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S
매립형 (모듈식)
매립형 스포트라이트
47030 27K 3W SPOT
NICKEL
크롬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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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에
센셜 조명
귀하의 장식에 매끈하게 맞는 Philips Esskel 합성 스포트라이트 Nickel은 오래
지속되는 LED 광원과 조절형 헤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빔을 원하는 곳으로 쉽게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용이한 사용
• 유연한 직접 조명 효과로 가장 필요한 지점 조광 가능
에너지 절약형
• 내장형 LED 시스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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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유연한 직접 조명 효과

조명 방향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
다.

내장형 LED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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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디자인 및 마감
• 색상: 크롬
• 재질: 합성섬유
추가 기능/액세서리 포함
• 조절 가능한 스팟 헤드: 예
• LED 내장: 예
• 광도 데이터 제공 가능: 예
기타
• 특수 설계: 업무, 거실 및 침실
• 유형:: 매립형 스포트라이트
• 눈 편안: 아니요
제품 규격 및 무게
• 컷아웃 길이: 7.0 cm
• 길이: 8.4 cm
• 순중량: 0.069 kg
• 오목 거리: 5.5 cm
• 폭: 4.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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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 수명: 최대: 15,000 시간
• 조명기구 전체 lumen 값: 190 lm
• 전구 기술: LED, 230V
• 조명 색상: 따뜻한 백색
• 주전원: 범위 220V ~ 240V
• 조명 기구 조광가능: 아니요
• LED: 예
• 내장형 LED: 예
• 전구 수: 8
• 소비 전력 전구 포함: 0.3 W
• 최대 소비 전력 교체 전구: 3 W
• IP 코드: IP20, 12.5mm를 초과하는 물체
로부터 보호, 방수장치 없음
• 보호 등급: II - 이중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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