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개선된 위생,
더 향상된 보호
위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더 나은
위생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향상된 위생 성능을
지닌 콜러제품을 만나보세요.

Modernlife
투피스 양변기

C3-520
패밀리 케어 비데

Modernlife
세면대

Luxe
위생 스프레이

Aleo S
그루밍 수전

EIR 인텔리전트 양변기
TM

디자인을 통한 위생

원 클릭 살균
양변기와 비데를 세척하기 위한 전해수와 자외선 기능을 활성화
하는 원 클릭 소독 버튼으로 더 강력한 위생을 보장합니다.

위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더 나은
위생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향상된 위생 성능을
지닌 콜러제품을 만나보세요.

선라이즈 골드

정수 기능
비데에서 전체적으로 분사되는 물을 정수하고 불순물,
잔류 염소 및 중금속을 여과하여 더욱 건강한 비데를 경
험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정수 기능

원 클릭 살균

C3-520 패밀리 케어 비데
자외선(UV) 살균
스테인리스 비데는 더욱 오래가는 위생을 위해 자외선으로
24시간마다 자동 살균하여 박테리아 99%를 제거합니다.

정수 기능
염소, 모래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수합니다.

순간 온수 가열 방식
비데의 오염수가 생길 수 있는 물탱크 가열 방식보다 더욱
위생적이면서도 언제나 온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LUXE 위생 스프레이
TM

콜러만의 독보적인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직수 제어 그리고
강력한 공기 주입 기술을 통해 더욱 개선된 세정 기능으로
편안한 최상의 스프레이 성능을 보장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더욱 긴 몸체로 멀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면 레버로
그립감이 편안하면서도 정확하게 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금속 소재
항균성 실리콘 핸들과 금속 마감으로 당신의 욕실 수전과
잘 어울립니다.

프리미엄 소재
세척이 용이한 항균성 고무 소재

편안한 디자인
양변기 내부까지 더욱 멀리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터치리스 물내림 양변기
터치리스 물내림 기능
자동 센서 물내림 기능으로 손 끝에 남을 수 있는
세균을 줄여줍니다.

Modernlife 투피스 양변기

림리스 물내림
림리스 양변기
림리스 물내림 기능은 우수한 물내림 성능으로 양변기 전체 내부를
씻어내려 잔류할 수 있는 세균과 더러움을 제거해 줍니다.

신속한 제거 기능
신속한 제거 장치로 양변기 시트를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빠르고 완벽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향상된 위생
림리스 양변기 디자인은 잔류할 수 있는 세균과 더러움을 제거하며,
양변기 내부 청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Reach Up 원피스/투피스 양변기

Parliament Grande 투피스 양변기

Modernlife 투피스 양변기

CLEANCOAT 세면대
TM

더 적은 세균 및 위생
크린코트(Cleancoat) –
눈에 보이지 않는 코팅 기술
얼룩 방지 소재로 일반 세라믹과 비교하여 물방울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Cleancoat 세면대 라인은 청소에
물과 세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린코트(Cleancoat)
콜러의 cleancoat® 기술은 표면에 얼룩이 맺히지 않게하여,
위생적을 사용을 유지하게 합니다.

Veil 에센셜 세면대

Mica 세면대

Harken 세면대

Forefront 벽걸이 세면대

클린코트 세라믹 표면

일반 세라믹 표면

Modernlife 벽걸이 세면대

ALEO S 그루밍 수전
TM

디자인과 기술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탄생했습니다. 얼룩
방지 성능을 위한 소수성 마감재와 간편한 청소 및 그루밍을
위한 풀아웃 디자인.

간편한 청소 마감재(ECP)
PVD 마감 기술로 얼룩이 생기지 않고 관리가 간편합니다.

풀아웃 디자인
입구 범위는 당기는 호스로 147mm로, 청소와 그루밍에 편리합니다.

손쉬운 제어
스프레이헤드는 힘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ANTI BACTERIA

프리미엄 소재
청소에 용이한 마감

UNDERSCORE 시리즈 욕실 히터
TM

Underscore 시리즈 욕실 히터는 편안하고 깨끗한
욕실을 선사할 수 있도록 난방/환기/제습/조명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빌트 인 공기 관리 모듈
효과적인 살균 기술로 욕실 공기 청정 및 정화
pm2.5 제거

MALLECO 터치리스 주방 수전
TM

더러운 손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온상입니다. 자동
주방 수전은 당신의 가정을 더욱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콜러의 터치리스 주방 수전으로 세균이 퍼질 수 있다는
걱정 없이 음식 준비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날생선과
고기를 자른 후에 수전을 만지지 않고 손을 씻어보세요.
수전을 더럽히지 않고 화분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사용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전을
더럽히지 않고 반려동물의 물그릇을 채우고 손을 헹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더욱 위생적인
주방을 만들어 보세요.

1,000분의 1초를 감지하는 최신형 센서를 통한 감지
기술로 신뢰할 수 있는 터치리스 온/오프 작동이
가능합니다.
정밀 활성화 창은 잘못된 활성화를 방지합니다.
터치 제어 기능이 내장된 듀얼 기능 풀다운 스프레이
헤드를 사용하면 물줄기에서 스위프(sweep®) 스프레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sweep®) 스프레이 기능은
접시를 설거지하고 싱크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널찍하고 강력한 물줄기를 형성하는 특수 각도의
노즐이 특징입니다.

터치리스 작동
간편한 위생 제어 기능

스위프 스프레이
강력한 스프레이로 싱크대 청소 가능

콜러 Malleco 터치리스 풀다운 주방 수전
강력한 스테인리스 소재 (VS)

콜러 Malleco 터치리스 풀다운 주방 수전
크롬 도금 소재

EXHALE 샤워 필터
TM

일상 생활에서 만족을 느껴보세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이 걱정되시나요? 콜러의 Exhale 샤워 필터는 물을 정수하여
피부를 개선하고 문제를 방지하여 잔류 염소와 도시의 중금속으로부터 머리카락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콜러의 개인 위생 용품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세정이 가능합니다.
염소, 중금속, 악취 감소
활성화 성분 kdf-55로 정수
건조한 피부와 머리카락 개선
피부 건조함과 염증 감소 및 머리카락에 순하게 작용
간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2016년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편안한 경험
즐거운 샤워와 목욕

간편한 설치
다양한 설치 옵션 지원 가능

대부분의 샤워 시스템에서 작동 가능

대부분의 콜러 및 기타 브랜드
샤워 밸브와 호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