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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DESK LAMP
LED 데스크 램프 사용설명서
MODEL : CLS-1(WHITE)

무상A/S 1년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 만든 제품입니다.
2. 품질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당사가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을 교환해 드립니다.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는 유상 수리해드립니다.
1)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성능불량 및 고장
2)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당사의 서비스센타나 대리점이 아닌 장소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고장
4) 사용전원의 이상이나 접속기기의 불량으로인한 고장(품질보증기간 불문)
5) 천재지변에 의하여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A/S 접수처 안내
● 사용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A/S 접수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A/S 접수처 : 다이아소닉 테크놀로지(주) 031-474-085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198번길 11-9
고객 서비스 지원 센터 : (주)카스 1577-5578
본 제품은 DC 12V 2A 전용입니다.
사용전에 주의점 및 사용손질 방법을 읽으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의 외관 및 규격은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의 명칭

설치 및 작동

본체

메뉴얼
메뉴얼
아답터

조절 버튼

본체의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내용물 안내

각도가 맞춰지면 스위치를 눌러
램프를 켭니다.

사람이 대형사고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

안전 상의 경고

받침대 (USB포트)

사용설명서

LED 스텐드를 원하는 각도로
조절 합니다.

LED 조명부

사용설명서

제품본체

본체 후면의 AC 어댑터 단자에
어댑터를 삽입 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주십시오.

경고

반드시 실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살충제나 신나같은 약품을 뿌리지
마십시오.
변형,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제품에 물등의 액체가 들어가거나
젖게 하지 마십시오.
고장,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스텐드 위에 젖은 수건이나 물건은
절대로 올려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한 콘센트에 여러 제품의 전원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두십시오.

전용어댑터

어댑터 (코드길이 180cm)

LED 스탠드 장점
친환경

저전력

인체에 유해한 빛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눈의 피로가 없어 장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수은과 같은 환경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 광원입니다.

약 4.5W 정도로서 40W 형광등보다 8.8배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긴수명

시력보호

백열등보다 약 40배가 긴 40,000시간 이상의 수명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5시간 사용시 약 22년 사용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형광등에서와 같이 깜박임이 없기 때문에
눈의 피로없이 장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형광등은 1초에 60HZ는 60번, 50HZ는 50번 깜박임 삼파장
형광등은 8000~11000회 깜박임.

조작 방법

제품규격
140°

USB 충전 포트

플렉시블 조절대

전원 ON/OFF
전원 버튼(

120°

원하는 위치를 자유 자재로 조절 가능

)을 짧게 (1초 이하) 한 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한 번 더 짧게 (1초 이하)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사용 환경에 적합한 밝기 선택
버튼을 길게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1 2 3 4
적당한 밝기에서 손을 떼면 밝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5단계가 반복으로 전환됩니다.

단계별 조도
1단계 : 350 / 2단계 : 700 / 3단계 : 1,100 (단위:LUX, ±10%, 발광면으로부터 35cm의 거리)

품명
색온도 (K)
연색성
밝기
USB 포트
LED 수명
전원
소비전력
크기 (mm)
무게
사용온도

LED 데스크 램프
6,000K ±500K
75 / 75 이상
약 1,100 / 700 / 350 ±100Lux (35cm 높이 측정)
USB "A" 타입 (충전용), DC 5V
1.5A
약 40,000 시간
AC 어댑터 : AC 100~240V, DC 12V 2A
8W (충전 : 19W)
130 (W) x 125 (D) x 400 (H) x 252 (LED)
695g
-1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