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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AENA MR16 EXTERNAL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LED 조명기구 FAENA MR 16

FAENA MR16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MR16 방식의 할로겐 램프를 기존 등기구에 그대로 사

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또 최대한의 방열 효과로 인한 수명과 안정성이 뛰어나고, 대한트

랜스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 할로겐 50W 대비 85%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
· 기존 할로겐 램프와 1대 1 교환 : GU5.3 베이스 호환
· 50,000시간
· 눈부심 및 스트로브 현상 없음
· 먼지 흡착 및 황변 현상 없음

높이: 57mm 
너비 : 50mm
중량 : 38g

물리적 특성

*방사각은 중심각으로부터의 최대 광속이 절반이 되는 지점까지의 각도를 의미 / *주파장은 CIE 1931 색도표의 색상으로부터 산출되었음
*스펙트럼 너비(Spectrum width)는 최대 광속의 절반을 기준으로 함 / *광속 측정 기구 : CAS140B / *테스터 오차 허용치 : CCT 5%
*백색 제품의 CRI (Color Rendering Index) 수치: 75이상 / *광속과 광도는 96개의 램프를 상온인 섭씨 평균 25도에서 측정

광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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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ENA MR16 EXTERNAL

전기적 특성 입력 전압 : AC/DC 12V
전력 소모  : 2W/4.6W
수명 : 50,000시간
소켓 : GU5.3

방열 : 알루미늄 히트 싱크 채택, 공랭식
최대 동작 온도 : 50˚C
최저 동작 온도 : -10˚C
최대 보관 온도 : 60˚C 
최저 보관 온도 : -20  C

백색 LED 소자 :  고휘도 LED 소자
본체 : 알루미늄 바디, 히트싱크 및 PC 커버

백화점 및 상점의 전시 조명
실내의 직접 또는 간접 조명
스튜디오, 극장, 실내 인테리어 조명

방열 및 열성

제품의 구성

용도

제품의 특성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