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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아늑함
Philips myLiving Decolinea Trunk LED 배튼 코브등은 성능을 중시합니다. 그
림자가 없고 한 번에 최대 12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길이로 나오고 최
대 15,000 시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T5 배튼을 대체하기에 이상적입니다.
간편한 설치
• 간편한 설치
장수명
• 20,000시간의 매우 긴 수명
에너지 절약형
• 내장형 LED 시스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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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간편한 설치

매우 긴 수명

조명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정비나 램프 교
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형 LED 광원

더 이상 복잡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벽이나 플러그에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걸
기만 하면 이 조광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믿을 수 있는 광원. Philips LED 조명은 최
소 20,000 시간의 매우 긴 수명을 제공합
니다(하루 평균 3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20
년에 해당, 최소 13,000회 이상의 전원 스
위칭 주기 포함). 쉽게 말해 집안에 완벽한

사양
디자인 및 마감
• 색상: 화이트
• 재질: 합성섬유
추가 기능/액세서리 포함
• 조명 확산 효과: 예
• LED 내장: 예
기타
• 특수 설계: 거실 및 침실, 가정 내 서재 및
공부방
• 스타일: 컨템포러리
• 유형:: 벽 조명
• EyeComfort: 아니요
제품 규격 및 무게
• 높이: 3.6 cm
• 길이: 118.4 cm
• 순중량: 0.220 kg
• 폭: 2.2 cm
서비스
• 보증:: 1년

기술 사양
• 수명: 최대: 15,000 시간
• 조명기구 전체 lumen 값: 1000 lm
• 주전원: 범위 220V ~ 240V, 50~60Hz
• 조명 기구 조광가능: 아니요
• LED: 예
• 내장형 LED: 예
• 전구 수: 1
• 소비 전력 전구 포함: 12 W
• IP 코드: IP20, 12.5mm를 초과하는 물체
로부터 보호, 방수장치 없음
• 보호 등급: II - 이중 절연
포장 크기 및 무게
• SAP EAN/UPC - 개: 6947830426331
• EAN/UPC - 케이스: 6947830473069
• 높이: 2.4 cm
• SAP 총중량 EAN (개): 0.290 kg
• 중량: 0.290 kg
• 순중량 (개): 0.220 kg
• SAP 높이 (개): 24.000 mm
• SAP 길이 (개): 38.000 mm
• SAP 너비 (개): 1,190.000 mm
• 폭: 3.8 cm
• 길이: 119 cm

믿을 수 있는 조명. 내장형 LED 광원과 함
께라면 집안에 완벽한 조명 환경을 유지하
면서도 유지 관리나 램프 교체를 걱정할 필
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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