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ÅDFRI/트로드프리

전구 하나만 바꿔보세요!
조명은 영감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변화시키며 공간을 밝게 비춰주죠.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뿐 아니라 낮과 밤의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명으로 집안 분위기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새롭고 흥미로운 스마트 조명 제품을 만나보세요!

스마트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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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빛의 조명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공부나 독서를 위해 집중할 때

조명의 중요성 

“조명은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적합한 조명은 수많은 관점에서 중요하죠. 
어떤 조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간에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공간에 있는 사람의 기분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Anne Oddershede
인테리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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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조명은 친밀감과 
아늑함을 선사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저녁을 먹을 때

이 솔루션에 필요한 제품: 

TRÅDFRI/트로드프리 밝기조절 키트를 사용하여 따뜻한 빛에서 차가운 빛까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키트를 확장하여 최대 10개의 LED전구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3

나에게 맞는 조명 만들기
너무나도 쉽게 집안의 어느 공간에서든 완벽한 조명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 조명을 사용하면 여러 전구를 그룹화하여 톤과 밝기를 제어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 공간을 세 가지 활동 영역으로 바로 바꿔 놓을 수 있죠.

액센트 조명은 어두운 구석을 
밝게 비추어 공간 전체가 더 넓어 
보이도록 합니다.

전체 조명은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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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Home smart 앱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에게 맞는 조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있으며 밝기를 조절하고 따뜻한 빛에서 
차가운 빛까지 3단계로 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앱의 타이머 기능을 통해 나의 
일정에 맞추어 조명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앱에서 바로 조명을 초기화, 변경, 
삭제 또는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이 솔루션에 필요한 제품: 

직접 조명을 제공하는 
독서등을 사용하면 
집중력과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이 공간은 TRÅDFRI/트로드프리 리모콘과 게이트웨이, TRÅDFRI/트로드프리 E26 화이트 스펙트럼 LED전구 2개와 E14 화이트 스펙트럼 LED전구 1개를 사용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iOS 또는 Android용 IKEA Home smart 앱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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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솔루션에 필요한 제품: 

TRÅDFRI/트로드프리 E26 LED 전구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TRÅDFRI/트로드프리 무선 모션 센서로 집안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A motion-activated light in the 
hallway makes coming home 
easy when you have a lot in your 
hands.

움직임이 감지되면 전원이 켜지는 
조명으로, 두 손 가득 짐을 들려 있어도 
집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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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를 반기는 조명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서 오세요”라고 반기듯 
소소한 불빛을 비춰줍니다. 현관은 모션센서 조명을 설치하기에 완벽한 장소죠. 
설치 방법 역시 너무나도 쉽답니다!

모션센서를 설치할 위치를 선택하세요. 모션 센서의 최대 범위는 벽면에 의해 
차단되지 않았을 경우 광원까지 10m이고,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대 5m, 각도 
120°까지 반응합니다.

TRÅDFRI/트로드프리 전구를 설치한 후 전원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모션센서를 주간 또는 야간 모드로 설정하세요. 주간 모드는 모션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야간 모드는 어두울 때에만 모션이 활성화 됩니다. 
1분, 5분 또는 10분 후에 전원이 꺼지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모션센서에 광원을 더 추가하려면 모션센서를 광원과 가까이 놓고 (5cm 
미만의 거리) 페어링 버튼을 10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모션센서에 빨간색 
표시등이 켜지고 광원이 흐려졌다가 깜빡이면 성공적으로 페어링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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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FOR THE PARTY

Bright white light 
provides sharp 
contrast so you really 
see the details of 
what you're cooking 
and cutting!

이 솔루션에 필요한 제품: 

TRÅDFRI/트로드프리 리모콘과 게이트웨이, TRÅDFRI/트로드프리 E26 화이트 스펙트럼 LED전구 2개와 E14 화이트 스펙트럼 LED전구 1개.

따뜻하고 아늑한 빛은 
식사를 하며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명암이 뚜렷하게 보이는 
밝은 화이트 색상의 조명은  
음식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는 데에 적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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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조명으로 만드는 특별한 순간
집은 새로운 레시피를 요리할 때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휴식을 취할 때도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죠. 무엇을 하든 이제 스마트 조명의 버튼 하나만으로도 집안 어디서나 원하는 무드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Warm, dimmed light
creates a feeling of
cosy togetherness
when guests arrive.

TRÅDFRI/트로드프리 리모컨으로 LED전구의 밝기와 온오프 제어를 한 번에 최대 
10개까지 할 수 있으며, 따뜻한 빛에서 차가운 빛까지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9

IKEA Home smart 앱으로 
“기상” 타이머를 설정하면 
아침해처럼 규칙적으로 
잠을 깨워줘요!

이 솔루션에 필요한 제품:

TRÅDFRI/트로드프리 리모콘과 게이트웨이, TRÅDFRI/트로드프리 E26 화이트 스펙트럼 LED전구 1개.
iOS 또는 Android용 IKEA Home smart 앱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0

우리는 이미 
빛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람의 몸은 빛과 어둠의 주기에 반응합니다. 
이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은 자연광의 
영향을 받습니다. IKEA home smart 앱을 
사용하면 이러한 주기를 집안에 적용하여 활동과 
휴식 간에 바람직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조명이 잘 갖춰진 집은 실용적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 상태에도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합니다.

