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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과 분위기 연출
을 동시에
친근한 돔형 조명을 통해 달빛으로 둘러싸인 집의 분위기를 연출해 보십시오.
절제된 스타일의 이 제품은 은은한 빛으로 건물의 옥외 경관을 장식해 줍니다.
또한 밝기 감지 동작 센서가 야간 및 동작이 감지될 때에만 조명을 켜 주므로 에
너지가 절약됩니다.
에너지 절약형
• 에너지 절약형 램프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
최상의 품질
• 저반사, 합성섬유 재질
• 야외 사용에 맞는 설계 - 방수 I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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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에너지 절약형 램프용

필립스 에너지 절약형 전구는 기존의 광원
에 비해 에너지를 절감하여 전기료를 줄이
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고급 재질

사양
디자인 및 마감
• 색상: 그레이
• 재질: 알루미늄
추가 기능/액세서리 포함
• 동작 센서: 예
• 방수: 예
정원 영역
• 정원 영역: 앞뜰
기타
• 특수 설계: 정원 및 테라스
• 스타일: 컨템포러리
• 유형:: 벽 조명
• 눈 편안: 아니요
전력 소비량
• 에너지 효율 라벨: no bulb included
제품 규격 및 무게
• 높이: 19.5 cm
• 길이: 19.5 cm
• 순중량: 0.500 kg
• 폭: 13.5 cm
서비스
• 보증:: 2년

기술 사양
• 주전원: 범위 220V ~ 240V, 50~60Hz
• 조명 기구 조광가능: 아니요
• LED: 아니요
• 내장형 LED: 아니요
• 에너지 등급(광원 포함): 전구 미포함
• 다음 등급의 전구와 호환됩니다.: A++ ~
E
• 전구 수: 1
• 장착/캡: E27
• 소비 전력 전구 포함: • 최대 소비 전력 교체 전구: 12 W
• IP 코드: IP44, 1mm를 초과하는 물체로
부터 보호, 물이 튀는 상태에서의 방수 충
족
• 보호 등급: II - 이중 절연
포장 크기 및 무게
• SAP EAN/UPC - 개: 8717943763917
• EAN/UPC - 케이스: 8717943080441
• 높이: 15.9 cm
• SAP 총중량 EAN (개): 0.785 kg
• 중량: 0.785 kg
• 순중량 (개): 0.500 kg
• SAP 높이 (개): 159.000 mm
• SAP 길이 (개): 208.000 mm
• SAP 너비 (개): 208.000 mm
• 폭: 20.8 cm
• 길이: 20.8 cm

야외 사용에 맞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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