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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포장

12V, 55W

스타일

 

12258DVS2

스타일이 살아있는 드라이브
5000K의 밝은 백색광

필립스 DiamondVision 할로겐 헤드램프는 5000K의 백색광을 사용해 차량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특수하게 디자인된 블루 코팅으로 DiamondVision은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돋보이는 세련된 백색광

헤드라이트에 품격을 더하다

고품질 및 뛰어난 내구성의 헤드램프

고품질 석영유리로 제작된 필립스 자동차 램프^

습도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필립스 자동차 램프^

자외선 차단이 뛰어난 필립스 자동차

모든 용도에 적합한 다양한 12V 램프

더 안전하게 두 개의 헤드램프를 한 번에 교체하십시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필립스를 선택하였습니다.



할로겐 12258DVS2

주요 제품 사양

한 세트로 교체

균형 잡힌 조명 성능을 위해 한 세트로 교체하는 것

이 좋습니다.

5000K의 세련된 백색광

필립스 DiamondVision 헤드라이트는 선명한 백

색광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필립

스의 특허 받은 코팅 기술이 적용된

DiamondVision은 뛰어난 시야 및 스타일과 함께,

진정한 백색광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선택

100년간 필립스는 자동차 조명 업계에서 선두를

지키며, 현대적인 자동차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기

술 혁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날 유럽 차량 두

대당 한 대, 전 세계적으로 세 대당 한 대는 필립스

조명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용도로 사용 가능

다양한 12V 램프를 어느 기능에 사용할 수 있을까

요? 필립스 자동차는 차량에 관한 각종 기능을 충

족하는 제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향등, 하향등,

전방 안개등, 전방 방향지시등, 측면 방향지시등,

후방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후진등, 후방 안개

등, 번호판등, 후방 위치/주차등, 실내등

고품질 석영유리

UV 석영유리는 강화 유리에 비해 강도가 더 높고

극한 온도 및 진동에 강하여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필립스의 석영유리 램프(필라멘트 2650ºC, 유리

800ºC)는 극심한 열 충격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램프 내의 더 높은 기압으로 UV 차단 석영유리는

더 강한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전

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습도에 대한 저항력

필립스 자동차 램프는 습도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

니다. 한 방울의 차가운 물이 뜨거운 전구에 닿으면

(헤드라이트가 깨진 채로 빗속이나 물을 통해 운전

할 때 일어날 수 있음) 석영유리(필라멘트 2650ºC,

유리 800ºC)로 만들어진 전구만이 불이 켜진 채로

그 열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전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필립스의 특수 자외선 차단 코팅 기술이 헤드라이

트를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따라서 필

립스 차단 석영유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

의 환경을 만들어 주며,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제품 홍보 사양

장점: 밝은 백색광

제품 특징: 5000K

제품 설명

기술: 할로겐

용도: 추가 상향등, 상향등, 하향등

베이스: P14.5s

범위: DiamondVision

ECE 승인: 아니요

ECE 마크: 해당 없음

방향지시등: H1

유형:: H1 DiamondVision

전기적 특성

전압: 12 V

전력: 55 W

조명 특성

색 온도: 최대 5000 K

루멘: 800 ±15% lm

수명

수명: B3/Tc = 150/300

포장 데이터

포장 유형: S2A

EAN1: 8711500696830

EAN3: 8711500478030

주문 정보

주문 코드: 69683030

포장된 제품 정보

개당 총중량: 126.5 g

높이: 10.9 cm

길이: 10.9 cm

개당 순중량: 5.95 g

포장 수량/MOQ: 20

폭: 5.3 cm

포장 정보

높이: 12.6 cm

길이: 27.6 cm

폭: 22.8 cm

개당 총중량: 2.53 kg

* 전구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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