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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서비스 제공
필립스의 전문가가 현재 가정의 조명 진단부터, 제안, 설치까지 전체 과정을 책임져 드립니다. 
조명 설치 후 2년까지 무상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필립스 LED 홈조명
 LED Home Lighting Catalog



Contents 1⃞
필립스 LED 홈조명
; 소개, 특장점

5⃞
조명 추천
; hue 조명, hue 악세사리

2⃞
조명 추천
; 거실, 방

4⃞
필립스 hue 조명
; 소개, 특장점

3⃞
조명 추천
; 주방, 현관, 베란다 외

6⃞
필립스 LED 홈조명
; 전제품

필립스 LED 홈조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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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믿을 수 있는 브랜드
필립스는 130여년의 조명 분야의 전통을 가진 회사입니다. 기존 전통 조명에서의 경험과 LED 조명의 
기술력을 더하여, 최고의 LED 조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저가 제품들의 경우 조명의 빛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광속유지율이 낮아 수명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품질 LED 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잦은 교체는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02 눈이 편안한 조명 – Eye Comfort
필립스의 LED 조명은 고효율의 LED 모듈과 고품질의 전용 converter를 사용하여, 균일하고 눈이 
편안한 고품질의 빛을 구현합니다. 필립스 대부분의 LED 홈조명 제품들은 국제 기준인 IEC의 광생물
학적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눈에 건강한 조명입니다.

03스마트홈을 위한 특별한 조명, 필립스 hue
원하는대로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스케줄링/집 안팎에서 
제어는 물론 다양한 IoT 브랜드와 연동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시켜 줍니다.

04토탈 서비스 제공
필립스의 전문가가 현재 가정의 조명 진단부터, 제안, 설치까지 전체 과정을 책임져 드립니다. 또한 
조명 설치 후 2년까지 무상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왜 필립스의 

LED 홈조명인가?
LED 조명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빛이 눈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인데, 필립스 라이팅의 고품질 LED 홈조명은 
깜박임이나 눈부심이 적은 ‘Eye Comfort LED’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양한 필립스 LED 
홈조명으로 포근하고 아늑하게 인테리어를 바꿔 보세요!

조명 진단 조명 제안 조명 설치
무상 서비스

(설치 후 2년)

조명 진단 조명 제안

무상 서비스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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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커(빛의 깜박임) 현상을 제거하여 눈의 피로와 조명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여줍니다.

왜 눈이 편안한
조명을 선택해야 할까?

좋은 조명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조명의 품질이 눈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조명을 쓰면 시력과 눈의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명이 미세하게 깜박이는 플리커 현상이나 눈부심 현상은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이 불편함은 
물론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간헐적인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눈이 편안한 필립스 LED 조명
시그니파이는 눈을 불편하게 만드는 플리커 현상(깜박임), 
섬광, 눈부심과 색상 재현 불량, 조광 효과를 포함한 일련의 
눈이 편안한 조명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필립스 
LED 조명은 아이컴포트(Eye Comfort)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조명의 품질이 걱정된
다면, 지금 아이컴포트(Eye Comfort)의 품질 기준을 준수
하는 필립스 LED 조명으로 바꾸세요.

눈이 편안한 
고품질 LED
빛의 눈부심이 적고, 
균일하고 편안한 빛 발산

월 10,000원! 
전기요금 절감
자사 형광등 대비 
54% 에너지 절약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
필립스 기술력으로 고품질과 
안전성을 강조한 제품 구조

다양한 조합으로 
맞춤형 조명 연출
다양한 실내 공간에 적용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 홈조명

무상 품질 보증
2년 보장

전국 서비스센터 망과 
숙련된 기사님의 설치서비스

전기요금 절감 ▶ 월 10,000원! (30평형 기준)
총 소비전력 (W) 연간 소비전력 (KW) 연간 전기요금 (KW/120원, 일 7시간)

필립스 LED 방등 355 907.025 108,843

기존 필립스 형광 등기구 766 1957.13 234,856

※ 1년 365일, 일 7시간, 전기요금 120원/kwh 
※ 표의 수치는 예시 사용환경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필립스 형광 등기구

234,856원

필립스 LED 방등

108,843원

월 1만원 전기요금 절감!

연간 126,013원
- ▶ 

눈이 편안한 고품질 LED

● 눈으로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 높은 영역대의 주파수에서 빛의 깜박임이 거의 없으며, 스트로보스콥 측정값(Stroboscopic Visibility 
   Measure: SVM*) 1.3 이하를 준수합니다. *SVM : 눈으로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 높은 영역대의 주파수에서 빛의 깜박임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LED 방등  
  (SVM > 2) 
  움직이는 물체로 인해 
  여러 그림자가 관찰 됨

  필립스 LED 시스템
  방등 (SVM < 0.7)
  물체가 움직여도 
  선명하고 또렷함

● 확산형 렌즈의 LED칩을 적용하여 빛이 균일하게 발산됩니다. 따라서 필립스 방등은 눈부심이 적고 편안한 빛을 제공합니다.

