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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900809091

우수한 할로겐 조명
우수한 밝기 조절 기능으로 밝게 반짝이는 조명을 선사합니다. 광출력이 높아서
야간의 정원, 테라스 등 실외 공간에 투광 조명을 설치할 때 아주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
• 밝기를 줄여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우수한 밝기 조절 기능
아늑한 분위기 조성
• 밝은 할로겐 조명이 선사하는 대비로 집중력 향상
• 집 안에 멋진 분위기를 선사하는 밝은 조명
투광 조명
• 투광 조명을 위한 최대 광 출력

87279008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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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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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광 출력
투광 조명을 위한 최대 광 출력

사양
전구 특성
• 형태: 선형
• 조광가능: 예
• 소켓: R7s

전력 소비량
• 전압: 230 V
• 전력: 200 W

전구 규격
• 높이: 12 mm
• 폭: 117.6 mm
내구성
• 평균 수명(2.7시간/일): 2 a
• 명목 수명: 2,000 시간

포장 크기 및 무게
• SAP EAN/UPC - 개: 8727900809091
• EAN/UPC - 케이스: 8727900809107
• SAP 총중량 EAN (개): 0.013 kg
• 순중량 (개): 0.010 kg
• SAP 높이 (개): 13.100 cm
• SAP 길이 (개): 2.050 cm
• SAP 너비 (개): 2.050 cm

조명 특성
• 용도: 특수 용도
• 연색성 지수(CRI): 100
• 색 온도: 2800 K
• 조명 색상 카테고: 클리어
• 명목 광속: 3000 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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