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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그로헤 그란데라를 소개합니다.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제품군과 미학적으로 조화된 디자인 

 

그로헤가 디자이너 수전의 차세대 주자, 그로헤 그란데라를 소개 합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유행을 타지않는 아름다운이 함께 융화되어있는 그로헤 

그란데라는 찬란한 향수를 떠올려 줍니다. 신중하게 설계하고 꼼꼼하게 

마무리된 고급스러운 라인은 특별한 우아함을 발산합니다. 어느곳에서든 

그로헤 그란데라가 설치된 욕실은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창의적인 디자인, 디테일의 위대함 

 

그로헤 그란데라는 흐르는듯한 여성스러운 형상과 정확하게 떨어지는 

남성스러운 각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수전의 몸체를 각지거나 둥글지 

않습니다. 우아한 라인은 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둥근 표면은 

감정적 매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선명한 반사뿐만아니라, 손잡이의 

7°의 각도는 수전과의 상호작용을 권장합니다. 수전 몸체의 세밀한 장식과 

토수구, 손잡이는 정밀하게 가공된 수전의 고품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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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인 도형과 디자인적인 스타일, 시대의 다양함이 혼합된 그로헤 

그란데라는 고전적이면서 현대적이고 모던하여 모든 욕실 장식과 쉽게 

결합됩니다. 가능한 색상은 크롬 & 크롬/골드입니다. 이 모습은 물비누통과 

샤워 선반의 비커에 흰색 자기 액세서리로 보안 됩니다.  

그로헤 그란데라는 싱글레버수전 뿐만 아니라 클래식한 세면 수전은 물론 

핸드 스프레이와 세라믹 선박이 부착된 욕조 조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구성품들 갖고있습니다. 

 

그로헤 그란데라 – 다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그로헤 그란데라 콜렉션은 모든 설치나 구성 조건을 충족 시켜 

줍니다. 그로헤 그란데라는 싱글레버수전 뿐만 아니라 클래식한 세면 수전은 

물론 핸드 스프레이와 세라믹 선박이 부착된 욕조 조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구성품들 갖고있습니다. 

 

그로헤 스파군의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그로헤 그란데라는 고품격의 그로헤 

콜렉션으로서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줍인다. 그로헤 그란데라는 

반영구적이면서, 기능적이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지속가능함에 독특한 

디자인을 결합한 ‘Made in Germany’ 제품으로 독일에서 디자인,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그로헤 제로 기술은, 수전 제조의 새로운 

시대를 안내하는 그로헤에 의해 개발된 혁신적인 황동 합금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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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헤 스파의 새로운 라인 그로헤 그란데라를 포험한 모든 그로헤 제로 

제품은 여타 위생제품에 비해 90 퍼센트나 적은 양의 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식에는 5 배 강합니다. 

 

또한, 그로헤 그란데라는 그로헤 에코조이 기술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천연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정확하고 손쉽게 

레버조절이 가능하게 해 주는 그로헤 실크무브 기술인 그로헤의 입증된 

카트리지는 싱글레버믹서의 장점입니다. 또한 그로헤의 터보스탓 기술은 자동 

온도 조절 기술로 수압이나 다른 영향에도 바르게 반응하여 항상 원하는 

수온을 유지시켜줍니다. 온도조절장치와 그로헤 유량조절스위치는 제품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동하는데 기여합니다.  

  

모던하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과 폭넓은 다양성 : 그로헤 

그란데라를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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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www.grohe.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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