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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조명
Philips myLiving Piano LED 천정등으로 사랑스런 곡을 연주하세요. 피아노의
대비되는 흑백 건반에서 영감을 받은 독립된 슬라이드 모듈로 인해 맞춤화가 가
능합니다. 조절 가능한 라이트 바는 리모콘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 효과
• 밝은 백색 조명 효과
장수명
• 20,000시간의 매우 긴 수명
고급 LED 조명
• 제공되는 리모콘으로 간편해진 밝기 조절
에너지 절약형
• 기존의 광원에 비해 80%의 에너지 절감
융통성
• 맞춤 디자인을 위해 조절 가능한 슬라이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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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밝은 백색 조명 효과

리모컨으로 밝기 조절 가능
리모컨(포함)으로 광도를 조절하세요. 거실
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둘만의 오붓한 식사
를 즐기거나,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등 모든 상황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
는 데 이상적인 조광기입니다.
80%의 에너지 절감

고휘도 LED 광원
매우 긴 수명

기존의 백열 램프에 비해 최대 80%의 에너
지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비용 이상으로 가
치가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절약됩
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며 지금 바로 절약
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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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가능한 슬라이드 모듈
이 등 픽스처에는 독립된 슬라이드 모듈이
있어서 움직여서 기호에 맞게 맞출 수 있습
니다. 방의 모양이든 식탁이든 원하는 대로
빛을 분포시킬 수 있습니다.

사양
디자인 및 마감
• 색상: 블랙
• 재질: 알루미늄
기타
• 특수 설계: 거실 및 침실
• 스타일: 모던
• 유형:: 천정등
• EyeComfort: 아니요
제품 규격 및 무게
• 높이: 8.0 cm
• 길이: 70 cm
• 순중량: 9.824 kg
• 폭: 56 cm

서비스
• 보증:: 1년
기술 사양
• 조명기구 전체 lumen 값: 4000 lm
• 주전원: 범위 100V ~ 240V, 50~60Hz
• 조명 기구 조광가능: 예
• LED: 예
• 내장형 LED: 예
• 전구 수: 1
• 소비 전력 전구 포함: 76 W
• 최대 소비 전력 교체 전구: 76 W
• IP 코드: IP20, 12.5mm를 초과하는 물체
로부터 보호, 방수장치 없음
• 보호 등급: I -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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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크기 및 무게
• SAP EAN/UPC - 개: 6947830426584
• 높이: 16.5 cm
• SAP 총중량 EAN (개): 12.810 kg
• 중량: 12.810 kg

발행일자: 2019-04-22
버전: 0.320

• 순중량 (개): 9.824 kg
• SAP 길이 (개): 0.000 mm
• SAP 너비 (개): 0.000 mm
• 폭: 64 cm
• 길이: 7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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