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OZ, bringing together - 
Food, People,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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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Square 100’ - Bennelong,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Brett Stevens 의 사진

조명 디자이너가 설계한 네오즈 무선 테이블 램프
(NEOZ Cordless Table Lamp)는 레스토랑, 호텔 및 
상업 공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충전식이며 휴대성이 좋아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네오즈(NEOZ) 무선 테이블 램프는 38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네오즈(NEOZ) 램프는 훌륭한 
장인정신(craftsmanship)과 적합한 부품 사용으로 
독보적인 차별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램프로써 가장 중요한
빛의 퀼리티는 다른 램프들을 압도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오즈(NEOZ) 무선 램프는 최고의 품질을 완성하기 위해 
시드니에서 직접 부품의 퀄리티를 검증한 후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완벽한 성능 보장을 위해 차별화된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합니다. 

피터 엘리스(Peter Ellis)
공동 창업자, 감독 & 수석 디자이너



CONTENTS

소개
P. 4

Magill & Collins
P. 7

Cooee
P. 11

Owl
P. 13

Handmade Resin
P. 19

Hand Blown Glass
P. 21

Pressed Glass
P. 23

Ritz, Victoria & Albert
P. 15

Tall Poppy
P. 17

사양
P. 25

충전 옵션
P. 30

부속품
P. 34

Illuminated Furniture
P. 35

고객 지원
P. 38

Apex
P. 9



4 페이지

우수한  
조명 퀄리티

피부톤, 음식의 색감, 소재의 질감을 보완할 수 
있는 적당한 색감 렌더링을 통해 최적의 웜화이
트 색상의 LED 전구(95+CRI)를 사용합니다.

완벽한 
조명 밝기

촛불보다 20배 밝은 환경을 조성해드립니다. 
네오즈 무선 램프는 메뉴를 읽기에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며, 완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3
단계 조명 밝기를 제공합니다.

조명 전문가가 
만들어낸 디자인

테이블 램프를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램프가 손상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부품들을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테이블 램프를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램프가 손상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부품들을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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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년 

보증 서비스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네오즈의 모든 제품들은 모델에 관계없이 

업계 최고의 5년 보증(제품 자체 하자에 한함)과 
함께 고객 전용 서비스 및 A/S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네오즈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공식 디스트리뷰터 

아로마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객의 
요구 및 주문에 응대해 드립니다.

긴 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단 한번의 충전으로 300시간 이상 동안 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Neoz 램프는 최고 품

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용도에 맞춰 램프의 밝기를 조절하며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3
간편한  
충천

단 1개의 램프를 위한 충전기부터 
동시에 48개의 램프를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트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충전 방법을 제공합니다. 

충전 포인트에 램프를 놓기만 하면 
쉽게 충전이 되며, 충전 상태도 

LED 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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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ESIGN AWARD 
2017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는 
1950년 근대 디자인의 선구자이자 건축가인 

Charles and Ray Eames, Eero Saarinen, Edgar 
Kaufmann의 의해 시작되어 그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The Chicago Athenaeum: 
Museum of Architecture and Design)과 유럽 

건축•예술 •디자인• 도시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선정하는 상입니다.

INTERNATIONAL DESIGN 
AWARD GOLD 2013

국제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Awards)는 2007 년 소수의 디자이너, 사상가, 

기업가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디자인 상입니다.

RED DOT DESIGN AWARD: 
PRODUCT DESIGN 2008

Red Dot Design Award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디자인 어워드로 1955 년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세계 각국에서 15,000 건이 넘는 작품이 

출품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디자이너들의 축제로 불릴 

만큼 명성이 높습니다.

