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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ENERATION III

New thinking for new rooms
새로운 룸에 대한 새로운 생각

HAWA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시장의 리더로서 나날이 슬라이딩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HAWA와 EKU 제품은 가구와 건축 슬라이딩 피팅에서 가장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위치한 HAWA는 공장에 생산 설비에 아낌 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완벽하게 컨트롤 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할 때마다 저희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고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품질 테스트와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장속에서 HAWA 제품은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HAWA는 ���개 이상의 파트너를 전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HAFELE KOREA는 HAWA 제품을 독점적으로 한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The concept

HAWA의 피봇/폴딩/ 슬라이딩 도어는 놀랍도록 작은 공간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갖춘 슬라이딩 피팅으로 주방, 사무실, 집 등 셀 수 없이 많은 공간에 솔루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HAWA-Concepta와 HAWA-FOLDING Concepta제품은 이와 매치 될 수 있습니다.
For doors that pivot and slide in sideways
측면 피봇 슬라이딩 도어 구도
HAWA-Concepta

For doors that fold and slide in sideways
측면 폴딩 슬라이딩 도어 구도
HAWA-Folding Concepta

Combination 3-doors
� 도어 구상도
HAWA-Concepta and
HAWA-Folding Concepta

Additional combination options
추가 설치 옵션
HAWA-Concepta and
HAWA-Folding Conce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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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Concepta 25/30/40/50
HAWA - Concepta제품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변적인 공간을 꾸미는데 지원이 가능합니다.
HAWA- Concepta ��/�� 버젼은 ��KG 까지 하중의 도어를 조용하게 이용 가능하며, 동시에
��/�� 버젼은 ��KG 까지 하중의 도어를 공간 활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구 전면 및 내부 수납을 새롭고 간편한 설치법의 Concepta를 이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공간 활용성을 열어 줄 것입니다.
제품에 대하여
이 하드웨어는 다양한 옵션으로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캐비닛의 옆 공간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소프트 클로징은 이러한 기능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
으로 만듭니다. 다양한 고정 방법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기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AWA-Concepta제품은 전방에 스토퍼 고정방식과 후방 고정방식으로 트랙 탈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HAWA-Concepta 25/30

HAWA-Concepta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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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size calculations
= TB –계산
M + 73 mm
도어T사이즈
E = T – 73 mm

Door size calculations

25 kg

30 kg

40 kg

50 kg

Installation dimensions

TB = door width
TH = door height
M = door handle width
E = max. door panel retraction
distance measured from the
TB =inner
Doorside
width
of closed door.
TH =TDoor
height
= max.
permitted distance for
TB =mounting
도어 폭 the fittin g measured
TH =from
도어높이
the inner side of closed
door to rear edge of fitting.
For deeper furniture cabinets:
Install fitting at distance T
T = TB
- M + 73from
mmthe inner side of
measured
E = Tclosed
- 73 mm
door.
M = door handle width
E = max. push in depth measured
from the inner side of closed
door
T = max. permitted distance for
mounting the fitting measured
form the inner side of closed
door to rear edge of fitting.
For deeper furniture cabinets:
Install fitting at dim. T
measured from the inner side
of closed door
T = TB - M + �� mm
E = T - �� mm
M = 도어 핸들 범위
E = 문의 캐비닛 내부로 들어가는
거리를 고려한 문짝의 최대 폭
T = 문의 폭을 고려한 캐비닛 내부의 깊이

목문 계산
Dimension (mm)
수치(mm)

Calculation for wooden doors
For door weight (kg)
도어하중(kg)
25
30
40
50
> Door height (mm):

>
>
>
>

Door width (mm):
Door thickness (mm):
Door weight (kg):
Side panel
thickness (mm):

1250 - 1850 for Concepta 25
1851 - 2300 for Concepta 30
1851 - 2500 for Concepta 40
2301 - 2850 for Concepta 50
300 - 900
Without rebate: 19 - 30, rebated >30 - 50
25, 30, 40, or 50

> 도어 폭 (mm):
> 도어 두께 (mm):

> 도어 하중 (kg):
> 측판 두께 (mm):

> 상부 호차:
> 상부 호차:
> 설치: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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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 ���� for Concepta ��
���� - ���� for Concepta ��
���� - ���� for Concepta ��
���� - ���� for Concepta ��
��� - ���
반턱가공 없을 시: 일반 두께
반턱 가공 후: ��-�� 가능
��, ��, ��, or ��
캐비닛 설치시 ≥ ��
벽면고정 설치시≥��
��/�� kg: � 호차
��/�� kg: 볼 베어링 시공, 플라스틱 호차
좌우 모두 설치

