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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밴스의 새로운 스마트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은 혁신, 품질,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로 구성된 포괄적인
제품입니다.
레드밴스는 스마트 조명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EDVANCE SMART+ WIFI

YOUR EXPERT PARTNER
FOR SMART LIGHTING
NEW POSSIBILITIES WITH CONNECTED LIGHT
스마트 홈의 시장 규모는 향후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32%의 스마트 홈 비즈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마트 램프는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주거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체 스마트 램프 및 조명기구 시장의 55% 매출에
기여합니다. 그 중에서도 와이파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TIME TO TAKE THINGS A STEP FURTHER
Connected light는 스마트 홈 개념의 생활 환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늑한 집과 더 나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전문 파트너로 레드밴스를 선택하세요. 레드밴스의 새로운
스마트플러스 와이파이 포트폴리오는 거실에서 주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객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디바이스 앱

+

스마트 스피커 선택
(예: 아마존에코 또는 구글 홈)

OR

앱 컨트롤
LEDVANCE APM
SMART+ Wi-Fi

=
스마트 홈

GET IT ON

Download on the

YOUR ADVANTAGES:
높은 유연성
레드밴스 스마트플러스 와이파이
포트폴리오는 음성 또는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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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시스템
와이파이 통신 범위를 넓히는 네트워크
브릿지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플러스
와이파이 포트폴리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이며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로 인해
쉽게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간단한 설치,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디밍(Dimmer Function) 및 RGB 모드
등과 같은 뛰어난 기능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완벽하게 설계된 주거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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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VANCE SMART+ WIFI

LEDVANCE SMART+ WIFI

레드밴스 스마트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은 별도의 게이트웨이 또는
브릿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 보이스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와도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의 통신 범위를 넓히는
네트워크 브릿지 기술을 적용하여,
당신이 어디 있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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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VANCE SMART+ WIFI
Product name

LPCLA60 9W 220V WIFI RGBW

E26

9

750lm@2700K

2700~6500

80

Product name

60

L[mm]

115

2

20000

1

W[mm]

LDVAL WIFI INFLEX 8WRGBTW220V10X1KRLEDV (제품)

8

600

2700~6500

80

2X1000

12

20000

2

LDVAL WIFI 2MEXT INFLEX RGBTW20X1KRLEDV (2M 연장선)

8

600

2700~6500

80

2X1000

12

20000

2

L[m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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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name

1

1

L[mm]

LDP CL 0505 WIFI SQ 55W TWH 4X1 KR LEDV

55

4950

2700~6500

80

520X520

65

25000

LDP CL 500 WIFI RD 60W TWH 4X1 KR LEDV

60

5400

2700~6500

80

ø500

75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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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 CL 0705 WIFI RT 70W TWH 4X1 KR LEDV

70

6300

2700~6500

80

705X500

65

25000

5

L70/B50 2내장형 커넥터로 편리한 확장 : 최대 가능 길이 4000mm (4pcsX1000mm)

Product name

LPPAR16 7W 220V WIFI RGBW GU10

1

L[mm]

GU10

7

570

2700~6500

80

50

59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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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EATURES IN LEDVANCE APM SMART+ WIFI APP:
— 별도의 게이트웨이 필요 없음
— 인공지능(AI) 스피커 음성 제어 및 앱 컨트롤 가능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시리*, 스마트씽스 등 지원)
— 1,600만 가지의 조명 컬러 구현(RGB 제품에 한함)
— 2,700 ~ 6,500K의 색온도를 상황에 맞게 설정

1,600만 가지의 조명 컬러*를
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2,700 ~ 6,500K의 색 온도를
상황에 맞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RGB 제품에 한함)

— 기본 연출씬(휴식, 독서, 기상, 레저) 및 사용자 지정 연출씬 설정
— 사용자를 추가하여 다중 접속 및 제어 가능
— 타이머/스케줄 설정
— 최대 60개까지 연결 및 제어 가능
— 동봉된 IR 리모컨으로 빠르고 편리한 제어 가능(Ceiling 제품에 한함)
— GU10 소켓 동봉(PAR16 제품에 한함)
* 애플 홈킷 앱 사용 불가

간단한 2가지 단계만으로
음성제어가 가능합니다.
관련 파트너 앱을 다운 받은 후
당신의 조명과 연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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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EDVANCE
레드밴스(LEDVANCE)는 110년 전통을 가진 오스람(OSRAM)에서
분사한 글로벌 일반조명기업으로, 오스람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브랜드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슬림한 조직으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14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 레드밴스
서울 강남구 삼성로 554
예성빌딩 6층 (삼성동)
TEL 02)554-4112
FAX 02)556-1644
LEDVANCE Head office
Parkring 29-33
85748 Garching/Munich

레드밴스(LEDVANCE) 코리아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DVANCEkorea/

오스람 램프와 레드밴스(LEDVANCE) LED 등기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스마트 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레드밴스(LEDVANCE)
페이스북으로 연결됩니다.

LEDVANCE.CO.KR

03/22 LEDVANCE KOREA 제품 관련 정보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Germ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