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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 넘치는 조명
집에 약간의 복고풍을 더하십시오. 따뜻한 백색 빛을 방사하며 높이를 할 수 있
습니다. 빛을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향하게 하여 소파에서 기분 좋게 독서하십
시오.
용이한 사용
• 편리한 발판 스위치
당신의 인테리어에 맞는 스타일
• 다양한 색상 옵션 지원
편리한 사용
• 광 각도 조절 가능
최상의 품질
• 우아하고 은은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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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편리한 발판 스위치
편리한 전원 켜기/끄기

색상 선택 가능
다양한 색상 중 방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 각도 조절 가능
우아하고 은은한 조명

사양
디자인 및 마감
• 색상: 블랙
• 재질: 메탈
기타
• 특수 설계: 거실 및 침실
• 스타일: 조명색
• 유형:: 플로어 램프
• 눈 편안: 아니요
전력 소비량
• 에너지 효율 라벨: no bulb included
제품 규격 및 무게
• 높이: 191 cm
• 길이: 25 cm
• 순중량: 3.620 kg
• 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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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8291532262
• 높이: 24.5 cm
• SAP 총중량 EAN (개): 5.795 kg
• 중량: 4.970 kg
• 순중량 (개): 4.370 kg
• SAP 길이 (개): 0.000 mm
• SAP 너비 (개): 0.000 mm
• 폭: 28.5 cm
• 길이: 114 cm

서비스
• 보증::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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