T
<750
<900
<900
<900

Installation
dimensions
Pocket width
and hinge location dimensions
포켓 폭과 힌지 위치 수치
Gap width F

E
<677
<827
<827
<827
F홈폭

Dimension (mm)
수치(mm)
F
G
2
29.5
3
28.5
4
27.5
5
26.5

Cabinet applications ≥18
In wall recesses ≥30
> Running gear:
40/50 kg: 2 rollers
> Running gear guided by: 40/50 kg: Ball bearing mounted, Plastic
coated rollers
> Mounting:
For left and right hand use

> 도어 높이(mm):

TH
1250 - 1850
1851 - 2300
1851 - 2500
2301 - 2850

Rebate dimension
The rebate allows the use of
wooden doors with thickness
of >30-50 mm.

G

반턱가공 수치
반턱가공으로 도어 두께 ��-�� 수치
진행 가능

F

Dimension (mm)
수치(mm)
A
B
19-30
55
33
58
36
63
39
67
42
70
45
75
48
79
50
83

C
0
0
2
3
3
5
6
7

D
0
3
6
9
12
15
18
21

E
0
3
5
8
11
14
17
19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HAWA CONCEPTA 25/30/40/50

DOOR ADJUSTMENTS FROM CABINET FRONT

캐비닛 전면 도어 조절방법
Door upright adjustment
도어 수직 조절방법

Door opening angle adjustment
도어 개방각 조절방법

Example: Concepta 40/50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Door height adjustment
도어 높낮이 조절방법

Door to cabinet gap adjustment
도어와 캐비닛 틈새 조절방법

Example: Concepta 40/50
Concepta 25/30
Horizontal door gap adjustment
도어 수평 틈새 조절방법

Concepta 40/50

Door guide adjustment
도어 가이드 조절방법

Example: Connecting profile, 110 mm

Concepta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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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 CONCEPTA 25/30/40/50 - PLANNING GUIDE

시공 가이드

25 kg

30 kg

40 kg

50 kg

For overlay door applications
아웃 도어 설치 적용

Concepta 40/50 with 55 mm connecting profiles
컨셉타 ��/��과 �� mm 커넥팅 프로파일
EH = Cabinet height
TH = Door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도어 높이

One door with 55 mm pocket width
�도어 & ��mm pocket 에 설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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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Concepta 25/30 with 55 mm connecting profiles
컨셉타 ��/��과 �� mm 커넥팅 프로파일

캐비닛 덮방에 설치하기 위한 빠르고 쉬운 피봇 슬라이딩 도어 설치법
> 외측 판과 캐비닛 측판의 좌우를 연결하십시오.
> 나사를 주의하면서 앞면에서 부터 커넥팅 프로파일을 상부 트랙과
가이드 트랙에 삽입하십시오.
> 외 측판 또는 캐비닛 상부 쪽이 고르지 않을 시 , 커넥터로 ±�.� mm
까지 조절 가능 합니다.

Concepta 25/30 with 110 mm connecting profiles
컨셉타 ��/�� 과 ��� mm 커넥팅 프로파일

Connecting profile width 55 mm:
Connecting profile width 110 mm:
Connector
width 55 mm: Recess
Connectorfor
width2110
mm: sliding doors,
Recess for 1 pivot sliding
door,
pivot
Pocket for 1 door
Pocket for 2 doors
Connector width 19
55 mm:
Connector width 110 mm:
door thickness
- 30 mm
door thickness 19 - 28 mm
Pocket for 1 door
Pocket for 2 doors
폭 ��mm
커넥팅 프로파일
:
폭 ���mm 커넥팅 프로파일 :
� 피봇 슬라이딩 도어 포켓 ,
� 피봇 슬라이딩 도어 포켓 ,
도어 두께 ��-��mm폭
도어 두께 ��-��mm폭

Construction with adjustable feet
조절발의 설치 상태

Construction with fixed plinth
고정 플린스의 설치상태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FITTING SETS
For 1 door
�도어

Concepta 40/50 with 110 mm connecting profiles
컨셉타 ��/��과 ��� mm 커넥팅 프로파일
EH = Cabinet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Door height
TH = 도어 높이

ACCESSORIES

Connecting profiles
커넥팅 프로파일
For quick and easy installation of pivot sliding doors that overlay the
cabinet top and base panels (Forefront):
> Join cabinet side panels/cabinets laterally
> Slide connecting profile into the running and guide rails from the
front and secure with screws from above
> Height deviations of the external side or cabinet are compensated
by the connector by up to ±1.5 mm

액세서리

Connecting Width Material
profile
(mm)
커넥팅
폭(mm) 재질
프로파일
55
Aluminium
알루미늄

110

Packing: 1 piece

Two doors with 110 mm pocket width
���mm 포켓과 � 도어

Door weight (kg)
도어 하중(kg)
25
30
40
50

Cat. No.
제품번호
408.30.045
408.30.046
408.30.047
408.30.048

Note:
Connecting profiles 55 mm / 110 mm must be ordered separately.
주의: 커넥팅 프로파일 ��mm/ ���mm 은 반드시 따로 주문 하십시오.