GOOD DESIGN AUSTRALIA 

1998/2001/2004/2006

1958년에 창안된 Good Design Awards는 호주 
유일의 산업 디자인 부문에 대한 국가 디자인 
상입니다. Good Design Australia는 호주 
국가에서 관리하는 만큼,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자인의 혁신성 및 창의성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Magill’ - Rockpool Bar & Grill,  멜버른 
Jackie Chan의 사진

무선램프의 탄생
 

1995년, 우리는 시드니 건축회사 Allen Jack+Cottier와 함께 
Adelaide hills에 있는Penfold Wine’s Magill 레스토랑을 위한 
조명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조명 디자인의 중요 포인트는 테이블의 크기와 동선에 
맞는 조명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선 램프 디자인이 최적이었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충전식 배터리가 흔하지 않은 시스템 이었지만, 우리는 
많은 연구를 통해 네오즈의 램프을 설계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바로 Magill 무선 테이블 램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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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NS / LITTLE COLLINS 

LITTLE COLLINS는 오팔 디퓨저와 유광 스테인리스 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LLINS는 더 넓은 공간에 조명을 
비추기 위해 스테인리스 베이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MAGILL

1955년 첫 공개된 MAGILL은 
Penfolds Magil Estate 와이너리를 위한 

네오즈의 오리지널 무선 램프 디자인입니다.
아래로는 직광, 주변에는 부드러운 불빛을 비춰주며

반투명한 아크릴 재질의 브러쉬모양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95+ CRI 
LED

스테인리스



New APEX -
클래식의 재정의  
 
 
Apex는 더욱 견고하고 컴팩트함과 동시에 눈부심이 없는 
다운라이트를 제공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무선 테이블 
램프입니다. 제조, 조립과 분리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손쉽게 작동, 충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Apex는 상업 공간과 가정에서 따뜻한 공간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Apex의 몸체는 솔리드 브라스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정밀하게 밀링되었고, 투명한 아크릴 가공 튜브를 통해 내부 
사출 성형 형태로 결합되었습니다.

또한, 견고한 구조로 수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우아한 
디자인의 Apex는 네오즈 무선 테이블의 오리지널 모델 ‘Magill’
의 매력적인 후속 모델이라고 자부합니다.

‘Apex - Real Brass’ 
Jackie Chan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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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

Apex는 25년 전 최초로 출시된 
무선 테이블 램프 ‘Magill’의 향상된 후속 모델입니다.

100+ 루멘 밝기의 효율적이고 눈부심없는 
다운라이트와 아름다운 웜화이트 조명을 제공합니다.

Real Brass

Anodised Shadow Grey

Anodised Silver

Anodised Barrier Reef

Anodised Fire Red

Anodised Forest Green 
 

Anodised Mocha
 
 

눈부심
없음

A’ DESIGN AWARD 
금상 2021

메탈
본체 사용

색상 옵션



쉐프와 레스토랑 
지배인들에게 
인정받은 디자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오즈 무선 테이블 램프는 명성이 높은 
쉐프와 레스토랑 오너들에게 인정 받아 왔습니다. 

NEOZ Lighting은 완벽한 요리,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과 열정을 다하는 
고객님들의 니즈를 연구했습니다. 

네오즈 컬렉션은 단순히 기능성, 수명만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조명이 아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험을 
창출하려는 고객의 욕구와 가치를 더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네오즈 조명은 세련된 카페에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반영합니다.

셰프로 명성을 쌓은 제이슨 애서튼(Jason Atherton-Pollen 
Street Social/My Kitchen Rules UK), 마사하루 모리모토
(Masaharu Morimoto-Iron Chef), 요리 거장 알랭 뒤카스
(Alain Ducasse), 스타 쉐프 토마스 켈러(Thomas Keller)에 
이르기까지 네오즈 테이블 램프는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운 최적의 
조명 솔루션으로 선택 받았습니다.

‘Cooee 2c - Real Brass’ - The King’s Social House by Jason Atherton, 생모 리츠  
Gian Giovanoli 의 사진

“ COOEE 2C 모델을 사용하면서 촛불을 사용했을 때의 단점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COOEE 2C 모델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테이블에 잘 

어울리며 테이블 전체에 은은한 빛을 비춰주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줬습니다.” 

Grant Cheyne – Rockpool Dining Group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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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EE 3 / COOEE 3c

리브드 원뿔 디퓨저를 통해 부드러운
주변광을 제공하는 Cooee 3 / Cooee 3c. 

