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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y
시그니파이는 필립스조명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시그니파이는 조명의 특별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더 밝은 삶과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새 사명은 조명이 의미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지능적 언어라는 점에서 선정됐으며

더 밝은 삶과 나은 세상을 위해 조명의 놀라운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자사의 목표와 전략적 비전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삶에 있어 조명은 필수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조명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터에 연결함으로써 

빛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스마트한 세상을 열 것입니다.

Signify의 목표는 
조명의 특별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더 밝은 삶과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COMPANY

BRANDS

PRODUCTS

Professional and 
consumer lighting

loT lighting
system

Architectural 
lighting

High-en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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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광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각각의 작물에 최적화된 LED 조명으로 1년 내내 작물을 재배 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LED 
식물조명은 더 빠른 성장, 더 많은 수확, 더 높은 품질의 작물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그니파이는 75년 이상 농작물에 조명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당사의 최첨단 LED 기술을 통해 식물
조명 솔루션을 작물 맞춤형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다섯 가지 분야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립스 LED 식물조명 소개
전문 재배 시설을 위한 맞춤형 LED 조명

Contents

18P프로젝트
Case study

22P고객 지원
Customer support

05P필립스 LED 식물조명 소개
Horticulture LED Solutions

08PLED 탑라이팅 리니어 1.3, 2.2
GreenPower LED toplighting linear 1.3, 2.2

06PLED 탑라이팅 컴팩트 1.2
GreenPower LED toplighting compact 1.2

10PLED 인터라이팅
GreenPower LED interlighting

12PLED 프로덕션 모듈 3.1
GreenPower LED production module 3.1

14PLED 플라워링 램프 2.1
GreenPower LED flowering lamp 2.1

16P그로우와이즈 제어 시스템
GrowWise control system 2.5

채소 및 과일

• 대상작물 : 수직 수경재배 작물(토마토, 오이 등), 엽채류, 허브 
   및 장과류(딸기 등)
• 필립스 LED 식물조명은 자연광과 더불어 각각의 작물에 맞는 
   파장을 제공하여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겨울철 수확량
   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화훼류

• 대상작물 : 국화, 장미, 절화류, 일년초 및 다년초
• 필립스 LED 식물조명을 사용하여 형태 및 색상이 균일한 
   화훼를 생산할 수 있으며, 화훼류의 개화 과정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식물공장 (시티팜)

• 대상작물 : 어린잎 채소, 엽채류, 딸기 등
• 다층구조의 집약적인 공간에서 건강한 무농약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에서 필립스 LED 식물조명을 사용하여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햄프

• 법률적으로 허용된 국가에서 비마약성의 의료용 대마만 취급
• 상대적으로 광이 매우 많이 필요한 작물로, 최적화된 파장대의 
   인공광을 제공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함유량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위의 주요 4가지 시장을 제외한 조직배양 및 다양한 연구, 
   스포츠 구장 등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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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GreenPower LED  
toplighting compact 1.2
LED 탑라이팅 컴팩트 1.2

LED 탑라이팅 컴팩트를 사용하여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획기적
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LED 탑라이팅 컴팩트를 사용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 타입을 가지고 있어 기존 HPS 설정을 1:1로 교체
하거나 신규온실 구축시 LED 조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2650µmol/s의 높은 광출력과 최대 3.7µmol/J의 높은 
광효율로 작물 생장을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온실 운
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설치 혹은 기존 온실 리노베이션

LED 탑라이팅 컴팩트는 설치가 매우 간편하도록 설계 되었
으며, 스크린을 방해하지 않는 작동 거리를 위해 특정 브라켓
을 사용합니다. 또한 전원을 켤 때 유입 전류가 없으므로 전기 
캐비넷 설치가 간편합니다. 0.98의 높은 역률은 케이블 및 변
압기의 부하를 줄여줍니다.

GrowWise 제어 시스템으로 디밍 가능

LED 탑라이팅 컴팩트는 GrowWise 제어시스템을 통해 최대 
PPFD(광량 자속밀도)의 10% 수준까지 낮추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광을 하거나 일몰에서 
일출까지의 자연광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GrowWise 제어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후컴퓨터(*프리바, 
호겐도른)를 통해 연결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적용 작물
• 토마토, 오이, 상추, 딸기 등 과채류

• 장미, 국화, 난초 등 절화류 및 분화류

• 약용 대마초

나트륨등 1:1 대체

HPS:LED 1:1 교체

필립스 LED 탑라이팅 컴팩트는 기존 HPS 설비에 그대로 적용
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HPS와 같은 광도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50% 절약하거나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대 광도를 적용하여
최대 150% 높은 조명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직 수경 재배 
작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배 시설에서 최적의 효능과 우수한 
광분포 및 균일성을 제공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함께 백색 
도장처리된 몸체는 자연광을 거의 차단시키지 않으며 IP66의 
방수 등급을 제공합니다. 

