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NEWSNEW

Dim2Warm – COB 모듈

• 웜 화이트 온도 조절 1 채널 LED 모듈 

• 3000 K, 2000 K 사용 가능

• 소형 사이즈: 13.5 x 13.5 mm, LED 면적 Ø 10 mm

• 높은 연색 지수: CRI > 90

• 매칭되는 VS 트레일링 엣지 페이스컷팅 LED 드라이버 
이용 가능합니다. (e.g. 186449 / 186415 or 186710 / 
186711)

산업용 리니어 LED 드라이버

• 높은 출력: 120 W / 165 W

• LEDset 푸쉬인 터미널을 통해 출력 전류 선택 가능

• 4 kV까지 보호

• 중앙 전지식 비상등 시스템에 적합 (EN 50172에 부합)

플랫 빌트인 LED 라이트 패널

• 평평한 디자인, 사각 or 직선형, 손쉬운 설치

• 외부 LED 드라이버 연결 여부 선택 가능

• 스탠다드, UGR 버전 이용 가능

• 높은 연색 지수: CRI > 80

• 3-step MacAdam

• 현재 1세대 제품에 한해 좋은 조건으로 할인 판매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재고 소진 시 할인은 종료됩니다.

리니어 LED NFC 드라이버

•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를 통한 비접촉식 프로그래밍

 – 출력 전류 선택 가능

 – 프로그램 작동 가능한 CLO 기능

 – DC level 조절

• 중앙 전지식 비상등 시스템에 적합 (EN 50172에 부합)

• 유연함

LEDLine Flex SMD – IP67

• 24 V SMD 라인 모듈 (SELV)

• 보호 등급: IP67 (습기, 먼지로부터 보호)

• 1000 lm/m

• 디머블

• 매칭되는 VS 드라이버 
이용 가능합니다.

LED 프로페셔널 심포지엄 in Bregenz

The LED professional Symposium + Expo 
(LPS)이 2018년 9월말 개최됩니다. 9/25~9/27 
동안 보슬로 스와베 스탠드(B14)를 방문하셔서 
LED 제품 (모듈, 옵틱, 드라이버) 트렌드를 살펴 
보세요!

186449 / 186415 186710 / 18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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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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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sbdownloader/COB_Dim2Warm_EN.pdf
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espdfsearch/_LED-Konstantstromtreiber_EN/0023.pdf
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espdfsearch/LED-Treiber_ComfortLine_NFC_186697-186698-186699-186700_EN.pdf
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espdfsearch/LED-Treiber_ComfortLine_LEDSet_186695-186696_EN.pdf
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espdfsearch/LEDLine-Flex_SMD_IP67_WU-M-616_EN.pdf
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espdfsearch/LED-Converter_24V_EN.pdf
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sbdownloader/LED-Flat-Panel-Gen-2_EN.pdf
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sbdownloader/LED-Flat-Panel_EN.pdf
https://www.led-professional-symposium.com/
https://www.vossloh-schwabe.com/uploads/tx_espdfsearch/LED-Treiber_EasyLine_SimpleFix_186708_186709_186710_186711_E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