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러, '웰빙의 차원'... 위생을 품은 디자인 세상을 열다 

브랜드의 '올해의 전망'을 통해 전 세계 대화의 장 마련  

콜러, 위스콘신주, 2020년 11월 9일 /PRNewswire/ -- 주방 및 욕실 제품의 디자인과 혁신을 이끄는 

세계적인 기업 콜러(Kohler Co.)는 올해의 전망:웰빙의 차원의 공개를 통해 동사에 묵직한 화두를 던지며 

내놓는 일련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낸다. '웰빙의 차원'(Dimension of Wellbeing)은 웰빙, 

그중에서도 건강한 습관, 깨끗한 생활환경 및 개인위생의 중요성에 디자인이 미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에 

대한 탐구다. 

룬책탄(Lun Cheak Tan) 콜러(Kohler) 산업디자인 VP는, "웰빙의 개념에는 중요한 계층이나 차원이 

수두룩합니다"라며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상호작용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정신건강은 물론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매우 지적인 아이디에 깨끗한 

소재와 제품을 접목함으로써 건강을 생각하는 공간의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콜러(Kohler)의 올해의 전망(Perspective of the Year)에서는 복된 삶, 창조적 자극 및 자아 성찰의 순간을 

맞이하고자 전 세계 건축가, 디자이너, 브랜드 기업 및 업계 영향력자 간에 진행 중인 대담이 소개된다. 더 

나아가 이 전망의 장에서는 관습에 도전하고, 열띤 토론을 촉발하고 패션,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및 

문화의 사조 변화가 건축과 디자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뒤집어서 행간을 읽으면, 최근에 

생긴 개인과 공동의 이러한 관례/습관을 증진하고자 A&D를 통해 사회 경제적 추이에 대응하는 방법과 

맥락이 닿아 있다. 

"당사는 대화의 장을 열고자 '올해의 전망'이라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디자인과 문화가 

만나는 세상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콜러에서는 요소요소에서 사용자와 웰빙 여정을 함께하며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을 심도 있게, 폭넓게 갖추었습니다"라고 케이시 플래너건(Casey Flanagan) 

콜러(KOHLER) 브랜드 전략 & 컨슈머 인사이트 책임자는 말한다. 

컨슈머 인사이트와 하나로 합쳐서 예측한 글로벌 디자인의 미래상이 투영된 '웰빙의 차원'(Dimensions of 

Wellbeing)은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의 습관이 세계적인 추이에 변화와 진화로 화답하는 과정을 들여다볼 

기회를 열어 주며, 환경과 웰빙 간의 유의미한 공존과 동반관계를 중심으로 그와 연관된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독려한다. 

"욕실은 실제로 웰빙의 중심축입니다. 이곳은 일과가 된 위생 습관을 통해 사용자가 날마다 새로이 

거듭나는 별천지이자 사생활을 갖고 혼자여야 비로소 여유가 깃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과제 

지향적인 공간이요, 생활공간입니다"라고 에린 릴리(Erin Lilly) 콜러(Kohler) 장식 디자인 사무실장은 

말한다. "공간에서 이끌어 낸 웰빙은 우리가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듯 모든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훨씬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일구는 

데에 건축가와 디자이너의 역할이 불가결하다고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c212.net/c/link/?t=0&l=ko&o=2959938-1&h=4140637360&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2959938-2%26h%3D1199155283%26u%3Dhttps%253A%252F%252Fwww.studiokohler.com%252Fen-us%252Fperspectives%252Fdimensions-of-wellbeing-2020%26a%3DPerspective%2Bof%2Bthe%2BYear%253A%2BDimensions%2Bof%2BWellbeing&a=%EC%98%AC%ED%95%B4%EC%9D%98+%EC%A0%84%EB%A7%9D%3A
https://c212.net/c/link/?t=0&l=ko&o=2959938-1&h=2736648578&u=https%3A%2F%2Fc212.net%2Fc%2Flink%2F%3Ft%3D0%26l%3Den%26o%3D2959938-2%26h%3D1199155283%26u%3Dhttps%253A%252F%252Fwww.studiokohler.com%252Fen-us%252Fperspectives%252Fdimensions-of-wellbeing-2020%26a%3DPerspective%2Bof%2Bthe%2BYear%253A%2BDimensions%2Bof%2BWellbeing&a=%EC%9B%B0%EB%B9%99%EC%9D%98+%EC%B0%A8%EC%9B%90


이번 대담의 기조는 위생과 디자인의 교차점, 개인 청결과 자기돌봄의 성소로서 욕실의 역할, 소비자의 

건강과 기술, 커뮤니티, 인프라와의 관계, 환경의 웰빙 등으로 이루어진다. '웰빙의 차원'(Dimensions of 

Wellbeing)은 신체적, 심적, 정신적 건강의 근원으로서 물리적 공간을 고찰하는 장이다. 

콜러(Kohler)의 '올해의 전망'(Perspective of the Year)에 관한 대담은 공간에 깃든 웰빙 요소를 돋보이게 

하는 지능형 화장실, 비데 시트, 비접촉식 수전 및 무광 블랙 마감을 비롯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여러 

제품 범주에 초점을 맞춘다. 

콜러 소개 

1873년에 설립된, 위스콘신주 콜러에 본사를 둔 콜러(Kohler Co.)는 35,000여 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의 비상장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50여 곳의 사업장을 둔 

콜러(Kohler)는 주방 및 욕실 제품 디자인, 이노베이션 및 제조 분야, 엔진 및 동력 계통, 럭셔리 가구 제작 

및 타일의 세계 일류 선도업체이며, 위스콘신주 콜러 및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에 있는 두 곳의 5성급 

숙박, 골프 휴양 여행 리조트의 소유주/운영자입니다. 콜러(Kohler)의 휘슬링 스트레이츠(Whistling Straits) 

골프장은 2021년 라이더 컵(Ryder Cup) 대회 주최지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전 세계의 불우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깨끗한 물과 위생과 같이 긴급한 문제에 대처할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ohlercompany.com을 참조하십시오. 

언론매체 문의   
비키 발데즈 하펜슈타인(Vicki Valdez Hafenstein)  케이 나타팟 아사바탄찻(Kaye Nathaphat Asavathanachart) 

Victoria.valdezhafenstein@kohler.com  Nathaphat.asavathanachart@kohler.com 

+1 920 457 4441, ext. 70519 +66225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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