제품 사이즈

제품 사양

모델명 인입전압 빔각도 역률 수명 2) 방수방진등급 냉각방식 디밍 3) 커넥터 국제 인증

VAC ˚ hrs IP %

GreenPower LED 
toplighting compact

200-400/ 
277-400

광폭 : 150
표준 : 120

0.98 36,000
(L95)

66 수동식 10 - 100 Wieland 
RST20i3 Green

CE, ENEC, RoHS, UL/CSA, 
EAC, RCM, PSE, KC

제품 사이즈 (mm) 제품 중량 (kg)

L1 W1 H1

720 240 90 10.5 (후크 포함)

L1

W1

H1

200-400V 제품군
빔각도 스펙트럼 타입 Deep Red/

Blue types
Deep Red/
White  types

Deep Red/White/ 
Far Red types 1)

스펙트럼 코드 단위 LB LB 2_LB MB VSN2 FR_1 FR_RSE FR_5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1900 1800 1850 1750 1610 1650 1650 1850

소비전력 W 520 520 520 520 600 520 520 520

광효율 µmol/J 3.7 3.5 3.6 3.4 2.7 3.2 3.2 3.6

광효율 50% (디밍) µmol/J 4.0 3.8 3.7 3.0 3.5 3.5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1800 1700 1700 1650 1600

소비전력 W 520 520 520 520 520

광효율 µmol/J 3.5 3.3 3.3 3.2 3.1

광효율 50% (디밍) µmol/J 3.8 3.6 3.5 3.4

Standard
beam

Wide
beam

277-400V 제품군
빔각도 스펙트럼 타입 Deep Red/

Blue types
Deep Red/
White  types

Deep Red/White/ 
Far Red types 1)

스펙트럼 코드 단위 LB LB 2_LB MB FR_1 FR_3 FR_RSE FR_5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2650 2400 2200 2600 2350 2150 2500 2550 2350 2100 2250 2050 2100 2250 2500

소비전력 W 780 700 645 770 720 645 750 780 730 645 710 660 700 710 755

광효율 µmol/J 3.4 3.4 3.4 3.4 3.3 3.3 3.3 3.3 3.2 3.3 3.2 3.1 3.0 3.2 3.3

광효율 50% (디밍) µmol/J 3.7 3.7 3.7 3.7 3.6 3.6 3.6 3.5 3.6 3.5 3.4 3.3 3.5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2250 2100 2100 2075 1900

소비전력 W 710 680 670 675 635

광효율 µmol/J 3.2 3.1 3.1 3.1 3.0

광효율 50% (디밍) µmol/J 3.5 3.4 3.4 3.3

Standard
beam

Wide
beam

* DR = Deep Red/B = Blue/W = White/FR = Far Red/LB = Low Blue/2_LB = white 2_Low Blue/MB = Medium Blue/VSN2 = Vision - broad spectrum/FR_1 ...5 = Far Red 1...5/FR_RSE = Rose Module

1) 공시된 값은 400-800nm의 총 광자 플럭스를 나타냅니다.     2) 수명 및 유지 관리 값은 25°C/77°F의 주변 온도에서 적용됩니다. 
3) 모든 제품은 GrowWise 제어 시스템과 결합될 때 광자 플럭스/전력 소비의 10%까지 광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 모든 수명은 측정되었으며, 평균 작동 시간을 나타내는 산업 표준 측정값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특정 성능 주장이 아닙니다. * 참고: 10% ~ 100% 조광 가능

액세서리

마운팅 브래킷 Ⓐ
LED 등기구에 포함된 표준 브래킷

마운팅 브래킷 Ⓓ
Trellis

마운팅 브래킷 Ⓑ
C-프로파일

커넥터 (암)마운팅 브래킷 Ⓒ
Trellis

전원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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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GreenPower LED  
toplighting linear 1.3, 2.2
LED 탑라이팅 리니어 1.3, 2.2

