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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프리미엄 쿨링 제품 주요 특징

레 프리미엄 쿨링 제품에 담겨 있는 고품격

디자인과탁월한기능성은삶의다양한요구를

충족시켜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레 스테인레스 스틸

냉장고•냉동고(좌측이미지)는전면뿐만아니

라측면에도스테인레스스틸을사용하여지금

까지 보지 못했던 수려한 외관을 선사해 드립

니다. 특히 레만의클린스틸(Clean Steel) 전

면부는 스테인레스 스틸 표면을 특수 마감 처

리한것으로손자국이나오염물을간편하게청

소할수있을뿐만아니라표면광택유지가뛰

어나주방의격조를한껏높여드립니다.

63cm 깊이로 기존 주방라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주방공간이한층업그레이드됩니다.

내부인테리어자재하나하나세심하게신경을

쓴 고품질 레 쿨링 제품은 음식을 보관하는

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수분탈취

를최소화하여음식물을최적의상태로보관할

수있어늘건강한식탁을책임져드립니다. 

주방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 드릴 레 프리미

엄냉장고•냉동고는남다른삶의가치를표현

해드립니다.

•최고급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모던하고
슬림화된디자인

•특수 클린스틸(전면)로 마감하여 손자국이
남지않고뛰어난내구성유지

•63cm 깊이로 주방가구 라인과 완벽한 조화
(양문형설치시너비120cm, 높이 185cm)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이없는친환경제품

• 레만의냉각방식으로식품고유의맛과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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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1등급및친환경제품
레 냉장고•냉동고는 절연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 습니다. 이
에 따라 레의 모든 일반형 쿨링모델은 에너
지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하 습니다. CFC 및
HFC를전혀사용하지않음으로써환경을보호
합니다. 친환경 냉매 R600a(이소부탄)를 사용
하는 레 쿨링 제품은 매우 환경친화적인 제
품입니다.

레만의노프로스트(No Frost) 제상시스템
레 냉동고에는 노프로스트(No

Frost) 제상 시스템을 채택하여
음식물에 성에나 얼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음식물의수분탈취없

이성에와얼음을제거하는기술력으로음식물
의맛과 양을지켜드립니다.

소프트클로즈 (Soft-Close) 도어시스템
소프트클로즈 도어 메커니즘은
도어이동을 조절해 주어 쿨링
제품의 도어를 확실하게 닫아주
는 시스템입니다. 살며시 어 넣

어도도어가쉽게닫혀에너지손실을최소화할
뿐만아니라사용시매우편리합니다.

정확한전자식조절장치 : 터치컨트롤
고급스러운 판넬 디자인, 센서조명 및 깔끔한
디스플레이는제품의세련된이미지를한층더
높 으며 근접 센서형 터치 방식을 채택, 가벼
운터치만으로도작동이가능합니다. 

Super 기능 (강력냉장•냉동)
강력냉장•냉동기능은쿨링제품내부를신속
하게 가장 차가운 온도로 내려 드립니다. 특히
냉동을할경우냉각시간이길어지면서음식물
의수분탈취가일어나부피가현저하게수축되
어고유의맛과 양을잃어버립니다. 쿨링모
델에 새로운 음식물을 넣기 몇 시간 전에 이
기능을 선택하시면 음식물을 신속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필요한 온도에 도달시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에너지낭비
를최소화해드립니다.

레만의냉장시스템및다이나믹쿨링팬
레 냉장고는 유럽식 직접 냉각

시스템으로 칸마다 냉장온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음식물의 특성
에 맞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

실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
는상단의다이나믹냉각팬을작동시켜냉장실
의 냉기가 내부 전체에 균일하게 퍼짐으로써
음식물을보관할수있습니다.

레 프리미엄 쿨링 제품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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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테리어디자인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쉽게 청소
가가능해야하고내부선반등을편리하게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레의 안전 유리 선반
은최대25kg 하중까지견디는견고한소재로
써자유로운높낮이조절및손쉽게탈착이가
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야채
통 서랍은 롤러방식으로 되어 있어 야채나 과
일을넣고빼내기가매우편리합니다. 

병꽂이
고품질스테인레스스틸병꽂이는와인이나다
른음료수병을좀더안전하게보관해드립니
다.

새로운디자인의도어핸들
지렛대 원리를 응용한 도어핸들은 냉장고•냉
동고 내부에 형성된 강한 압력 때문에 도어를
열기매우힘든상황에서도쉽게열수있도록
해드립니다. 고급스러운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를채택하 습니다.

도어선반
냉장고 내부 유리선반은 높이가 높은 음료수
병이나 식품 등을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
능하고치즈나버터를담을수있는용기가들
어있어매우편리합니다.

LED 조명
냉장고 천정•냉동고 상단에 위치하여 내부전
면을환하게비추는고급스러운디자인의LED
조명으로 우아한 내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
습니다.

