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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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
일광
밝기 조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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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백색광으로 식물
성장 고양
Philips LED Plant Grow 등은 식물 성장을 최적화할뿐만 아니라 식물에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부여합니다. 풀 스펙트럼의 백색 - 성장과
자연스러운 색을 위해 완벽한 색 스펙트럼.
적용 분야
• 성장과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해 완벽한 색 스펙트럼
• UL 습 정격
긴 수명
• 장수명 전구 - 최대 25년 지속
• CRI90은 색을 더욱 활기차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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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성장 빛 스펙트럼
청색 파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적 식물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색의
완전한 스펙트럼이 건강한 성장과 아름답
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구현합니다.

25,000 시간 정격의 평균 수명

UL 습 정격
이 LED 전구는 옥내 및 옥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습 정격이기 때문에 옥외
에서 안전합니다.
수명이 최대 25,000 시간이기 때문에 전구
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사양
특성
• 조광가능: 아니요
• 의도된 용도: 옥내
• 램프 모양: 비방향성 리플렉터
• 소켓: E26
• 기술: LED
전구 규격
• 높이: 13.2 cm
• 중량: 0.38 kg
• 폭: 12.2 cm
내구성
• 평균 수명(2.7시간/일): 25 a
• 광속 유지율: 0.7
• 명목 수명: 2,500 시간
• 스위치 주기 수: 5,000
조명 특성
• 빔 각도: 50 °
• 연색성 지수(CRI): 90
• 색 온도: 5000 K
• 조명 색상 카테고: 일광
• 명목 광속: 1200 lm
• 기동 시간: <0.5 s
• 60% 출력까지 걸리는 준비 시간: 즉시 점
등
기타 특성
• 램프 전류: 150 mA
• 효능: 75 lm/W

전력 소비량
• 역률: 0.9
• 전압: 110-240 V
• 전력: 24 W
제품 규격 및 무게
• 길이: 120 cm
정격값
• 정격 빔 각도: 50 °
• 정격 수명: 25,000 시간
• 정격 광속: 1200 lm
• 정격 피크 강도: 600 cd
• 정격 전원: 16 W
기술 사양
• 진동 횟수: 50 Hz
포장 치수 및 무게
• EAN/UPC - 제품: 046677532963
• 순중량: 0.370 kg
• 총중량: 0.530 kg
• 높이: 16.700 cm
• 길이: 13.200 cm
• 폭: 13.200 cm
• 소재 번호 (12NC): 929001892703

있으며, 완벽한 조명 솔루션을 25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CRI90
이 LED 전구의 연색성 지수(CRI)는 90입
니다. CRI는 광원이 자연 일광에 비해 색을
얼마나 잘 표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서 0~100의 범위를 갖는데, 100이 일광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 CRI90 전구는 가정의
색들이 더욱 자연스럽고 활기차게 나타나
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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