Cooee 3c는 추가 원뿔형 디퓨저가 탑재되어 눈부심 없이 
최대로 다운라이트를 제공합니다.

Lacquered Real Brass

Lacquered Real Copper

Anodised Silver

Anodised Black

Anodised Bronze

 
 

COOEE 2 / COOEE 2c

원통 오팔 디퓨저를 통해 사이드라이트와 다운라이트를 
부드럽게 제공합니다.

Cooee 2c는 눈부심 없이 가장 밝은 다운라이트를 제공하는 
디퓨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COOEE 1c

Cooee 1c는 반사판을 추가하여
눈부심 없이 가장 밝은 다운라이트를 제공합니다.

색상 옵션                                          눈부심
없음

좁은 공간에도
사용가능

메탈
본체 사용

2013 년 
IDA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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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어워드에서
인정받은 디자인  
 

디자인을 중시하는 네오즈는 조명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1983년부터 맞춤형 바닥, 벽, 테이블 및 테스크
조명을 설계했으며, 1990년대에는 Lightrail 및 Lightwire 
트랙 시스템으로 상을 수상하며 업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네오즈 무선 테이블 램프는 1995년 처음 개발된 이후,
2001년, 2004년, 2006 년에 호주 디자인 어워드(Australian 
Design Award) 수상, V4 Cordless Table Lamp System으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수상하며 디자인 혁신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2013년 ‘Cooee’ 램프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Award) ‘아웃도어 라이팅’ 부문에서 금상을,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Tall Poppy’ 램프는 2017년 GOOD Design Award 와
IIDA / HD Product Design Competition 에서 수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디테일과 놀라운 기능성이
제품에 아름답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Australian Design Award 심사위원 – Australian Design Award

 ‘Owl 1 Copper’ - O’Connell St Bistro & Bar, Auckland 
Izak van der Merwe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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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Stainless Steel

Lacquered Real Brass

Lacquered Real Copper색상 옵션                                          좁은 공간에도 
사용가능

눈부심
없음

메탈
본체 사용

2008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OWL 2

OLW 2는 원통 오팔 디퓨저와 탑 플레이트를 통해 
부드러운 사이드라이트와 다운라이트를 만들어줍니다 

OWL 1

OWL 1은 돔 반사판을 통해 눈부심 없이 최대로 빛을 
비춰줍니다.

OWL 3 

OLW 3는 원뿔 디퓨저와 광택이나는 몸체를 통해 
부드러운 사이드라이트와 다운라이트를 만들어줍니다.



 ‘Victoria Brass’ - 14 Hills, 런던 
 Gavriil Papadiotis의 사진

“PUTTIN ON
           THE RITZ” 
 

런던의 리츠 호텔을 위해 만들어진 리츠 무선 램프는 고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절제된 
우아함를 뽐냅니다.
리츠는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더 작게 만들어진 빅토리아 모델과 
알버트 모델을 포함하여 CNC 기계화로 가공되어 깊은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브라스 베이스는 다운라이트 기능과 동시에 은은하게 
퍼지는 사이드라이트를 통해 주변과 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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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슬림한 디자인의 빅토리아는 
단단한 단조 유광 브라스 베이스와 

핸드메이드 코튼/플리츠 실크 갓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운라이트와 사이드라이트로 
주변을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상업용 공간에 최고의 제품입니다.

RITZ 

클래식 디자인의 리츠는
단단한 단조 유광 브라스 베이스와 

핸드메이드 파치먼트 갓을 사용헸습니다.
다운라이트와 사이드라이트로 

주변을 부드럽게 비춰주며
1W LED와 5W 할로겐 중 선택 가능합니다.

상업 공간에 최고의 제품입니다.

ALBERT 

슬림한 디자인의 알버트는
단단한 단조 유광 브라스 베이스와

핸드메이드 코튼/플리츠 실크 갓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운라이트와 사이드라이트로
주변을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상업용 공간에 최고의 제품입니다.