필립스 LED 탑라이팅 리니어는 수확량 증가, 연중 생산으로의 전환, 
작물 품질 개선, 생장 주기 단축 등 원하는 모든것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LED 탑라이팅 리니어는 광 균일성이 필요한 곳에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별도의 C-프로파일 악세서리를 사용하여 조명 설치 
시 완벽한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작물의 높이가 제한적이거나 
제품의 사양보다 더 낮은 광도가 필요한 경우, 그에 맞춘 광도와 
균일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효율은 최대 3.4umol/J까지 
향상될 수 있고, 디밍기능을 통해 필요한 광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LED 탑라이팅 리니어는 C-프로파일(마운팅 브라켓)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어 조명기구를 필요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한 설치

필립스 LED 탑라이팅 리니어는 최대 3.3µmol/J 의 광효율에서, 
일반적으로 LED 등기구 종류별로 900~1,000µmol/s 범
위의 광출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명 시스템에 대
한 고효율 교체 및 에너지 효율적인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체형 수동 냉각방식으로 설계되어, 견고하고 안정
적으로 작동하며, 열을 효율적으로 발산하도록 설계되어 
수명이 크게 연장됩니다.

높은 광효율/유지 보수가 적은 제품 디자인균일한 작물 생장

필립스 LED 탑라이팅 리니어의 고급 LED 기술은 작물에 균일한 
광을 제공합니다. 광 균일성을 통해 온실의 모든 식물이 균일
하게 생장하여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그린파워 LED 탑라이팅 리니어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rowWise 제어 시스템을 통해 최대 PPFD(광합성
광량 자속)의 10%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광도를 낮추거나 일몰에서 일출
까지의 자연광을 모방하여 특정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rowWise 제어 시스템은 독립형으로 사용
하거나 기후 컴퓨터(*프리바, 호겐도른)를 통해 연결 및 제어
할 수 있습니다.

GrowWise 제어 시스템으로 디밍 가능

적용 작물
• 절화, 화분, 화초, 일년생 및 다년생 식물

• 토마토, 오이, 미니오이, 고추, 파프리카, 딸기 등 과채류

• 상추, 양상추, 바질 등 엽채류

• 화훼류 및 채소류 번식

최적의 광 균일성 제공

 

제품 사이즈

모델명 제품 사이즈 (mm) 1) 제품 중량 (kg)

GreenPower LED toplighting L1 W1 H1

linear 1.3 1,270 50 110 3.65

linear 2.2 1,264 55 80 3.2

W1

H1

L1

제품 사양

모델명 인입전압 역률 수명 3) 방수방진등급 냉각방식 국제 인증

GreenPower LED toplighting VAC hrs IP

linear 1.3 400 › 0.95 @ 400 36,000 (L90) 66 수동식 CE, RoHS, KC

linear 2.2 400 › 0.95 @ 400 36,000 (L90),
50,000 (L70)

66 수동식 CE, UL/CSA, KC 
RoHS, ISO, RCM

GreenPower LED
toplighting linear 
1.3

GreenPower LED
toplighting linear 
2.2

스펙트럼 타입
Deep Red/
Blue types

Deep Red/
White types

Deep Red/White/
Far Red types 2)

스펙트럼 코드 단위 LB LB MB HB LB RSE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1000 1000 1000 1000 900 900

소비전력 (최대치) W 305 315 325 325 285 285

광효율 µmol/J 3.3 3.2 3.1 3.1 3.2 3.2

광효율 50% (디밍) µmol/J 3.8 3.6 3.5 3.5 3.6 3.6

* LB = Low Blue/HB = High Blue/MB = Medium Blue/RSE = Rose spectrum

1.3버전 제품군

스펙트럼 타입 Deep Red/Blue types Deep Red/White types

스펙트럼 코드 단위 LB MB HB LB MB W (VSN2) MB + Far red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550 500 520 520 520 500 500

소비전력 (최대치) W 155 160 160 155 160 200 175

광효율 µmol/J 3.5 3.4 3.3 3.4 3.3 2.5 2.9

2.2버전 200-400V 제품군

스펙트럼 타입 Deep Red/Blue types Deep Red/White types

스펙트럼 코드 단위 LB LB MB W (VSN2)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800 800 800 630

