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등 전구

Ultinon LED
 

LED-FEST [38mm]

전구 수: 1

12V, 6000K 자연광 효과

실내, 번호판

 
11854ULWX1

밝은 실내등
LED로 넓어지는 시야

차량 내부 조명과 번호판을 위해 만들어진, 밝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튼튼한 필립스

LED 38mm Festoons 과 함께라면 더 이상 열쇠를 잃어 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6000K

의 자연광 효과를 선사하는 강력한 조명이 차량 내부를 밝게 비춰주는 한편, 눈에는 부드

럽게 작용합니다.

스타일 업그레이드

조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스타일

밝은 LED 실내등

차내를 구석구석 밝혀주는 밝은 실내등

우수한 조명 확산

우수한 조명 확산으로 가시성 향상

견고한 필립스의 품질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필립스 자동차 조명

손쉬운 설치 및 대부분의 차량 모델과의 호환성

오래 가는 LED 조명

튼튼하고 오래 가는 LED 조명



실내등 전구 11854ULW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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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실내를 더 환하게

전화, 열쇠, 아이가 잃어버린 왼쪽 신발까지. 어두

운 차량 안에서 잘못 놓아둔 물건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필립스 LED 실내등으로 따뜻하고

밝으면서도 균일하게 확산되는 조명의 힘을 빌려

보세요. 다음에 트렁크, 사물함 안 또는 차량 바닥

에서 물건을 찾을 때는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가는 LED 조명

밝고 스타일리시한 차량용 조명이 필요하신가요?

하지만 다 쓴 조명을 계속 교체하기는 번거롭지요.

강력한 조명일수록 수명이 짧다는 점이 바로 기존

의 헤드라이트가 가진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습니

다. 동일한 광양이라면 LED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필립스 Ultinon LED 조명은 열과 진동에도 더욱

강하므로 오래 가는 성능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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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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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 있는 스타일을 모

두 만족시켜 드립니다.

쉽고 간편한 설치

호환되는 차량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 있어, 유지 보수 경험이 있는 운전자라면 손쉽게

조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포장 데이터

EAN1: 8719018050038

EAN3: 8719018050045

포장 유형: X1

제품 설명

기술: LED

범위: Ultinon LED

유형: Festoon

ECE 승인: 아니요

베이스: SV8,5

용도: 실내, 번호판

지정 LED 유형: LED-FEST [38mm]

전기적 특성

전압: 12 V

제품 홍보 사양

장점: 스타일

제품 특징: 밝은 실내등

조명 특성

색 온도: 최대 6000K

루멘: 50

주문 정보

주문 접수: 11854ULWX1

주문 코드: 5003830

포장 정보

높이: 8.5 cm

길이: 19.5 cm

폭: 15.1 cm

개당 총중량: 0.27 kg

포장된 제품 정보

높이: 9.2 cm

길이: 6.8 cm

폭: 2.8 cm

MOQ(전문가용): 10

포장 수량: 1

수명

수명: 최대 8년

* 해당 지역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LED 레트로핏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 LED 레트로핏 전구의 사용이 해당 지역의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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