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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리페르 그룹

리페르는 1949년 독일에서 Dr. Hans Liebherr에 의해 최초의 모바일 크레인을 개발하며 설립된
이래로 3대 째 내려오고 있는 가족기업입니다. 리페르 그룹은 가전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건설장
비 부문에서도 독일의 우수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70여 년간 성공을 이어오고 있습니
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장비 제조업체로 토목, 채광, 타워 및 해상 크레인, 항공 및 운수 시스템, 
호텔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리페르 그룹은 현재 50여 개국에 걸쳐 130개 회사에 
43,00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리페르 가전은 유럽 냉장, 냉동고 공장 중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연간 220만 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erospace and Transportation Systems

CranesMining

Construc tion

Liebherr  Appliances facility in Ochsenhausen , Germany Liebherr  Appliances facility in Lienz,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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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성능과 효율성

우수한 에너지 효율의
냉장, 냉동고

최고 수준의 품질

혁신적인 기술력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친환경 생산의 리더 DuoCooling-
최고의 냉장력을 위한 기술

리페르 냉장, 냉동고는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제품이며 환경
친화적인 그린 하우스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합니다.
리페르 그룹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리페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
ISO 9001과 세계 환경 보호 기준 
ISO 14001을 따르고 있습니다.

리페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페르는 전 세계에서 RoHS 규정을 준수하여
냉장고를 만든 최초의 기업이며, 이 규정에 
따라 유해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은 리페르
Active Green 계획의 핵심 가치이며, 이것은 
제품이 생산되는 모든 단계에 반영됩니다.  

리페르 제품은 디자인, 기능 및 
기술력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BioFresh, SuperCool, SuperFrost 및
DuoCooling 등은 최고의 성능을 위한
리페르만의 핵심적인 기술들의 일부입니다.

리페르는 유기 화합물이나 화학 용매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페르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생산과정에서 정화된 물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생산 부문의 
업계 최고를 자부합니다.

듀얼 냉장 시스템은 음식과 식재료의 신선함과
고유의 맛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각각의
냉장고와 냉동고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냉장고 사용 시 발생하는
외부의 공기 유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음식의
맛이나 식감의 변화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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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resh로
더 신선하게

앱

BioFresh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로 냉장실 속 식재료들을
더 신선하고 더 오래 보관해줍니다.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상적인 습도를 맞추기 위해 개별 조작이 가능합니다. 

HydroSafes는 높은 습도를 DrySafes는낮은 습도를 제공하고,
각각의 선반은 과일과 야채, 육류나 치즈를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BioFresh 기술력이 적용된 냉장고에서는
비타민C 영양소의 파괴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제품 보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 정보, 그리고 다양한 음식관련 콘텐츠를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만 제공됩니다.

※ BioFresh 선반 내 음식 보관 기간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다른 냉장고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Liebherr BioFresh 

치즈 + 100일

상추 + 8일

새우 + 1일

당근 + 30일

포도 + 17일

라즈베리 + 2일

 아스파라거스 + 8일

 육류  + 6일

생선 + 1일

biofresh.liebher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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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르 제품만의 특장점

제품 특징

SmartSteel : 고급스러운 스마트 스틸 소재로 지문이나 오염이
잘 묻어나지 않고  스크레치에도 강해 관리가 간편합니다.

SoftSystem : 도어가 45도 이상부터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는
시스템입니다.

VarioSpace : 모든 선반의 높이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기능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BioFresh : BioFresh 선반으로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낮은 습도의 선반은 육류,
생선, 유제품 보관에 적합하며 높은 습도의 선반은 과일과 
야채의 보관에 적합합니다.

IceMaker : 얼음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BottleShelf : 필요에 따라, 유리 선반을 제거하면 병을 눕혀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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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es 7155 ㅡ 프리스탠딩

SBSes 7155는 냉장실, 냉동실, 그리고 와인 캐비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급 럭셔리 라인입니다.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5개의 온도존을 갖추고
있습니다. 

냉장실은 일반 냉장존 뿐만 아니라 Biofresh 존이 있어 
과일, 야채, 육류, 생선 등 신선함이 중요한 음식과 
식재료들을 보관하면 좋습니다. 

NoFrost 냉동실에는 아이스 메이커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5칸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와인 캐비넷은 5도에서 2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 2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어 와인 종류별(레드/화이트/샴페인) 
특성에 맞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SmartSteel이 적용되어 있어 지문이나 오염이 잘 묻어나지 않고
스크래치에도 강해 관리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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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es 8673 ㅡ 프리스탠딩

SBSes 8673은 리페르의 새로운 기술인
BluPerformance가 적용된 제품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선함을 제공합니다.

BluPerformance가 적용된 냉장고는 모든 구성요소를
기기의 아래에 배치해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수납공간은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냉장 성능을 
제공해 음식과 음료를 최적의 온도로 보관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과 저소음을 자랑합니다.

NoFrost 냉동실에는 아이스 메이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냉장실에는 일반 냉장존 뿐만 아니라, BioFresh 존이 있어 
과일, 야채, 육류, 생선 등 신선함이 중요한 음식과 
식재료들을 보관하면 좋습니다.  

SmartSteel이 적용되어 있어 지문이나 오염이 잘 묻어나지 
않고 스크래치에도 강해 관리하기 좋습니다.

※ 본상품 이미지는 유럽형 모델로 냉장실 BioFresh존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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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ef 7242  ㅡ 프리스탠딩

리페르의 상징과도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 
냉장 〮 냉동고 제품입니다.

제품의 앞면에는 SmartSteel이 적용되어 있어 지문이나 오염이
잘 묻어나지 않고 스크래치에도 강해 관리하기 좋습니다.

냉동고에는 NoFrost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내부에 성에가
끼지 않으며, 최대 8칸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특수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냉장고의 선반은 리페르만의 엄격한
품질 관리 공정을 거쳐 품질과 내구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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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7242 ㅡ 프리스탠딩

리페르의 화이트 컬러 냉장ㆍ냉동고 제품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적용된 냉동고는 NoFrost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내부에 성에가 끼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신선 야채 칸 역시 투명창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특수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냉장고의 선반은 리페르만의
엄격한 품질 관리 공정을 거쳐 품질과 내구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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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 4612  ㅡ 와인캐비넷

LED 조명 : LED 조명이 장착되어 와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면의 유리는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와인의 변질을 막고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프리젠테이션 선반 : 나무 모서리로 되어 있는
프리젠테이션 선반은 이미 오픈 된 와인을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최대 6병까지 프리젠테
이션 선반에 놓을 수 있으며 선반 옆이나 
뒤쪽에 추가적으로 와인병을 놓을 수 있습다.

정밀한 전기 제어 : 정밀한 전기 제어 시스템은
디지털 온도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어와 온도 알람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작동
합니다. 잠금장치가 있어서 안전하게 와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습도 : 가장 이상적인 습도를 제공하여
와인이 숙성되면서 호흡하기 위해 코르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무 선반 : 나무 선반은 와인을 저장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선반입니다.

활성탄 필터 : 교체가 쉬운 활성탄 필터는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시켜 내부에
악취가 전혀 나지 않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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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 (주)코스모앤컴퍼니

home.liebherr.com

고객센터 : 1811-6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