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 공기 청정기
살균
35W
UV-C 기술

8719514435575

가정 소독
이제 놀랍도록 간편하게 집 안 곳곳의 공기를 정화해 보세요. Philips
UV-C 살균 공기 청정기는 단 몇 시간 만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
까지[1] [2] 살균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직관적이면서도 휴대 가능
한 디자인에 조용한 작동, 자동 차단 타이머 그리고 제품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까지,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켜기만 하면 Philips UV-C
살균 공기 청정기가 스마트하면서도 깨끗하게 공기를 정화해 줍니다.
집안을 세균으로부터 소독
• 전문 지식
• 집안을 세균으로부터 간단히 소독

8719514435575

주요제품
전문 지식
Philips는 UV-C 조명 분야에서 35년 이상
의 경험과 강력한 응용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세균으로부터 간단히 소독
현재까지 테스트된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
러스는 UV-C 소독에 반응합니다.

사양
전구 특성
• 조광가능: 아니요
• 의도된 용도: 옥내
• 램프 모양: 액세서리
• 기술: UV-C

전력 소비량
• 역률: 0.9
• 전압: 100-240 V
• 전력: 35 W
제품 규격 및 무게
• 길이: 40 cm

전구 규격
• 높이: 40 cm
• 중량: 3 kg
• 폭: 20.1 cm
내구성
• 평균 수명(2.7시간/일): 9 a
• 광속 유지율: 70%
• 명목 수명: 9,000 시간
• 스위치 주기 수: 20,000
조명 특성
• 60% 출력까지 걸리는 준비 시간: 즉시 점
등
기타 특성
• 램프 전류: 345-145 mA

정격값
• 정격 수명: 9,000 시간
• 정격 전원: 35 W
기술 사양
• 진동 횟수: 50-60 Hz
포장 치수 및 무게
• EAN/UPC - 제품: 8719514435575
• 순중량: 3.000 kg
• 총중량: 3.815 kg
• 높이: 49.500 cm
• 길이: 29.000 cm
• 폭: 26.900 cm
• 소재 번호 (12NC): 929003133107

포장 정보
• EAN: 8719514435575
• EOC: 871951443557500
• 제품 명칭: UV-C disinfection air
cleaner TC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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