핸드메이드
램프 쉐이드

단단한 단조
브라스 바디

좁은 공간에도
사용가능

램프 갓 선택 옵션
(해당 모델: 빅토리아, 알버트)

Cotton

Pleated Silk 
색상 옵션 Soild Polished Brass

Aged Brass (2020년 신상)
 



‘Tall Poppy Satin Black’ - Doot Doot Doot, 모닝턴 반도  
Jackalope Hotel 의 사진 제공

더 길게
더 밝게
더 견고하게
 
디자인 어워즈 수상 경력이 있는 ‘Tall Poppy’는 아름답게 
주름진 형태로 아연 합금을 다이캐스트하여 몸체를 만들고, 다른 
램프에 비해 두배 더 밝지만 눈부심 없이 넓은 부분을 비출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Tall Poppy’는 한번의 충전으로 1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00+ 루멘의 밝기로 제작된 웜화이트 조명의 
2600K LED 램프입니다. 
 
다이캐스트 구조는 내구성 향상을 위해 선정되었으며, 램프는 
테이블에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상하 무게가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을 통해 각 램프의 개별 부분을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며,
이는 제품의 우수한 마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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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n Silver

Satin Brass

Satin Bronze

Satin Black

TALL POPPY
  

‘Tall Poppy’는 가늘게 주름진 형태로 
직접적인 다운라이트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LED 구조는 밝고 균일하게 넓은 범위에
눈부심 없이 빛을 비춰줍니다.

견고한 금속 다이캐스트 구조는 내구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금속마감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색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

눈부심
없음2 배 더 밝음* 

아연 합금
다이캐스트

 

2017
굿디자인 어워드

색상 옵션                                          Reef  
Great Barrier Reef Foundation  
스페셜 에디션-250 개 한정 

 



20 YEARS AND 
COUNTING!
 

시드니 항구의 엄청난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시드니는 
현지인과 관광객에게 아주 인기있는 곳입니다.

2001년 이 곳의 우아한 식사 자리에서 네오즈 무선 램프는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V4 System로 업그레이드 된 후 
60개가 넘는 램프가 이 곳에 추가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네오즈 무선 램프는 오랫동안 사용가능 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램프를 이루는 부품들은 모두 내구성을 인정 받은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Gem 2’ 램프가 
카페 시드니의 테이블을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렌지 빛의 충전식 테이블 램프입니다. 네오즈 램프 없는 카페 시드니를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오즈 램프는 카페 시드니의 완벽한 뷰를 이루는데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디자인에 감사를 표합니다. 
Jan Mckenzie– Café Sydeney의 대표

‘Gem Round Amber’ - Cafe Sydney 
Cafe Sydney의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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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 2 RESIN
 

2개의 다른 색상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수제 레진 재질의 원통형 디퓨저를 통해 빛을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GEM 1 RESIN

2개의 다른 색상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수제 레진 재질의 직사각형 디퓨저를 통해 빛을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MEDUSA
 

블루마운틴즈(시드니 지역)에 있는 권위있는 예술가에 의해 
직접 조각되었으며, 어려운 생산과정을 통해 완성된 

램프입니다.
매두사는 반사판을 압축시킨 단단한 레진 재질을 통해 

독특한 조명 형태를 보여주며, 눈부심 없이 테이블에 빛을 
비춰줍니다.

핸드 크래프트
레진

사이드라이트 및 다운
라이트 모두 가능

95+ CRI 

LED 



‘Egg Fritted Opal’ - Otto 브리즈번 
Nikki To 의 사진

공간과 잘 어울리는 톤과 밝기는 조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레스토랑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NEOZ 제품은 각각의 테이블을 

적당한 밝기로 비춰주어 독립성을 만들어주며,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적당한 톤으로 밝혀줍니다. 또한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하여 때와 장소에 맞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Rob Honeywill - Maurice Brill Lighting Design 의 MD

공간에 차이를 
만드는 라이팅 
퀄리티
 

라이팅은 공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이팅의 선택에 따라 사람이 경험하는 공간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라이팅 퀄리티에 따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공간도 멋이 없어
보일 수 있고, 평범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공간도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장소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라이팅 퀄리티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요소 입니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NEOZ는 무선 테이블램프를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 시켜오며 여러 공간에 잘 맞는 색감, 색 온도와 밝기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NEOZ 조명은 혼자 튀는
조명이 아닌 주변 공간과 사람, 사물과 최적으로 어우러지는
조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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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FRITTED 

부드럽게 은은한 빛을 발하는 클래식 네오즈 램프. 
계란 모양의 핸드블로잉으로 제작된 클래식 디퓨저.

