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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루멘 120도 광각의 밝은 불빛
최대 밝기 5시간 최저 밝기 40시간 이상 사용

MPPT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충전
강력한  생활 방수

스마트 폰 충전을 위한 USB 포트
ZERO 대기 전력 소모
편리한 배터리 잔량 표시

스마트 폰 충전밝고 오래가는 불빛 고속 태양광, AC/DC 충전

130루멘, 120도 광각의 강력한 불빛!
최대 밝기에서 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저 밝기에서 40시간).
캠핑 등의 야간 활동에 최상의 불빛을
제공하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
에서는 생활용 전등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제품입니다.

청명한 날 직광으로 5시간 충전하면 최대 밝기
에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 획득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5~12V AC 어댑터를 이용하면 2시간 동안 
약 90% 충전됩니다.

USB 출력 포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MP3, PMP는
물론 갤럭시, 아이폰 등의 스마트 폰
충전이 가능합니다.
SolarTurn1130이 완충되어 있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의 약 6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되지 않는 기기도 있습니다)

강력한 생활 방수 ZERO 대기 전력 소모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적인 전력 
소모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나도 재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출하 검사

완벽한 배터리 보호
배터리가 과충전, 과방전이 되지 않도록 보호 회로
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특히 심한 과방전은 배터리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자체 개발한 고성능 검사 장비(SPIS and TTP: Signal
Processing Inspection System and Thorough Test Protocol)
를 이용하여 전량 기능 및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

완벽한 생활 방수를 위하여 회로 부분이 
실리콘 O-Ring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코넥터 캡이 닫혀 있으면 호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의 침수에도 동작에
문제가 없습니다.

열 발산을 위한 통풍구로 물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본체가 가벼워 물에
가라 앉지 않습니다.

www.lux-orbis.com mail@lux-orbis.com

▪ 밝기
    130루멘, 120도 광각의 삼성 Power LED

▪ 사용 시간
     5시간 이상 : 최대 밝기

    13시간 이상 : 중간 밝기

    40시간 이상 : 최저 밝기

▪ 태양광 충전
    청명한 날 직광 5시간 충전 최대 밝기 5시간 사용

    2.2Wp 태양광 충전기 내장

▪ AC/DC 충전
    ~90% 충전에 약 2시간 소요

    AC 어댑터(5~12V),자동차 시가잭, PC USB 포트

    (AC 어댑터와 충전용 케이블 별매)

▪ 배터리
    2400mA 친환경 리튬이온 배터리(3년 이상 사용)

▪ 스마트 폰 충전
▪ 강력한 생활 방수
▪ 4단계 배터리 잔량 표시 인디케이터
▪ 440그램, 45x160x190 mm

DEVELOPED AND MANUFACTURED IN KOREA

밝고 오래 켜는,
완벽한 생활 방수의 태양광 랜턴 - 핸드폰 충전까지

.


.


태양광 충전
  5시간 충전 5시간 사용
  (최대 밝기, 청명한 날 직광)
  일체형 2.2Wp 태양광 충전기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AC/DC 충전
  90% 충전 2시간
  5~12V AC 어댑터
  자동차 시가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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