110
Connecting profile, 110 mm x 26 mm for cabinets constructed with
fixed plinth
커넥팅 프로파일, ���mm X ��mm : 고정 플린스와 설치 되어있는 캐비닛

피팅 세트

Door height (mm)
도어 높이(mm)
1250 - 1850
1851 - 2300
1851 - 2500
2301 - 2850

Aluminium
알루미늄
Aluminium
알루미늄

Colour/
finish

Length
(mm)

Cat. No

색상/마감 길이(mm) 제품번호

Silver
650
anodised
실버
900
아노다이징
Silver
650
anodised
실버
900
아노다이징

Silver
26
anodised
실버
아노다이징

408.30.243
408.30.092
408.30.093
408.30.094
408.30.095

패킹 : �개 씩 포장

Order Reference:
Pocket for 1 pivot sliding door
Please order 1 X Cat.No.408.30.243 with size 650 mm which is comprised
of 2 pcs in one set. And please order 2 X 408.30.092 which is comprised
of 1 pc per each. Please be aware of component number
Pocket for 2 pivot sliding door
For connecting cabinets with fixed plinth please order:
1 x Cat. No. 408.30.093 or 408.30.094 and 1 x Cat. No. 408.30.095
For connecting cabinets with adjusting feet please order:
2 x Cat. No. 408.30.093 or 408.30.094

발주 시 참고사항
� 피봇 슬라이딩 도어 포켓 일 시:
���.��.��� 은 �세트(�개로 구성)를 구매하면 되며, ���.��.���는 �개를
주문하십시오. 각 코드 당 구성 수량이 다르므로 참고하십시오.
� 피봇 슬라이딩 도어 포켓 일 시:
고정 된 플린스와 캐비닛을 연결할 시:
���.��.��� 또는 ���.��.���를 �개씩 구매하고 ���.��.���를 구매하십시오.
조절 다리와 캐비닛을 연결할 시:
���.��.��� 또는 ���.��.���를 �개씩 구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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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 CONCEPTA 25/30/40/50 - PLANNING GUIDE

시공 가이드

25 kg

30 kg

40 kg

50 kg

Note:

Concepta fittings installed for inset door applications must be
fixed to a removable panel
주의: 인도어에 설치 되는 Concepta 피팅 시공은 반드시
분리가능 한 판넬과 부착 하여야 합니다.

One door with 55 mm
pocket width

��mm 포켓 사이즈 와 � 도어

Concepta 25/30

Two doors with 110 mm
pocket width
���mm 포켓 사이즈 와 � 도어

Guide for 2 doors, inset
� 도어 인방에 설치 관련 가이드

FITTING SETS 피팅 세트
Door height (mm)
도어 높이(mm)
For 1 1250 - 1850
door 1851 - 2300
�도어 1851 - 2500
2301 - 2850

Packing: 1 set

Door weight (kg)
도어 하중(kg)
25
30
40
50

패킹 : �세트 씩 포장

ACCESSORIES 액세서리
Concepta guide for 2 doors, inset
인도어 사용 시 Concepta 가이드

Packing: 1 piece
Concepta 40/50
EH = Cabinet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도어 높이
TH = Door height
10

패킹 : �개 씩 포장

Recommended products:
Planofit straightening fitting

추천 악세사리
휨방지 철물

Cat. No.
제품번호
408.30.045
408.30.046
408.30.047
408.30.048

Cat. No. 제품번호
408.30.295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For inset door applications
인도어 시공 관련

HAWA CONCEPTA 25/30/40/50 - PLANNING GUIDE
시공 가이드

25 kg

30 kg

40 kg

50 kg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In wall recess applications, without cabinet base
캐비닛 바닥면를 제외한 벽면 시공 관련

Flush door positioning with magnetic centring parts
중앙 자석 파트를 사용 했을 때의 플러쉬도어 위치
Note:
Concepta fittings installed for in wall recess applications must
be fixed to a removable panel.
Removable panel thickness must be ≥30 mm

주의: 인도어에 설치 되는 Concepta 피팅 시공은 반드시
분리 가능 한 판넬과 부착 하여야 합니다.
분리 가능 한 판넬의 두께는 ��mm 이상으로 하십시오