2가지 사이즈 가능

EGG

부드럽게 은은한 빛을 발하는 클래식 네오즈 램프. 
계란 모양의 핸드블로잉으로 제작된 반투명한 유리 디퓨저.

MARGARITA 
리틀/스탠다드

 
리틀 마가리타는 핸드브로잉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반투명 유리 디퓨저를 통해 전방향으로 빛을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마가리타는 스테인리스 베이스를 추가하여 더 넓은 공간에 
빛을 비춰줍니다.

핸드블로잉
글라스

2001 호주 
디자인어워즈



‘Ice Square 100’  
Jackie Chan 의 사진

다방면에  
어울리는 조명
 

NEOZ 무선 램프 중에서도 ‘ICE Square’와 ‘ICE Round’
제품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완벽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적합하여 많은 디자이너 전문가와 
가정 모두에서 사랑 받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선택폭이 다양한 NEOZ 무선 램프는
아웃도어 다이닝, 침실, 서재, 거실 등 가정 속 
각 공간의 기능에 알맞은 조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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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ROUND 100 / 85

아이스 라운드 제품은 둥그런 형태의 압축 반투명 유리 디퓨저를 
통해 주변을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해당 제품은 두 가지 사이즈 옵션이 있습니다.

ICE SQUARE 100 / 85 

아이스 스퀘어 제품은 네모난 형태의 압축 반투명 유리 디퓨저를 
통해 주변을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해당 제품은 두 가지 사이즈 옵션이 있습니다.

 

높은 공간 
활용성 압축 유리 전방향



이력
네오즈는 38년 이상의 디자인 및 제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시드니의 아름다운 숲 지역인 
Terrey Hills에 위치한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오즈 제품은 100개국이 넘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의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고객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오즈 서비스 
네오즈는 사람과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질의 조명을 디자인하고 제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네오즈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오즈 무선 램프는 상업 공간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제작되어 모든 부품은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네오즈는 제품 품질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년의 품질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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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

고효율의 LED와 NEOZ의 차별적인 기술력을 
결합한 고성능의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는 오랜 
시간 램프를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UNO 옵션은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밝기에서 
13시간을, 가장 낮은 밝기에서 130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PRO           

ECO 
고효율의 LED 와 고성능의 배터리를 결합하여
한 번의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900mAh 배터리의 ECO 옵션은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밝기에서 30시간 이상, 5800mAh 배터리의 
PRO 옵션은 최대 밝기에서 66시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PRO 옵션의 경우 가장 낮은 밝기에서는
310시간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66hrs+

30hrs+ 13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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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타입

UNO 13

13

10

사용시간 
(시간)

High Med Low

밝기 
(Lumens)

LED 수명 
(시간)

35

35

22

130

130

100

50,000+

50,000+

50,000+

PRO 66 

66

22

 

116

116 

39

 

310

310

103

 

85+

75+

300+ 

50,000+

50,000+

50,000+ 

ECO

파나소닉
리튬 이온 3.7V
2900mAh
사이클 수 500+

배터리

파나소닉
리튬 이온 11.1V
5800mAh
사이클 수 500+

파나소닉
리튬 이온 11.1V
2900mAh
사이클 수 500+

충전시간

5.5hrs

8.5hrs

4.5hrs

배터리 셀

1

6

3 30

30

10

54

54 

18

130

130

43

85+

75+

300+

50,000+

50,000+

50,000+

CRI

95+

93+

94+

95+

93+

92+ 

95+

93+

92+

가장 효율이 좋은 
기본 타입

5W LED 사용시
최대 사용시간 제공

UNO보다 긴 사용시간

권장 사항

100 - 240V 전원 공급 장치(SMPS)
15W 모듈 최대 1 램프, 50W 모듈 최대 5 램프, 120W 최대 12램프
전세계 사용 승인 받은 메인 플러그 유형
 

