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S
myLiving
천정등
31137
알루미늄
LED

31137/48/66

밝고 아늑함
Fresco는 기존의 덩치 크고 볼품 없던 에너지 절약형 조명제품과는 달리 깔끔
한 현대식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조명의 각 부품이 조화를 이루어 슬림하고 세
련된 디자인은 물론 완벽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수명
• 20,000시간의 매우 긴 수명
순수하고 내추럴한 조명
• 따뜻한 백색 조명 효과
최상의 품질
• 최고급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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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매우 긴 수명

따뜻한 백색 조명 효과

최고급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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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정비나 램프 교
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혁신적인 최신 LED를 이용한 따뜻한 백색
조명 효과로 가정에 빛을 밝히세요. Philips
는 색 온도가 2700켈빈에 이르는 최신 백
색 고휘도 LED를 선보입니다. 이러한 혁신
으로 한 차원 더 높아진 Philips 조명 기구
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에너지 또한 절약할 수 있
습니다.

최고급 재질을 사용하여 제품 품질이 뛰어
납니다.

사양
디자인 및 마감
• 색상: 알루미늄
• 재질: 메탈, 유리
기타
• 특수 설계: 거실 및 침실
• 스타일: 컨템포러리
• 유형:: 천정등
• EyeComfort: 아니요
제품 규격 및 무게
• 높이: 8.2 cm
• 길이: 44.4 cm
• 순중량: 4.620 kg
• 폭: 44.4 cm
서비스
• 보증:: 1년
기술 사양
• 주전원: 범위 220V ~ 240V
• 조명 기구 조광가능: 아니요
• LED: 예
• 내장형 LED: 예
• IP 코드: IP20, 12.5mm를 초과하는 물체
로부터 보호, 방수장치 없음
• 보호 등급: I - 접지

포장 크기 및 무게
• SAP EAN/UPC - 개: 6947830424931
• EAN/UPC - 케이스: 6947830472727
• 높이: 52.3 cm
• SAP 총중량 EAN (개): 6.005 kg
• 중량: 6.005 kg
• 순중량 (개): 4.620 kg
• SAP 높이 (개): 523.000 mm
• SAP 길이 (개): 158.000 mm
• SAP 너비 (개): 518.000 mm
• 폭: 15.8 cm
• 길이: 51.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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