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Ligthing Solutions

바이크용 광시야각 헤드랜턴 시리즈
 제조사 : FoxFury (USA)
 헤드랜턴형, 자전거 탈부착용 키트 제공
 특성 : 고휘도,
고휘도 광 시야각,
시야각 긴 사용시간
 최고급 마감 및 뛰어난 디자인과 내구성

FoxFury 제품은
• 광시야각 헤드랜턴은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하여 멀티 태스킹 등 뛰어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 LED광원 가격으로 Laser광원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뛰어난 광시야각을 제공합니다
• 성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됩니다

FoxFury

공식 수입원 : ㈜ 신하, In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4번지 현대오피스빌딩 1202호
Tel : (031) 711 1417 Fax : (031) 7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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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용 광시야각 헤
랜턴 시리
바이크용
헤드랜턴
시리즈
PRO Series (프로 시리즈)

최고급 해드랜턴형 (Luxeon Stars LED)
4개의 1 Watt Luxeon Stars LED사용
켄들파워 : 1,810 (144 루멘)
30도의 좌우 광시야각 제공 / 상하로 90도 빛 방향 조절 가능
White Light : 가시거리 전면 60-70m, 좌우 18m
6개 모드로 밝기 조절 가능
C 배터리 4개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 가능
방수 기능 : 6m
자전거용 탈부착 키트 제공

White Light

PRO III Series (프로 시리즈)

White Light

최고급 해드랜턴형 (Osram/Cree LED)
4개의 3 Watt CREE XR
XR-E
E LED사용
켄들파워 : 6,270 (500 루멘)
30도의 좌우 광시야각 제공 / 상하로 90도 빛 방향 조절 가능
White Light : 가시거리 전면 152m, 좌우 18m
6개 모드로 밝기 조절 가능
CR123A 배터리 6개로 최대 16시간까지 사용 가능
방수 기능 : 6m
자전거용 탈부착 키트 제공

Performance Series (프로 시리즈)

White Light

FoxFury

Rugged 스타일의 해드랜턴형 (Osram/Cree LED)
켄들파워 : 640 (51 루멘)
소형 LED 24개 장착
45도의 좌우 광시야각 제공 / 상하로 90도 빛 방향 조절 가능
White Light : 가시거리 전면 36 – 45m, 좌우 18m
AA 배터리 4개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 가능
자전거용 탈부착 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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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용 광시야각 헤드랜턴 시리즈 제품 특성

Features

Pro 시리즈

Pro III 시리즈

Performance 시리즈

모델 번호

500-001 (White)

500-303 (White)

400-400 (White)

LED 개수

전면 4개

전면 4개

전면 24개

밝기 조절 모드수

6개

6개

1개

배터리 팩 탈부착

가능

가능

가능

상하 빛 방향 조절

가능

가능

가능

좌우 시야각

30도

30도

45도

기 ((cm))
크기

13.2 x 3.8 x 4.6

13.2 x 3.8 x 4.6

14 x 2.5 x 2.8

배터리 타입

C 4개

CR 123A 6개

AA 4개

배터리 수명*

6 시간 (Full 모드)
12 시간 (Reserve 모드)

8 시간 (Full 모드)
16 시간 (Reserve 모드)

6 - 8시간 (Full 모드)
12 시간 (Reserve 모드)

전체 무게
(배터리 포함)

643 g

535 g

395 g

* 배터리 성능 및 주위 환경 요인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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