전원

LED 옵션

1W LED 웜화이트 (기본)

1W LED 웜캔들*

3W  LED 웜화이트*

1W LED 웜화이트 (기본)

1W LED 웜캔들*

3W  LED 웜화이트*

1W LED 웜화이트 (기본)

1W LED 웜캔들*

1.1W LED 디스크 (Apex & Tall Poppy)

2021년 5월 기준 사양
본 사양은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색온도  
(Kelvin)

2600k

1800k

2600k

2600k

1800k

2600k

2600k

1800k

2600k

업계 최고의 5 년 보증램프 배터리 사양 

68+

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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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옵션 IP 등급사이즈 소재 및 마감무게

전방향 라이팅

전방향 라이팅

전방향 라이팅

전방향 라이팅

전방향 라이팅

전방향 라이팅

전방향 라이팅

라이팅 옵션

업계 최고의 5 년 보증

Ice Square 100

Ice Square 85

Ice Round 100

Ice Round 85

175mm x 110mm
(7”) x (4¼”)

160mm x 85mm
(6¼”) x (3½”)

1.64 kg /  3.6 lb

1.24 kg /  2.7 lb

1.04 kg /  2.3 lb

175mm x 110mm
(7”) x (4¼”)

160mm x 85mm
(6¼”) x (3½”)

1.81 kg /  4.0 lb

압축 반투명 유리 UNO / ECO / PRO

Egg 블로잉 기법으로 만든 반투명 유리1.00 kg /  2.2 lb
180mm x 120mm

(7½”) x (4¾”) UNO / ECO / PRO IP 52

IP 52

Egg Fritted 1.11 kg /  2.5 lb 블로잉 기법으로 만든 유리180mm x 120mm
(7½”) x (4¾”)

UNO / ECO / PRO IP 52

Magarita

Little Magarita 1.11 kg /  2.5 lb 블로잉 기법으로 만든 반투명 유리

1.22 kg /  2.7 lb 블로잉 기법으로 만든 반투명 유리, 유광 스테인리스 베이스

180mm x 100mm
(7”) x (4”)

205mm x 100mm
(8”) x (4”)

UNO / ECO / PRO

UNO / ECO / PRO

IP 52

IP 52

Little Collins

Collins 0.73 kg /  1.6 lb 브러싱된 스테인리스, 아크릴 디퓨저

0.63 kg /  1.4 lb

195mm x 100mm
(7¾”) x (4”)

145mm x 100mm
(5¾”) x (4”)

UNO / ECO / PRO

UNO / ECO / PRO

IP 52

IP 52브러싱된 스테인리스, 아크릴 디퓨저

Cooee 3 & Cooee 3C

Cooee 2 & Cooee 2C

Cooee 1C 210mm x 90mm
(8¼”) x (3½”)

220mm x 97mm
(8½”) x (3½”)

210mm x 90mm
(8¾”) x (3¾ ”)

0.23 kg /  0.5 lb

UNO IP 520.26 kg /  0.57 lb

0.23 kg /  0.50 lb 브러싱된 양극산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새틴 브론즈
아노다이징 새틴 블랙
브러싱된 래커 블랙
브러싱된 래커 카파

사이드라이팅 & 다운라이팅/
눈부심 방지 다운라이팅

램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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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아크릴 디퓨저
솔리드 브라스, 아크릴 디퓨저

208mm x 80.5mm
(8¼”) x (3¼”)Apex UNO IP 52

0.53 kg / 1.17 lb 

0.85 kg /  1.88 lb
사이드라이팅 & 다운라이팅

Tall Poppy 270mm x 94mm
(10½”) x (3½”)

0.82kg / 1.8 lb

200mm x 95mm
(8”) x (3½”)

190mm x 78mm
(7½”) x (3”)

190mm x 90mm
(7½”) x (3½”)