소비전력 (최대치) W 230 250 250 250

광효율 µmol/J 3.5 3.2 3.2 2.5

* W = White (VSN2 broad spectrum)/LB = Low Blue/MB = Medium Blue/HB = High blue

2.2버전 277-400 제품군*

1) 40x40mm 프로파일의 마운팅 프로파일 포함. 2) 공시된 값은 400-800nm의 총 광자 플럭스를 나타냅니다. 
3) 수명 및 유지 관리 값은 25°C/77°F의 주변 온도에서 제공됩니다. 
* 모든 수명은 측정되었으며, 평균 작동 시간을 나타내는 산업 표준 측정값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특정 성능 주장이 아닙니다. * 참고: 10% ~ 100% 조광 가능

액세서리

마운팅 브래킷 Ⓐ
연속 라인 설치용

마운팅 브래킷 Ⓑ
비연속 라인 설치용

커넥터 점퍼 케이블 엔드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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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수경재배 작물의 사이에 이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작물의 
생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작물에 맞는 최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가능한 가장 많은 양의 빛을 적용하고 최대한의 수확량을 얻으
려면 300µmol/s의 광출력과 3.3µmol/J의 광효율을 가진 LED 
인터라이팅 모듈 고출력 버전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20µmol/s 광출력과 2.8µmol/J 광효율을 가진 인터라이팅 모
듈은 에너지 절감이 우선순위일 경우 적합합니다. 

온실에 가장 적합한 '가치'를 선택하세요

03 GreenPower LED  
interlighting
LED 인터라이팅

• 최대 3.3µmol/J의 광효율로 생산량 극대화
•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모듈을 선택하여 에너지 비용 최소화
• "데이지 체인" 방식 & "플러그 앤 플레이" 디자인을 통해 
   획기적으로 설치비용 절감
• 설치 및 유지 보수 용이성

적용 작물
• 토마토, 오이

연중생산에 적합한 조명

인터라이팅은 2m 및 2.5m 버전으로 제공되므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각 재배 라인의 끝까지 균일한 배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균일한 작물플러그 앤 플레이 시스템으로 설치 비용 절감

필립스 LED 인터라이팅은 간편한 "플러그 앤 플레이" 커넥터 
케이블,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단 하나의 전원 연결로 
최대 64개의 인터라이팅 모듈을 연결하여 시간, 필요 자재 및 
설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더라도 한 번에 1m 씩 들어 올릴 수 있어, 시
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라이팅에서 발산되는 측면 배광 패턴
을 사용하면 작물의 잎이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수
확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 사이즈

모델명 광합성 광량자속 소비전력 광효율 인입전압 역률 수명 방수방진등급 국제 인증

GreenPower LED interlighting µmol/s W µmol/J VAC hrs IP

module 200 RO 175 64 2.7 200-400 > 0.9 36,000 L90 66 CE, PSE, UL/CSA, KC

HO 240 74 3.2 200-400 > 0.9 36,000 L90 66

module 250 RO 220 79 2.8 200-400 > 0.9 36,000 L90 66 CE, PSE, UL/CSA, KC

HO 300 92 3.3 200-400 > 0.9 36,000 L90 66

* RO = regular output/HO = high output

제품 사양

모델명 제품 사이즈 (mm) 제품 중량 (kg)

GreenPower LED interlighting L1 L2 L3 L4 W1 H1 H2

module 200 2,028 1,948 80 15 65 79 2.2

module 250 2,500 2,420 80 15 65 79 2.5

L1

L2 L3 L4 W1

H1

액세서리

마운팅 브래킷 파워 케이블 점퍼 케이블

암 커넥터 엔드 캡



12 13Horticulture LED SolutionsGreenPower LED production module

04 GreenPower LED  
Production module 3.1
LED 프로덕션 모듈 3.1

• 작기를 최적화하기 위한 색상과 조명 밝기 기능
• 와이드 빔으로 인한 필요한 모듈수 감소
• 작물 생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높은 광출력 제공

그린파워 LED 프로덕션 모듈 3.1은 쉽게 연결 및 분리할 수 
있는 표준 Wieland 커넥터와 호환되며 습한 조건에 대한 
IP66 및 UL 등급을 준수합니다. 다양한 다층형 생산시설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3종류의 표준 브래킷을 제공합니다.