냉동서랍
레냉동고의냉동서랍은내부가잘보이도록

전면이 투명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랍방
식은 온도 손실을 최소화해 드려 에너지 절약
효과가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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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FN14827S ed/cs 냉장고K14820SD ed/cs
디자인
프리스탠딩냉장고
좌측도어경첩변경가능
소프트클로즈도어댐퍼장착

환경친화성
에너지효율1등급, CFC 및FC-Free
친환경냉매R600a (이소부탄)

조절및작동방식
유럽식냉각시스템
정확한전자온도조절방식
터치식온도조절센서
정확한디지털온도표시기
다이나믹냉각팬센서및지시등
수퍼냉장센서및지시등
알람경고버튼및지시등

내부디자인및액세서리
고급LED 천장조명
s/steel 프레임의투명한강화유리선반7개
(고정형, 높낮이조절형, 분리형)
크롬재질의병꽂이선반 1개
롤러타입의과일야채통2개

도어액세서리
s/steel 테두리의vario 도어선반시스템
선반5개, 버터/치즈, 달걀(6개) 보관용기각2개

용량
391(ℓ)

안전장치
조절판넬잠금장치
소프트클로즈

정격소비전력
11.20kWh/월
제품규격(H×W×D, mm)
1,850×600×630

디자인
프리스탠딩냉동고
우측도어경첩변경가능
소프트클로즈도어댐퍼장착

환경친화성
에너지효율1등급, CFC 및FC-Free
친환경냉매R600a (이소부탄)

조절및작동방식
노프로스트(No Frost)제상시스템
정확한전자온도조절방식
터치식온도조절센서
정확한 디지털온도표시기
수퍼냉동버튼및지시등
알람경고버튼및지시등

내부디자인및액세서리
고급LED 천장조명
투명냉동서랍8개
탈착가능한유리냉각플레이트

고장시최대가동가능시간(-18°to -9°) 
43시간

용량
261(ℓ)

안전장치
조절판넬잠금장치, 소프트클로즈

정격소비전력
21.49kWh/월

제품규격(H×W×D, mm)
1,850×600×630

레 쿨링 모델

냉장고·냉동고결합형
디자인
프리스탠딩냉장고·냉동고연결설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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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냉동고 FN12421S-1
디자인
프리스탠딩냉동고
우측도어경첩변경가능

환경친화성
에너지효율1등급, CFC 및HFC-Free
친환경냉매R600a(이소부탄)

조절및작동방식
노프로스트(No Frost)제상시스템
정확한전자온도조절방식
정확한냉동온도표시기
알람및수퍼냉동지시등
알람경고버튼

내부디자인및액세서리
총6단의냉동칸
투명냉동서랍6개
탈착가능한냉동선반

용량
188(ℓ)

안전장치
조절판넬잠금장치
소프트클로즈

정격소비전력
17.50kWh/월

제품규격(HxWxD, mm)
1,450x600x631

레냉동고FN12421S-1은급속냉동방식으로음식물을신속하게냉동시켜
신선함을오랫동안유지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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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와인냉장고

와인냉장고KWT 4154 UG-1
디자인
주방가구하부장빌트인설치
전면유리도어자외선차단UV 코팅
우측도어경첩변경가능
숨겨진상단손잡이디자인

환경친화성
CFC 및 HFC-Free

조절및작동방식
정확한전자온도조절방식
상하단개별온도조절버튼
정확한디지털온도표시기
알람경고버튼및지시등
다이나믹냉각팬버튼및지시등
실내등버튼
설정가능한온도범위: 5~20℃

내부디자인및액세서리
2단으로분리된저장공간
내부LED 실내등
3단아카시아원목소재선반
액티브활성목탄필터(주방냄새차단용)

용량
126(ℓ), 최대38병

소음
빌트인설치시43 dB

정격소비력
120W

제품규격HxWxD, mm)
820x600x575

좋은 와인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와인을
올바로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와인은 보관 환경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살아있는술입니다.

와인을 보관하는데 있어가장중요한 요소는온
도입니다.와인보관에최적화된온도는10-12℃
이며 최소한 5-18℃의 온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하루혹은일주일단위의온도변화라할
지라도와인에치명적인 향을줄수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냄새와 빛도 와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코르크마개를 통해 불
쾌한 냄새가 들어가거나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와인의향이변질될수있습니다.

활성목탄필터
•외부로부터불쾌한냄새유입방지

UV코팅 래스도어
•완벽한자외선차단.

레무진동컴프레셔
온도및습도못지않게좋은와인을유지하기위해서는진동이없는컴프레셔를사용한와인냉장
고를사용하여야합니다. 컴프레셔의미세한진동은와인보관환경에큰 향을주기때문에 레
와인냉장고의컴프레셔는무진동으로특별설계되어조용하면서도진동없이와인을가장평화롭게
숙성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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