Owl 3

Owl 2

Owl 1 0.55 kg /  1.2 lb

0.60 kg /  1.4 lb

0.58 kg /  1.3 lb

275mm x 120mm 
(10¾”) x (4¾””) 

Victoria 0.8 kg / 1.75 lb

175mm x 115mm
(7”) x (4½”)

180mm x 115mm
(7”) x (4½”)

195mm x 140mm x 110mm
(7¾”) x (5½”) x (4½”)

Gem 2 Resin

Gem 1 Resin

Medusa

1.32 kg /  2.9 lb

1.48 kg /  3.3 lb

1.42 kg /  3.2 lb

275mm x 120mm
(10¾”) x (4¾””) 

Albert 1.1 kg / 2.4 lb

275mm x 130mm
(11”) x (5”)Ritz 2.2 kg /  4.8 lb

195mm x 100mm
(7¾”) x (4”)

  Magill 0.53 kg /  1.9 lb

눈부심 방지 다운라이팅
브러싱된 스테인리스
브러싱된 래커 브라스
브러싱된 래커 카파

UNO / ECO / PRO IP 52

배터리 옵션 IP 등급사이즈 소재 및 마감무게 라이팅 옵션

업계 최고의 5 년 보증램프 사양

눈부심 방지 다운라이팅UNO IP 52

실버 전기도금 아연합금
골드 전기도금 아연합금
브론즈 페인트 아연합금
블랙 페인트 아연합금

사이드라이팅 & 다운라이팅

사이드라이팅 & 다운라이팅

전방향 라이팅

전방향 라이팅

사이드라이팅 & 다운라이팅브러쉬드 스테인리스, 아크릴 디퓨져 UNO / ECO / PRO IP 52

단조&머신폴리싱 브라스 바디, 
핸드메이드 코튼/플리츠 실크 갓

UNO IP 30

핸드폴리싱 폴리에스터 수지

핸드폴리싱 투명 화이트 폴리에스터 수지

UNO / ECO / PRO

ECO / PRO

IP 52

IP 52

UNO / ECO / PRO IP 30
단조&머신폴리싱 브라스 바디, 

핸드메이드 파치먼트 갓



오토 오프 (Quick turn off)

충전 옵션



SMALL TRAY
램프 4개

4개의 램프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SINGLE LAMP CHARGER
램프 1개

1개의 램프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표준 충전기이며, 
충전을 하며 램프를 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RGE TRAY
램프 12개

12개까지 램프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충전 시 
램프 자동 OFF

100-240V
사용가능

무선 램프를 위한
편리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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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RECHARGING STATION
램프 36개

최대 36개의 램프를 하나의 전원 플러그로 동시에 충전 및 보관이 
가능한 3단 스테인리스 스틸 트롤리 입니다.

SMALL RECHARGING STATION
램프 24개

최대 24개의 램프를 하나의 전원 플러그로 
동시에 충전 및 보관이 가능한

2단 스테인리스 스틸 트롤리 입니다.
 

LARGE RECHARGING STATION
램프 48개

최대 48개의 램프를 하나의 전원 플러그로 동시에 충전 및 
보관이 가능한 2단 스테인리스 스틸 트롤리 입니다.

 

충전 시 
램프 자동 OFF

100-240V
사용가능상업용



수용가능수량

특징

무게

사이즈

소재 및 마감

정격 전압

SINGLE
LAMP CHARGER

1

충전하며 사용가능

0.25 kg / 1.1 lb

Ø100mm x 25mm 
(Ø4” ) x (1”)

폴리카보네이트

100 - 240V 
15W SMPS

LARGE
TRAY

12

자동 전원 OFF

3 kg / 6.6 lb

595 x 440 x 26 mm 
(24”) x (18”) x (1”)

폴리카보네이트 + 
알루미늄

100 - 240V 
120W SMPS

SMALL
RECHARGING STATION

24

자동 전원 OFF

19 kg / 42 lb

610 x 450 x 900 mm 
(24”) x (18”) x (36”)

도금된 강철 프레임 +
폴리카보네이트 트레이

100 - 240V 
120W SMPS x 2 대

LARGE
RECHARGING STATION

48

자동 전원 OFF

33 kg / 73lb

910 x 610 x 900 mm 
(36”) x (24”) x (36”)

