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S
LED
스팟
5W(50W)
GU5.3 캡
주백색
밝기 조절 안됨

8718696579572

집중적인 빔의 내구성이 강
한 LED 액센트 등
Philips LED 스포트라이트는 집중적 밝은 빔, 긴 수명과 상당한 에너지 절약을
제공합니다.
신뢰의 빛
• 필립스의 제품에 표시된 내용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간편한 교체
• 스위치를 켜는 즉시 최대의 광 출력에 도달
활기찬 분위기 조성
• 현대적 인테리어를 위한 부드럽게 반짝이는 빛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십시오
• 어떤 공간에 사용해도 안전하며 재활용 간편

8718696579572

주요제품
UV 또는 IR 없음
조명 광선에 적외선이 없으므로 열이 발생
하지 않으며, 조명에 자외선이 없으므로 섬
유와 물품이 빛에 바래지 않습니다.
즉시 점등
전원을 켜는 즉시 보다 높은 효율의 LED 램
프를 제공하는 것이 필립스의 약속입니다.

4000K 밝은 백색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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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 없음
필립스 LED 조명은 유해물질을 전혀 포함
하지 않아 어떤 공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기도 쉽습니다.

사양
전구 특성
• 형태: 스팟
• 조광가능: 아니요
• 소켓: GU5.3

전력 소비량
• 역률: >0.5
• 전압: 12 V
• 전력: 5 W
• 전력 수준: 50 W
• 에너지 효율 라벨: A+

전구 규격
• 높이: 46 mm
• 폭: 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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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센트 조명
• 빔 각도: 24 °
• 연색성 지수(CRI): 80
• 색 온도: 6500 K
• 조명 색상 카테고: 주백색
• 명목 광속: 435 lm
• 기동 시간: <0.5 s
• 60% 출력까지 걸리는 준비 시간: 즉시 점
등
기타 특성
• 램프 전류: 580 mA
• 수은 함량: 0 mg

발행일자: 2020-04-06
버전: 0.455

정격값
• 정격 빔 각도: 24 °
• 정격 수명: 15,000 시간
• 정격 광속: 435 lm
• 정격 전원: 5 W
포장 치수 및 무게
• EAN/UPC - 제품: 8718696579572
• 순중량: 0.045 kg
• 총중량: 0.052 kg
• 높이: 5.500 cm
• 길이: 4.500 cm
• 폭: 4.500 cm
• SAP EAN/UPC - 개: 8718696579572
• 소재 번호 (12NC): 929001240208
• EAN/UPC - 케이스: 8718696579589
• SAP 총중량 EAN (개): 0.052 kg
• 순중량: 0.045 kg
• SAP 높이 (개): 5.500 cm
• SAP 길이 (개): 4.500 cm
• SAP 너비 (개): 4.5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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