주광색(6500K)  백색(4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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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온도 2700K(전구색) - 6500K(주광색)

특징 전용 리모컨으로 색온도, 밝기 조절
가능,  수면모드 탑재로 자동 소등 가능

사이즈 mm 650x650x70

올인원 방등
75w

일반 조명
시스템 방등
65w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5200lm, 모듈 타입 조명으로 모듈을 
연결하여 거실등으로 조합 가능

사이즈 mm 505x505x60

시스템 방등 
40w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3000lm, 모듈 타입 조명으로 모듈을 
연결하여 거실등으로 조합 가능

사이즈 mm 505x286x60

큰방

작은방

아이방거실

거실 조명 방 조명

스마트 조명
휴 위드인
방등 55w

스마트 조명
휴 위드인 거실등 105w

프리미엄 조명
슬림엣지 거실등 100w
(50+50w)

일반 조명
시스템 거실등 145w 
(40+65+40w)

색온도 2200K(전구색) - 6500K(주광색)

특징 6000lm, 디머스위치로 on/off, 브릿지를 연결하여 
색온도/밝기 조절, 타이머 기능, 집 밖에서 제어

사이즈 mm 800x800x80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9000lm, 플리커프리, 천장 타공없이 설치 
가능, 다양한 조합 가능

사이즈 mm 1285x640x20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5200lm(65w), 3000lm(40w), 모듈 타입 
조명으로 모듈을 연결하여 다양한 조합 가능

사이즈 mm 1077x505x60

색온도 2200K(전구색) - 6500K(주광색)

특징 2600lm, 디머스위치로 on/off, 브릿지를 연결하여 
색온도/밝기 조절, 타이머 기능, 집 밖에서 제어

사이즈 mm 415x415x80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4500lm, LED 플리커프리, 천장 타공없이 
설치 가능, 다양한 조합 가능

사이즈 mm 640x640x20

프리미엄 조명
슬림엣지 방등
50w

포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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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명
주방등
55w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4000lm, 플리커프리, 부드럽고 균일한 
빛 품질

사이즈 mm 1183x143x57

주방

베란다

현관

주방, 현관, 베란다 조명 기타 조명

레버플러스
스탠드

할리
스탠드

색온도 전구색(오렌지색)/백색(아이보리색)/
주광색(형광등색)

특징 800lm, LED 고성능 내구성 디퓨저

사이즈 mm 250x250x79

직부등
12w

일반 조명

색온도 전구색(오렌지색)/백색(아이보리색)/
주광색(형광등색)

특징 800lm, 최대 120도 감지영역 센서

사이즈 mm 254x254x79

센서등
12w

색온도 주광색(형광등색)

특징 180도 회전 가능한 헤드, 허니콤렌즈, 4단계 
밝기 조절, 메모리 기능

사이즈 mm 408x440x160

MR16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450lm, 밝기 조절 가능, 할로겐 50W(MR16) 
대체 가능

사이즈 mm 50.5x46.5

프리미엄 조명
슬림엣지 주방등 
25w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2000lm, 플리커프리, 천장 타공없이 설치 
가능, 20mm의 슬림한 두께

사이즈 mm 640x320x20

아이케어파이
스탠드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

특징 920lm, 스마트 광센서 자동 조절 시스템, 
40분 마다 자동 휴식 알림

사이즈 mm 400x401x185

LED 스팟 조명

색온도 전구색(오렌지색)/백색(아이보리색)

특징 300lm, 스팟용 등기구(3인치), 2축 회전 
조절 헤드로 방향 조절 가능

사이즈 mm 90x90x60

LED 이관 형광등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2250lm(18w), 3400lm(23w), FPL 형광
램프 1:1 교체 가능

사이즈 mm 18w(416)/23w(542)

주방등
30w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주광색(형광등색)

특징 2000lm, 플리커프리,  부드럽고 균일한 
빛 품질 

사이즈 mm 505x143x57

색온도 백색(아이보리색)

특징 600lm, 휴식/컴퓨팅/독서/공부 4가지 
모드 터치형 버튼, 허니콤 마이크로프리즘

사이즈 mm 350x410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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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K - 6500KWarm white Cool daylight 2200K - 6500KWarm white Cool daylight

1,600만 가지 색상

hue ambiance의 생생한 컬러

hue 화이트 앰비언스란 무엇인가요?