도금된 강철 프레임 +
폴리카보네이트 트레이

100 - 240V 
120W SMPS x 4 대

SMALL
TRAY

4

1.1 kg / 2.4 lb

262 x 262 x 26 mm
(10¼”) x (10¼”) x (1”)

폴리카보네이트 + 
알루미늄

100 - 240V 
50W SMPS

자동 전원 OFF 자동 전원 OFF

도금된 강철 프레임 +
폴리카보네이트 트레이

100 - 240V 
120W SMPS x 3 대

610 x 450 x 1250 mm 
(24”) x (18”) x (49”)

23 kg / 51 lb

36

MEDIUM
RECHARGING STATION

충전 사양 33 페이지



램프 캐리어

램프 캐리어는 여러 개의 NEOZ 무선 테이블 램프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영업 오픈 전 바쁜 준비 상황 속에서도 램프 캐리어를
사용하면 실수 없이 손쉽게 테이블 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램프캐리어는 4개, 6개 옵션 중 선택가능 합니다. 

핸들링 실수 방지 서비스 준비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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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기능과 
결합된 라이팅
 

NEOZ는 Henrietta Gothe-Ellis 협업을 통해
상업공간과 가정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조명 가구를 
탄생시켰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Low-density Polyethylene(LDDPE)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조명 가구는 IP51의 방수 등급으로 
실외 실내 사용에 모두 적합합니다. 
기본적으로 80루멘의 1.2W LED를 탑재하고 있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300루멘 5W LED와 3W RGB LED로도 교체 
가능합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살린 디자인. 
 최고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Australian International Design Awards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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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내구성

해당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소재인 
회전 성형 UV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명 가구는 무게가 6kg 으로 가벼워 휴대가 
용이합니다. AURA와 AURA MINI의 최대 수용 무게는
각각 300kg, 200kg 입니다. 
또한 다른 네오즈 램프들과 동일하게 5년 무상 보장
(제품 하자에 한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선의 편안함 
NEOZ의 검증된 파워 시스템은 
한번의 충전으로 조명 가구를 56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1.2W LED와 PRO 배터리 사양기준)

*  Operating on high light output settings (97+ lumens) 
    with 1.2W LED & PRO battery pack.
* * Max load for the standard Aura, 200kg for the Aura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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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 MINI
 

Aura의 미니 버전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NEOZ PRO
Cordless 기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조명을 통해 주변을

밝혀줍니다.

AURA

디자이너 Henrietta Gothe-Ellisof와 협업한 Aura 조명 의자
는 NEOZ PRO Cordless 기술을 사용한 부드러운 조명으로

주변을 밝혀줍니다.

전방향성300+ 루멘
3W LEDs

97+ 루멘
1.2W LEDs

610+ 루멘 11W CFL
주전원



품질 보증
자연발생적 제품 하자에 대해 5년 무상 보증을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eoz.kr 을 참고해주세요.

SNS
인스타그램 @neozlighting & @neoz_korea_official에서 제품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법적고지
NEOZ의 V4 & V4.5 무선 램프들은 

디자인 특허, 소프웨어 등의 저작권,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구매 및 제품 문의

본사 쇼룸
20 Tepko Road, Terrey Hills
Sydney, 2084

온라인
www.neoz.com

연락처

+61 2 9810 5520

커스텀 디자인
커스텀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공식 수입처 아로마코로 문의 바랍니다.

이메일
sales@neoz.com.au

한국공식 디스트리뷰터

아로마코㈜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70, 12층
(문정동, KD-U타워) 

연락처
+82 (0)2 423 0289

온라인
www.neoz.kr 

이메일
info.mdec@aromaco.kr

http://www.neoz.kr
https://www.instagram.com/neozlighting/
https://www.instagram.com/neoz_korea_official
mailto:sales%40neoz.com.au?subject=Product%20Enquiry%20-%20from%202015%20Brochure%20%20
http://www.neoz.kr 
mailto:info.mdec%40aromaco.kr?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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