FITTING SETS 피팅 세트
Door height (mm)
도어 높이(mm)
For 1 1250 - 1850
door 1851 - 2300
�도어 1851 - 2500
2301 - 2850

Door weight (kg)
도어 하중(kg)
25
30
40
50

패킹 : �세트 씩 포장

Packing: 1 set

Cat. No.
제품번호
408.30.045
408.30.046
408.30.047
408.30.048

ACCESSORIES 액세서리

Cat. No. 제품번호
Magnetic door centring part, including 408.30.229
drilling jig, aluminium anodised
자석 도어중앙 파트 , 시공 지그 포함,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Packing: 1 piece

패킹 : �개 씩 포장

Concepta 25/30

Concepta 40/50
EH = Cabinet height
TH = Door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도어 높이

Recommended products:
Planofit straightening fitting

추천 액세서리
휨방지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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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Folding Concepta 25
미래지향적인 HAWA- Folding Concepta �� 제품으로 인상적인 디자인을 구현해 보세요.

이 시스템은 ����mm의 캐비닛폭을 이용하여 완벽한 접이형 피봇 슬라이딩 제품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 함으로 써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부터 욕실 그리고 부엌 까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ABOUT THE PRODUCT

제품에 대하여

HAWA-Folding Concepta ��제품은 두개의 도어를 접어 측면에 삽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공간을 경제적으로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격납공간 ���mm로 사용자들의 이동
공간을 자유롭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으로 여러가지 상황에 적용 할 수 있으며 HAWA
-Concepta 제품과 함께 사용하여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호차의
상품성은 도어 이용 시 조용하고 부드러운 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Double system

Left-hand installation

Right-hand installation

Left-hand installation

Right-hand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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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 FOLDING CONCEPTA 25

Installation dimensions 설치 사이즈

25 kg

>
>
>
>
>
>
>
>
>
>
>
>
>
>

Door height (mm):
1250 - 1850 or 1851 - 2600
Door width (mm):
300 - 700
Door thickness (mm): 19 - 26
Door weight (kg):
≤25 (50 per pair of doors)
Running gear:
2 Plastic coated rollers, 50 kg
Running gear guided by: Ball bearing mounted
Mounting:
For left hand or right hand use
도어 높이(mm):
도어 폭 (mm):
도어 두께 (mm):
도어 하중 (kg):
상부 호차:
상부 호차 구동:
설치:

Application

���� - ���� or ���� - ����
��� - ���
�� - ��
��kg 이하 (�� KG /도어 � 짝)
� 플라스틱 롤러, ��KG
볼베어링 시공
좌우 모두 설치

시공

T = TB - Q1 + 73 mm
E = T - 73 mm
S = Door thickness 도어 두께
Q1 = S + 75 mm
Note:
E = max. push in depth measured from the inner side of
closed door
T = max. permitted distance for mounting the fitting measured
from the inner side of closed door to rear edge of fitting
S = Door thickness

주의:
E = 문의 캐비닛 내부로 들어가는 거리를 고려한 문짝의 최대 폭
Installation, left
좌측 시공

Installation, right
우측 시공

Three door combination, left
� 도어 콤비네이션, 좌측

Three door combination, right
� 도어 콤비네이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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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door installation
� 도어 콤비네이션

T = 문의 폭을 고려한 캐비닛 내부의 깊이
S = 도어 두께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TB = Door width
TH = Door height
TB = 도어 폭
TH = 도어 높이

DOOR ADJUSTMENTS FROM CABINET FRONT
케비닛 전면 도어 조절방법
Door upright adjustment
도어 수직 조절방법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Door height adjustments
도어 높낮이 조절방법

Door opening angle adjustment
도어 개방각 조절방법

Door to cabinet gap adjustment
도어와 캐비닛 틈새 조절방법

Horizontal door gap adjustment
도어 수평 틈새 조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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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x 20

4.5 x 20

HAWA FOLDING CONCEPTA 25 - PLANNING GUIDE

TH EH
55

25 kg

20

Z1 = 0 TH
-6

≥40
EH

≥5

For two doors - Cabinet application
�도어 - 캐비닛 시공

110

19 - 26

6 x 70

19 - 26

6 x 70
55

55

1*

≤40
1

Installation dimensions
설치 사이즈

19 - 26

Z2 = 0 - 6

75

≥40

≥40

20
Z2 = 0 - 6

≥40

≥5
≥130

Removable

Construction with
adjustable Removable
feet
조절 다리 설치도

제거 가능

Installation, right
우측 시공

EH = Cabinet height
TH = Door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도어 높이

