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 전구

Ultinon LED
 

LED-T20 [~W21/5W]

전구 수: 2

12V, 강렬한 빨간색

정지/미등

 
11066ULWX2

밝은 미등. 스타일리시한 드라이빙.
견고한 LED의 품질

스타일리시한 드라이빙을 원하신다면 강렬한 색상의 신호등을 선택해보세요. 필립스 Ultinon LED [~W21/5W] 정지 및

미등은 밝고 강렬한 레드로 눈에 잘 띄어 안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스타일 업그레이드

조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스타일

더욱 밝아진 LED 실외등

즉시 켜지는 조명으로 급제동 시 안전 확보

한층 밝아진 미등으로 개선되는 안전

우수한 조명 확산

우수한 조명 확산으로 가시성 향상

오래 가는 LED 조명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필립스 자동차 조명

손쉬운 설치 및 대부분의 차량 모델과의 호환성



미등 전구 11066ULWX2

주요 제품 사양

스타일리시한 실내등

사용자의 조명 요구 사항과 취향은 용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더 밝은 차량 실내등을 원하신다

면 다양한 필립스 Ultinon LED 램프에서 선택해

보세요. 편안한 전구색 4000K를 골라보는 것은 어

떨까요? 차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수단

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실내등 LED 전구로 스

타일을 마음껏 뽐내 보세요.

밝은 미등으로 높아지는 시인성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알리는 것은 안전에 매우 중

요한 요소입니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

은 서로가 앞으로 취할 행동을 알아야 합니다. 미등

이 밝으면 시인성이 높아져 안전까지 향상됩니다.

필립스 Ultinon LED 미등이라면 후진, 주행, 정지

등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성능을 제공해 주므로

다른 운전자가 움직임에 반응할 귀중한 시간을 제

공합니다.

즉시 켜지는 브레이크등

형광 램프는 켜진 후 최고 성능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LED 조명은 "즉시 켜지죠".

그 차이는 수십 분의 1초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급

제동 시에는 수십 분의 1초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

니다. 예를 들어, 100km/h에서 반응 시간 0.4초의

차이는 11미터의 추가 반응 거리와 맞먹습니다. 즉,

차량 2.5대의 길이만큼 더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필립스 LED 브레이크등을 사용하

면 제동해야겠다고 생각하자마자 뒤쪽의 운전자에

게 알릴 수 있습니다.

우수한 조명 확산

필립스 LED 실외등 제품군은 필요한 때 필요한 곳

에 (후진, 정지, 신호) 실외 미등 조명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명 분포가 더욱 스마트하게 설계되었습

니다. 넓은 각도와 우수한 조명 확산으로 도로에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인성

도 향상됩니다.

쉽고 간편한 설치

호환되는 차량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 있어, 유지 보수 경험이 있는 운전자라면 손쉽게

조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사에게 새 필립스 X-

tremeUltinon LED 조명의 설치를 맡기는 것이 좋

습니다. 기존의 차량 모델과 폭넓게 호환되지만 모

든 차량 유형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급 품질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필립스 조명은 100년의 역

사를 이어 왔으며 자동차 업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

니다. 필립스 차량급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

세스(관련 ISO 규정 포함)에 따라 설계 및 개발되며

언제나 높은 생산 기준을 준수합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필립스 램프를 선택하고 있으며, 필립

스 제품을 산다는 것은 곧 품질을 산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밝고 강력한 조명과 정확한 광선, 품격 있

는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켜 드립니다.

포장 데이터

EAN1: 8727900398878

EAN3: 8727900398885

포장 유형: X2

제품 설명

기술: LED

용도: 정지/미등

범위: Ultinon LED

유형: W21/5W

ECE 승인: 아니요

베이스: WX3x 16d

지정 LED 유형: LED-T20 [~W21/5W]

기술적 특성: 인스턴트 온

전기적 특성

전압: 12 V

제품 홍보 사양

장점: 최첨단 자동차 시스템

제품 특징: 밝은 미등. 스타일리시한 드라이빙.

조명 특성

색 온도: 최대 6000K

루멘: 190

주문 정보

주문 접수: 11066ULWX2

주문 코드: 39887830

포장 정보

높이: 8.5 cm

길이: 19.5 cm

폭: 15.1 cm

개당 총중량: 0.6 kg

포장된 제품 정보

높이: 9.2 cm

길이: 6.8 cm

폭: 2.8 cm

MOQ(전문가용): 20

포장 수량: 2

수명

수명: 최대 8년

* 해당 지역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LED 레트로핏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 2022 Lumileds Holding B.V.

All rights reserved.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

표는 Lumileds Holding B.V. 또는 각 소

유주의 자산입니다.

발행 일자 2022‑11‑09

버전: 7.2.1

12 NC: 8670 001 49586

www.philips.com

http://www.phili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