UPC - 제품: 8718696574836
• 순중량: 0.030 kg
• 총중량: 0.052 kg
• 높이: 12.000 cm
• 길이: 6.600 cm
• 폭: 6.600 cm
• 소재 번호 (12NC): 929001228108

LEDClassic (필라멘트)
LED Classic 전구는 고전적인 백열 전구를
모방한 식으로 배열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표준 LED 에너지 절약 기술에 근거합니다.
첨단 기술의 이 복고풍 전구를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방향 라이트
이 혁신적 렌즈는 전방향 빛 분포를 구현하
여 빔 스프레드 엣지에 보통 나타나는 그림
자를 방지합니다. 그 결과? 사방에 자연스
럽고 따뜻한 하얀 빛입니다.

87186965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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