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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VS 세일즈팀 드림

LED 모듈 – 
LED Line SMD Comfort-B 3R

• 실속 있는 PCB 디자인으로 총 길이 1.5m, 14,000lm 까
지의 기구에 적합 (1.5 m = 3 modules).

• 높은 효율: 189 lm/W 까지

• 다양한 옵틱 솔루션을 이용한 융통성 있는 배광

• 3-step MacAdam

• 수명: 60,000 시간 (L80/B10)

산업용 및 가로등용 컴팩트 LED 드라이버

• IP20 또는 IP67의 싱글 디밍 타입으로 이용 가능하며, 
IP20은 멀티 디밍 버전도 가능. 

• 출력 전류 선택 가능

• 미드나잇 기능

• 매우 낮은 리플 전류: < 5%

• 수명: 100,000 시간까지

• 제품 보증: 5 년

멀티 디밍 – IP20
 – DALI2, 라인 스위치, 미드나잇 기능, 
메인 볼티지 디밍 

 – NFC 또는 LEDSet2로 출력 전류 선택 가능

 – 서지 프로텍션: 10 Kv 까지

싱글 디밍 – IP67
 – NFC로 출력 전류 선택 가능

 – 서지 프로텍션: 6 Kv 까지

 – 커넥션 리드 조립

싱글 디밍  – IP20
 – NFC 또는 LEDSet2로 출력 전
류 선택 가능

 – 서지 프로텍션: 10 Kv 까지

LED 모듈 – Allround CSP

• 모듈식 기구 디자인용 빌트인 모듈 

• 4가지 형태: 4, 8, 12, 16 LEDs

• CCT: 3000 / 4000 / 5000 K

• 높은 효율: 176 lm/W 까지

• 다양한 옵틱 솔루션을 이용한 융통성 있는 배광

• 순간 피크 보호: 4 kV

• Zhaga 표준 규격

LED Linear Allround CSP

LED Line SMD Kit Gen. 4

LED Line SMD Kit 3R Gen. 4

LED Line SMD Comfort-B 3R

LED 모듈 – LED Line SMD Kit Gen. 4
1줄 (W4), 3줄 (W5.5)

• 차세대 LED 모듈

 – 약 7% 높아진 효율 (204 lm/W 까지)

 – 다양한 사용 – 사무실, 상점, 복도, 선반용 조명 

• 길이: 280 / 560 mm

• 다양한 옵틱 솔루션을 이용한 융통성 있는 배광

• Zhaga 표준 규격

• 수명: 50,000 시간 (L80/B10)

ComfortLine NFC LEDSet S-D

ComfortLine NFC S-D

PrimeLine NFC LEDSet 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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