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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 넘치는 조명.
Lustre Chrome은 여러분의 공간에 눈길을 끄는 장식이 됩니다. 빛나는 금속성
페인트의 뒤집힌 와인 글래스 모양으로 이 설치가 용이한 등은 그러한 임팩트
추가를 위해 집중적인 빔을 던집니다.
용이한 사용
• 필요에 맞춰 높이 조절 가능
당신의 인테리어에 맞는 스타일
• 다양한 색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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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조절 가능한 마운팅 장치

이 제품은 긴 케이블이 제공되어 설치하는
데 최대의 유연성을 선사합니다. 설치 조건
에 맞는 높이를 선택하십시오.
다양한 색상 지원
인테리어에 맞춰 다양한 제품 색상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사양
디자인 및 마감
• 색상: 크롬
• 재질: 메탈
추가 기능/액세서리 포함
• 조절 가능한 높이: 예
기타
• 특수 설계: 거실 및 침실, 주방
• 스타일: 조명색
• 유형:: 서스펜션 조명
• 눈 편안: 아니요
제품 규격 및 무게
• 최대 높이: 150 cm
• 최소 높이: 25 cm
• 길이: 13 cm
• 순중량: 0.487 kg
• 폭: 13 cm

기술 사양
• 주전원: 범위 100V ~ 240V
• 조명 기구 조광가능: 아니요
• LED: 아니요
• 내장형 LED: 아니요
• 에너지 등급(광원 포함): 전구 미포함
• 다음 등급의 전구와 호환됩니다.: A++ ~
E
• 전구 수: 1
• 장착/캡: E27
• 소비 전력 전구 포함: • 최대 소비 전력 교체 전구: 24 W
• IP 코드: IP20, 12.5mm를 초과하는 물체
로부터 보호, 방수장치 없음
• 보호 등급: II - 이중 절연
포장 크기 및 무게
• SAP EAN/UPC - 개: 6947830425839
• EAN/UPC - 케이스: 6947830472635
• 높이: 25 cm
• SAP 총중량 EAN (개): 0.760 kg
• 중량: 0.760 kg
• 순중량 (개): 0.486 kg
• SAP 높이 (개): 250.000 mm
• SAP 길이 (개): 150.000 mm
• SAP 너비 (개): 150.000 mm
• 폭: 15 cm
• 길이: 15 cm

서비스
• 보증::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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