아침
사람의 신체는 아침 햇빛에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적합한 조명은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게 하고 상쾌함과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저녁
해가 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곤함을 느끼죠. 저녁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함과 아늑한 
조명이 좋습니다. 

낮
낮 동안에는 자연광이 더 환하고 밝아집니다. 이러한 빛은 신체와 
정신이 깨어나 있도록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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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휴식을 즐기세요! 
집안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TRÅDFRI/트로드프리는 이러한 
공간을 낮은 가격에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TRÅDFRI/트로드프리 무선 디머는 원하는대로 조명의 
밝기와 무드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따로 
전선연결이 필요없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어느 집이든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무선디머는 휴대하기 쉽고 자석이 
달려 있어 벽 설치형 홀더에 고정하거나 테이블 위에 놓을 
수 있고, 금속 표면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가능해요!

이 솔루션에 필요한 제품: 

TRÅDFRI/트로드프리 무선디머와 
TRÅDFRI/트로드프리 E26 화이트 스펙트럼 LED전구.



12

모든 부품 & 가격

키트

TRÅDFRI/트로드프리 밝기조절 키트 
980루멘, 화이트 스펙트럼. TRÅDFRI/트로드프리 리모컨 1개와 화이트 
스펙트럼 E26 LED전구(대형 캡) 1개가 포함된 스마트 키트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3.389.38 ￦39,900

제품

TRÅDFRI/트로드프리 LED전구 E14 
400루멘 (35W 백열전구와 비슷한 밝기), 무선 밝기 조절 가능, 화이트 
스펙트럼, 오팔 화이트. 스마트 LED전구로 저녁 식사시간엔 따뜻한 빛으로, 
일할 때는 밝고 차가운 빛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403.182.85 ￦19,900

TRÅDFRI/트로드프리 LED전구 E26 
950루멘 (69W 백열전구와 비슷한 밝기), 무선 밝기 조절 가능, 화이트 
스펙트럼, 투명. 스마트 LED전구로 저녁 식사시간엔 따뜻한 빛으로, 일할 
때는 밝고 차가운 빛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803.182.74 ￦24,900

TRÅDFRI/트로드프리 LED전구 E26 
980루멘 (70W 백열전구와 비슷한 밝기), 무선 밝기 조절 가능, 화이트 
스펙트럼, 오팔 화이트. 스마트 LED전구로 저녁 식사시간엔 따뜻한 빛으로, 
일할 때는 밝고 차가운 빛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903.182.64 ￦24,900

TRÅDFRI/트로드프리 LED전구 E26 
1000루멘 (72W 백열전구와 비슷한 밝기), 무선 밝기 조절 가능, 웜화이트, 
오팔 화이트. 스마트 LED전구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맞는 조명을 
연출해보세요. 아늑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밝기를 조금 낮추면 됩니다.

303.394.34 ￦14,900

TRÅDFRI/트로드프리 LED전구 GU10 
400루멘 (57W 백열전구와 비슷한 밝기), 무선 밝기 조절 가능, 화이트 
스펙트럼.  스마트 LED전구로 저녁 식사시간엔 따뜻한 빛으로, 일할 때는 
밝고 차가운 빛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3.182.91 ￦19,900

iOS 또는 Android용 IKEA Home smart 앱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TRÅDFRI/트로드프리 무선 디머 
무선 디머를 사용하면 한번에 최대 10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연결된 모든 조명은 동시에 똑같이 작동합니다.

603.478.33 ￦12,900

TRÅDFRI/트로드프리 리모컨
TRÅDFRI/트로드프리 리모컨을 사용하면 최대 10개의 LED전구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고, 켜고 끄고, 색상을 선택하고, 따뜻한 
조명에서 차가운 조명으로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3.388.50 ￦19,900

TRÅDFRI/트로드프리 게이트웨이 
트로드프리 앱을 사용하려면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TRÅDFRI/
트로드프리 게이트웨이와 앱을 사용하면 여러 조명을 다양한 유형의 조명 
설정으로 구성하고 리모컨이나 앱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조명을 켜거나 끄고, 밝기를 조절하고, 따뜻한 조명에서 차가운 
조명으로 전환할 수 있죠. 게이트웨이와 앱을 사용해 조명을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803.378.14 ￦39,900

  TRÅDFRI/트로드프리 무선 모션 센서 
움직임을 감지하면 즉시 켜지는 조명으로 집을 좀 더 멋지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903.835.13 ￦29,900

IKEA.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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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IKEA 스마트 조명 전제품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호를 참고하여 제품의 기능을 파악해 보세요.

무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선밝기조절, 웜화이트
무선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웜화이트 제품입니다.

IKEA Home smart 앱
Google Play store 또는 앱스토어에서 
IKEA Home smart앱을 다운로드하고 
IKEA 스마트 조명과 TRÅDFRI/
트로드프리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세요.

무선밝기조절
무선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선밝기조절, 화이트 스펙트럼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3단계에 걸쳐 
웜화이트에서 쿨화이트로 조명의 색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00k 웜글로우
휴식을 취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아늑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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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에 전구를 추가하는 방법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여 TRÅDFRI/트로드프리 리모컨에 전구를 추가해보세요.

4000k 쿨화이트 
상쾌함과 활력을 더해주는 밝은 조명

https://youtu.be/QQeJIe1WT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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