FITTING SETS 피팅 세트
LMB
TB
LMB
TB

≥5
≥130Removable
Removable

Z2 = 0 - 6

1*

Installation, left
좌측 시공

≥5

≥130
110

≥5

제거 가능

≥5

20

55 75 20
≤40
6 x170
≤40
75
1
1*

≥5

Removable

Construction withRemovable
fixed plinth
고정 플린스 설치도

TH EH

≥5

≥5

110

4.5 x 20

Door height (mm)
도어 높이

= Internal cabinet width
= Door width
= 캐비닛 내경 폭
= 도어 폭

For 1 1250 - 1850
pair of
folding
doors
폴딩
1851 - 2600
도어
� 세트

Door handing Colour Cat. No.
도어 방향
색상
제품번호
왼쪽
블랙
408.31.004
실버
408.31.000
오른쪽
블랙
408.31.005
실버
408.31.001
왼쪽
블랙
408.31.006
실버
408.31.002
오른쪽
블랙
408.31.007
실버
408.31.003

Packing: 1 set (including folding components, scissor, top rail and
installation instructions)
패킹 : � 세트( 폴딩 부품, X반도, 상부 호차 , 설명서 포함)
주의: 좌우 구분에 주의하여 발주 하십시오.

ACCESSORIES 액세서리

Door positioning set
도어 위치고정 세트
16

Flush door positioning with
base profile and leading ramp
하부 프로파일과 가이드를 사용 한
플러쉬도어 도면

Colour Cat. No
색상
제품번호
Door positioning set complete 블랙
408.30.430
1300 mm including cover
cap, leading ramp and drilling
jig aluminium anodised
실버
408.30.961

Packing: 1 piece

도어 고정 세트(����mm), 커버,
하부가이드, 알루미늄 지그 포함
패킹 : �개 씩 포장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시공 가이드

HAWA FOLDING CONCEPTA 25 - PLANNING GUIDE

시공 가이드

25 kg

For two doors
In wall recess applications, without cabinet base
�도어 사용 시 , 걸레받이를 제외한 벽면 시공 가이드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EH = Cabinet height
TH = Door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도어 높이

Installation, left
좌측 시공

Installation, right
우측 시공

Installation dimensions
설치 사이즈

Fascia panel fixed to running rail
호차와 연결 한 처마 파넬

FITTING SETS 피팅 세트
Door height (mm)
도어 높이(mm)

For 1 1250 - 1850
pair of
folding
doors
폴딩
1851 - 2600
도어
� 세트

LMB = Internal cabinet width
TB = Door width
LMB = 캐비닛 내경 폭
TB = 도어 폭

Door handing Colour Cat. No.
도어 방향
색상
제품번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블랙
실버
블랙
실버
블랙
실버
블랙
실버

408.31.004
408.31.000
408.31.005
408.31.001
408.31.006
408.31.002
408.31.007
408.31.003

Packing: 1 set (including folding components, scissor, running rail
and installation instructions)

패킹 : � 세트( 폴딩 부품, X반도, 상부 호차 , 설명서 포함)
주의: 좌우 구분에 주의하여 발주 하십시오.

ACCESSORIES 액세서리
Magnetic centring part, including
drillingjig, aluminium anodised
자석 도어중앙 파트 , 시공 지그 포함,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Packing: 1 piece
Application without cabinet base
최소 걸레받이를 이용 한 시공 예

Magnetic centring part
중앙 자석 파트

Cat. No. 제품번호
408.30.229

패킹 : �개 씩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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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x 20

4.5 x 20

HAWA FOLDING CONCEPTA 25, PLANNING GUIDE

TH EH

시공 가이드

55

25 kg

20

≥40
EH

≥5

110

19 - 26

6 x 70

TH EH

19 - 26

6 x 70
55

≥5

≥5

≤40
61x 70
≤40
1 1*

1*

20

75

Z2 = 0 - 6

≤40
1

75

Z2 = 0 - 6
≥40

1*

Removable≥5

≥130

≥40

≥40

20

≥5

≥130

Z2 = 0 - 6
19 - 26

55

제거 가능

≥5

20

55 75

Removable

Construction with Removable
fixed plinth
고정 플린스 설치도
110

≥5

≥5

110

4.5 x 20

For three door combinations - Cabinet applications
�도어 콤비네이션 : 캐비닛 시공

Removable

≥5
≥130

Removable

Construction
with
Removable
adjustable feet
조절 다리 설치도

Installation, right
우측 시공

EH = Cabinet height
TH = Door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도어 높이
LMB
TB
LMB
TB

= