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러, CES 2022에서 8가지 새로운 스마트 홈 제품 선보여
위스콘신주 콜러, 2022년 1월 3일 /PRNewswire/ -- 선도적인 글로벌 브랜드 콜러(Kohler)가 CES
2022에서 스마트 홈 제품군에 추가된 8가지 제품을 선보인다.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편리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이들 제품은 다음과 같다:
퍼펙트필(PerfectFill) 스마트 목욕 기술은 스마트한 배수, 디지털/앱 컨트롤러, 배스 필러이다.
퍼펙트필(PerfectFill)은 간단한 음성 명령 또는 콜러 커넥트(KOHLER Konnect)
앱을 통해 원하는 온도와 깊이로 욕조에 물을 채워 욕조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을 줄여 준다.
앞서 컨셉트 테크놀로지로 시연된 PerfectFill은 2022년 5월부터 구매할 수 있다.
앤섬(Anthem) 밸브 및 컨트롤 – 디지털 밸브는 여러 배출구를 조작할 수 있고, 콜러 커넥트(KOHLER
Konnect) 앱에 통합할 수 있으며, 음성 어시스턴트와 페어링할 수 있고,
각 배출구에서 독립적으로 온도 및 유량 제어를 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테이트먼트 샤워헤드, 핸드샤워, 레인헤드, 바디스프레이의 몰입형 스프레이와 함께,
앤섬앤섬(Anthem)은 혁신적인 기술과 엔지니어링을 통해 샤워를 업그레이드한다.
퓨리스트 서스펜드(Purist Suspend) – 작동, 온도,
양을 조절하는 리모컨과 완전히 조절 가능한 180도 회전 호스가 특징인 천장 설치형 주방 수도꼭지.
터치리스 가정용 욕실 수도꼭지 – 콜러의 새로운 카테고리인 이 수전은 간편하게 손을 흔들어 작동하고,
온도 조절 기능을 제공하며, 배터리로 작동해 손쉬운 기술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콜러 파워 리저브(Kohler Power Reserve) –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짝을 이루는 모듈식 가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날씨, 시간,
배전관 상태에 관계없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로번 IQ 디지털 락 박스(Robern IQ Digital Lock Box) – 귀중품, 약품,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컴팩트한 방법을 제공하는 스마트 잠금 상자.
디지털 락 박스에는 터치패드 패널과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보호하며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다.
2022년에 출시되는 추가 제품으로는 일본의 산림욕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다중 감각 목욕 제품 스틸너스
배스(Stillness Bath)와 누수를 감지하고 가정의 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모니터 H2Wise
powered by Phyn이 있다.
콜러 CES 보도 자료를 확인하세요.

콜러 소개
1873년 설립된 콜러(Kohler Co.)는 주방 및 욕실 제품, 고급 수납장, 타일 및 조명, 엔진,
발전기 및 청정 에너지 솔루션의 설계,
혁신 및 제조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자 위스콘신주 콜러 및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에 위치한 5성급 접
객 및 골프 리조트 2개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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