간편한 조작으로 하루의 매 순간 적절한 조명으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입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활력 모드, 집중 모드, 
독서 모드, 휴식 모드를 지원하며, 
2200K - 6500K의 색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밝아지는 조명이 자연 일광으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디밍 설정으로 자연 일광 표현

상황에 맞는 색온도 설정으로 몸과 마음의 
밸런스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보세요.

따뜻한 빛부터 차가운 빛까지 구현

독서 및 집중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활력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활력, 집중, 독서, 휴식 모드

조명 켜줘, 조명 꺼줘 등의 사전에 설정된 장면을 
불러올 수 있고, AI 스피커를 통한 음성 제어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 AI 스피커를 통한 조명 제어

미리 스케줄을 입력하면 스케줄에 맞추어 
조명이 자동화됩니다.

조명 자동화

집의 안/밖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조명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 출장 등에도 
보안 유지가 효과적입니다.

집 밖에서의 홈 컨트롤

Philips hue
집안 전체를 필립스 hue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hue White ambiance hue White and color ambiance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순간으로 시작해보세요. 
화이트 앰비언스는 여러분을 깨워주고 긴장을 풀고, 읽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적인 순간을 놀라운 경험으로 바꿔보세요. 
화이트 앤 컬러 앰비언스는 게임 및 영화와 동기화해서 풍부하고 화려한 
컬러로 생동감있는 감상이 가능합니다.

hue
장스탠드

hue
고

hue
스트립

hue
단스탠드

hue
위드인 거실등

hue
벌브

hue
다운라이트

hue
위드인 방등

Philips hue Bridge
2200K - 6500KWarm white Cool daylight

50개 조명
제어 가능

10개 벌브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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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 화이트 앤 컬러 앰비언스로 당신만의 빛을 즐기세요.

다양한 컬러를 활용하여 기분과 
목적에 따라 당신만의 특별한 분위
기를 연출해 보세요.

앱으로 TV 시청이나 음악 감상 등의 
미디어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게임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 몰입되는 효과를 누려보세요!

1,600만 가지 컬러 조명 활용 조명을 음악/영화에 맞춰 연동 게임과 연동되는 조명

조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년간 연구를 통해서 특별한 활동에 
최적화된 라이트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라이트 레시피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2단계 절차

전구, 스트립, 등기구 설치 후 전원을 켭니다.

조명 켜기

step 1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필립스 휴 블루투스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조명을 연결해  바로 사용합니다.

앱 다운로드

step 2

전구, 스트립, 등기구 설치 후 전원을 켭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필립스 휴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조명을
연결해 바로 사용합니다.

조명 켜기 앱 다운로드

브릿지를 연결하는 3단계 절차

브릿지를 콘센트에 연결한 후 인터넷 LAN으로 
무선공유기(wi-fi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브릿지 설치 및 연결

step 1 step 3step 2

필립스 hue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hue Bridge
+ ambiance 

최대 50개의 
hue 전제품 컨트롤

hue Bluetooth Bulb
+ hue Bluetooth App

최대 10개의
hue 블루투스 벌브 컨트롤

최대 연결 가능 제품 수량10 50

제품 컨트롤 범위10m 집안 전체

자유로운 밝기 조절

활력, 집중, 독서, 휴식 모드

집 밖에서의 홈 컨트롤

나만의 장면 저장 및 사용

조명 자동화

엔터테인먼트와  동기화

1,600만 가지의 색상 변경

음성으로 조명 제어

휴 스마트 액세서리와  호환

따뜻한 빛에서 차가운 빛 표현까지

서서히 밝아지는 기상 설정

hue 화이트 앤 컬러 앰비언스란 무엇인가요?

화이트 앤 컬러 앰비언스는 1,600만 가지 색상의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더하며 즐겁게, 기능적으로, 
창조적으로 즐기세요.

2200K - 6500KWarm white Cool daylight

1,600만 가지 색상

목소리를 통한 조명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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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시리즈

휴 스타터키트
화이트 & 컬러

휴 위드인 
장스탠드

휴 고
6w

휴 다운라이트
9w

휴 스타터키트
화이트 앰비언스

휴 위드인
단스탠드

휴 벌브
화이트 & 컬러
9w

휴 브릿지휴 스트립 플러스
2m 20w/
익스텐션 
1m 11.5w

휴 모션 센서휴 벌브
화이트 앰비언스
8.5w

휴 디머 스위치

특징 탁상/벽장착형, 전구 최대 50개/
악세서리 최대 10개 연결 가능

사이즈 mm 88x88x26

색온도 1,600만 컬러

특징 806lm, 고품질의 화이트 조명과 
컬러 조명

사이즈 mm 62x110

색온도 2200K(전구색) - 6500K(주광색)

특징 400lm, 디머스위치로 on/off, 브릿지를 연결하여 
색온도/밝기 조절, 타이머 기능, 집 밖에서 제어

사이즈 mm 250x1360x250

색온도 1,600만 컬러

특징 806lm, 고품질의 화이트 조명과 컬러 조명, 
브릿지 포함

사이즈 mm 벌브 62x110

특징 벽장착형, 조명 최대 10개 연결 가능,
배터리 사용

사이즈 mm 35x92x11

색온도 2200K(전구색) - 6500K(주광색)

특징 806lm, 고품질의 화이트 조명

사이즈 mm 62x110

색온도 2200K(전구색) - 6500K(주광색)

특징 650lm, 디머스위치로 on/off, 브릿지를 연결하여 
색온도/밝기 조절, 타이머 기능, 집 밖에서 제어

사이즈 mm 353x380x175

색온도 2200K(전구색) - 6500K(주광색)

특징 806lm, 고품질의 화이트 조명, 브릿지와 
디머스위치 포함

사이즈 mm 벌브 62x110

색온도 2200K(전구색) - 6500K(주광색)

특징 600lm, 디머스위치로 on/off, 브릿지를 연결하여 
색온도/밝기 조절, 타이머 기능, 집 밖에서 제어

사이즈 mm 136x136x53

색온도 1,600만 컬러

특징 300lm, 조광 기능, 휴대용 조명으로 효과 
자체 변경 가능

사이즈 mm 150x150x79

특징 탁상/벽장착형, 배터리로 전원 공급,
30도 회전 가능

사이즈 mm 55x55x20

색온도 1,600만 컬러

특징 800lm(1m), 조광 기능, 1m씩 연장하여 최대 
10m까지 가능

사이즈 mm 15x2000(1000)x5

스마트홈을 위한 특별한 조명

Philips hue
▶

더 많은 휴 이용 사례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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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분 제품명 권장소비자가격

휴 시리즈/
악세사리

스마트 조명 휴 벌브 화이트 & 컬러 9w ￦ 65,000

스마트 조명 휴 벌브 화이트 앰비언스 8.5w ￦ 35,000

스마트 조명 휴 고 ￦ 95,000

스마트 조명 휴 스트립 플러스/익스텐션
￦ 89,000/
￦ 29,000

스마트 조명 휴 브릿지 ￦ 72,000

스마트 조명 휴 디머스위치 ￦ 29,000

스마트 조명 휴 모션센스 ￦ 49,000

스마트 조명 휴 다운라이트  9w ￦ 46,000

스마트 조명 휴 위드인 장스탠드 ￦ 330,000

스마트 조명 휴 위드인 단스탠드 ￦ 220,000

기타 공간 
조명

일반 조명 포메론 다운라이트 5w ￦ 7,800

일반 조명 Essential MR16 5w ￦ 8,300

일반 조명 MR16 ￦ 22,000

일반 조명 이관형광등 18/23w
￦ 15,800/
￦ 21,800

일반 조명 스트라이더 스탠드 ￦ 71,000

일반 조명 레버플러스 스탠드         
white/grey

￦ 52,000/
￦ 70,800

일반 조명 로봇플러스 스탠드 ￦ 70,000

일반 조명 할리 스탠드 ￦ 37,000

일반 조명 아이케어파이 스탠드 ￦ 90,000

 제품 구분 제품명 권장소비자가격

거실 스마트 조명 휴 위드인 거실등 105w ￦ 789,000

프리미엄 조명 슬림엣지 거실등 직사각형
50-50w

￦ 168,000

프리미엄 조명 슬림엣지 거실등 정사각형
50-50w

￦ 168,000

프리미엄 조명 슬림엣지 거실등 직사각형 ￦ 84,000

일반 조명(40평형) 시스템 거실등 65-65-65w ￦ 204,000

일반 조명(30평형) 시스템 거실등 40-65-40w ￦ 166,000

일반 조명(20평형) 시스템 거실등 65-65w ￦ 136,000

방 스마트 조명 휴 위드인 방등 55w ￦ 422,000

프리미엄 조명 올인원 방등 75w ￦ 148,000

프리미엄 조명 슬림엣지 방등 50w ￦ 84,000

일반 조명 시스템 방등 65w ￦ 68,000

일반 조명 시스템 방등 40w ￦ 49,000

주방/
현관/
베란다

프리미엄 조명 슬림엣지 주방등 25w ￦ 59,000

일반 조명 주방등 55w ￦ 68,000

일반 조명 주방등 30w ￦ 43,000

일반 조명 직부등 12w ￦ 14,800

일반 조명 센서등 12w ￦ 19,800

휴 시리즈/
악세사리

스마트 조명 휴 스타터키트 화이트 & 컬러 ￦ 179,000

스마트 조명 휴 스타터키트 화이트  앰비언스 ￦ 13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