쉽고 편한 설치

다양한 현장의 요구충족

그린파워 LED 프로덕션 모듈 3.1은 기본 설정에 맞게 다양한 
버전과 길이로 제공됩니다. 표준 온 오프 모듈은 표준 조명 
레시피와 함께 제공됩니다. GrowWise 제어 시스템(GWCS)
에 연결되면 색상과 조명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작물
• 상추, 양상추, 바질 등 잎이 많은 채소 

• 딸기 등 부드러운 과일

• 허브 

• 새싹 채소

다층형 식물공장에 최적화된 완전한 제어 및 유연성

향상된 광효율성과 함께 작물별로 각기 다른 광레시피를 제공
하며, 높은 광출력 및 긴 수명 덕분에 이제 운영 비용이 낮아졌
습니다. 높은 수준의 광 균일도로 일관성 있는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솔루션

필립스 LED 조명 솔루션은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원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와 최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식물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하고 선도적인 원예 연구 
시설과 협력한 결과인 다양한 작물에 대한 당사의  고유한 조명 
레시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지원

제품 사이즈

제품 사이즈 (mm) 제품 중량 (kg)

L1 L2 W1 H1

1200/1500/2400 700 40 40 1.25/1.45/2.05 (드라이버 포함)

모델명 인입전압 1) 빔각도 역률 방수방진등급 냉각방식 수명 2) 냉각방식 국제 인증

VAC ˚ IP hrs

GreenPower LED Production module 3.1 120-277 140 0.9 66 수동식 36,000
(L95)

수동식 CE, RCM, PSE,
KC

제품 사양

스펙트럼 타입 단위 DRB DR/B/FR DR/W

제품길이 mm 1200 1500 1200 1500 2400 1200 1500 2400

스펙트럼 코드 LB HB LB HB LB LB LB LB LB LB

타입 고정형 및 색상 제어형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168 168 210 210 168 210 210 168 210 210

소비전력 W 51/70 56/70 64/88 70/88 51/70 64/88 66/88 58/70 73/88 76/88

광효율 µmol/J 3.3 3.0 3.3 3.0 3.3 3.3 3.2 2.9 2.9 2.8

스펙트럼 타입 단위 DR/W/FR DR/B/W/FR DR/B/W/FR_R DR/B/W/FR

제품길이 mm 1200 1500 2400 1200 1500 2400 1200 1500 1500

스펙트럼 코드 LB HB LB - - - - - -

타입 정적 및 색상 제어 C4 C4 C4 C4-R C4-R SB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168 210 210 168 210 210 168 210 280

소비전력 W 58/70 73/88 75/88 0-70 0-88 0-88 0-70 0-88 88/88

광효율 µmol/J 2.9 2.9 2.8 < 3.2 < 3.2 < 3.2 < 3.3 < 3.3 < 3.2

* DR = Deep Red/B = Blue/FR = Far Red/W = White/LB = Low Blue/HB = High Blue/R = Research

1) 50-60 Hz 
2) 수명 및 유지 관리 값은 25°C/77°F의 주변 온도에서 제공됩니다. 
* 모든 수명은 측정되었으며, 평균 작동 시간을 나타내는 산업 표준 측정값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특정 성능 주장이 아닙니다.

W
1

L1

H
1

L2

W1

H
1

액세서리 

마운팅 브래킷 Ⓐ
엔드 나사

커넥터 (암/수)마운팅 브래킷 Ⓑ
엔드 후크

분배 블록마운팅 브래킷 Ⓒ
중간

커버 캡 (암) 연결 케이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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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백열램프를 사용하던 E26 베이스에 손쉽게 교체
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설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편리성

뛰어난 광효율의 고품질 LED 채택으로 백열램프 대비 
90%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주의 사항
• 

• 

• 

밀폐된 환경에서의 설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3~3.2m2의 공간에서 작물 위 높이 2m 기준으로 균제도 
성능(0.6-2µmol/s/m2)에 있어 백열램프 100W 이상의 
성능을 구현합니다.
램프의 설치 수량 및 설치 높이 등은 필립스 조명의 전문
가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IP44등급으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램프 세척 시, 램프의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살균소독
제 혹은 에탄올 등에 적신 수건을 사용하여 램프의 먼지
를 닦아내도록 합니다. 비마모성 세척제, 수세미, 표백제, 
혹은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성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05 GreenPower LED  
flowering lamp 2.1
LED 플라워링 램프 2.1

• 일장을 연장하여 장일식물의 개화를 유도하고, 
   국화와 딸기 같은 작물들이 휴면상태에 들어가는 현상 방지
• 표준형 소켓 (E26)
• 경량 강화 플라스틱 소재
• 광효율 최대 2.5µmol/J

적용 작물
• 절화류

• 일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모주

• 딸기

식물 생장을 촉진하고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L90B50*제품으로 광속유지율을 25,000시간 유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L90B50이란 25,000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초기 광속의 90%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비용 절감

LED 식물등은 유리가 아닌 높은 강도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물리적 충격에 대해 안전한 제품입니다.

안전성

제품 사양

제품 사용

모델명 단위 2.1

GreenPower LED flowering DR/W DR/W/FR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25 20

소비전력 W 10 9.3

광효율 µmol/J 2.5 2.2

베이스 E26

사이즈 mm/in H:164/6.46, W:127/5.00

재질  Plastic, White frosted

무게 kg/lb 0.170kg/0.375lb

방진방습지수 IP/UL IP44/Dry and damp locations

역률  >0.9

광속유지율 % 90

수명 Hrs L90B50:25,000

Switching cycles 35,000

인입 전압 VAC 120-230VAC (50-60Hz)

국제 인증  UL/CSA, IEC (CE), KC

빔각도 ° 110

THD % <29

✔✔ ✘

E26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램프 과열로 인한 조기 제품 
고장을 방지하려면 개방된 램프
가 공기중으로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하며, 밀폐된 등기구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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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nection to 
customer network*

Connection for
Laptop with 
xed
IP: 192.168.3.1  

Important
* 고객 네트워크가 VPN을 차단해서는 
  안 되며, TCP 및 UDP는 포트 2079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Max 100m  

Max 100m  

Max 100m  

Warning
컨트롤러와 스위치의 전원 공급 장치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로우와이즈 제어 시스템 작동 방법

시스템 설치

필립스 그로우 와이즈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면 보광을 
시작하는 시점, 총 보광 시간, PPFD(광량 자속밀도) 
등 작물 맞춤형 조명 레시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 
제어 모듈을 사용하면 다양한 색상(적색, 청색, 녹색 
및 근적색)을 혼합하여 조밀함, 색상 강도, 줄기 발달 
및 개화와 같은 식물의 특정 기관의 발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수확량과 품질 및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국어 인터페이스로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조명 레시피를 생성하거나 그로우와이즈 제어 시스템
에서 기존 조명 레시피를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명 레시피를 24시간 동안 특정 간격으로 실행되도록 프
로그래밍 할 수 있고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
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 농장의 레이어 또는 레이어 일부와 같은 시설의 여러 
라이트 존 및 그룹에서 실행되도록 조명 레시피를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작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을 더욱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어 
시스템은 조명과 조명 레시피가 작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설에 효율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때와 장소에 적합한 조명 솔루션

다양한 현장의 요구 충족

06 GrowWise  
control system
그로우와이즈 제어 시스템

• 생육 단계에 따라 맞춤 조명
• 품질 관리 (예 : 유통 기간, 바이오 매스, 영양 수준 또는 식물 색상)
•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지 않고도 새로운 작물에 쉽게 조명 적용
• 연중 내내 예측 가능한 생산

완벽한 유연성과 제어

제품 안내

라우터

송신기

PoE 스위치

주 변압기 LL 타입

그로우와이즈 컨트롤러

주 변압기 LN 타입

노드

주 전원 수신기 어댑터

시스템 설치는 다음 도면에 
따라야 합니다. 

라우터와 GrowWise 컨트롤러 
연결은 그림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다르게 연결하면 시스템
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스위치
의 PoE 연결을 통해 전원을 공급
받는 노드를 제외하고 모든 장치
는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Control system

Remote online (VPN) Cloud

Web interface Your climate computer 
(requires integration 

by climate computer company)

웹 인터페이스 기후 컴퓨터

그로우와이즈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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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y study 
프로젝트

대동공업 
서초 사옥

설치 제품 TLL (175W) TLL (325W)

소비전력 (W) 175 325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550 1000

광효율 (µmol/J) 3.2 3.1

수명 (hrs) 36000 @L90 36000 @L90

설치수량 (pcs)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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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듬지팜프레팜
부여충주

설치 제품 TLC1800µmol (1.0버전)

소비전력 (W) 620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1800

광효율 (µmol/J) 최대 3.0

수명 (hrs) 36000 @L90

설치수량 (pcs) 3000

설치 제품 TLC1800µmol (1.0버전)

소비전력 (W) 620

광합성 광량자속 (µmol/s) 1800

광효율 (µmol/J) 최대 3.0

수명 (hrs) 36000 @L90

설치수량 (pcs)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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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고객 지원

고객의 사업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지속적인 성장

사업
계획 & 지원

광
 레
시

피

조명

설
계

 &
 설
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

비지니스
매니저

재배
전문가

기술
엔지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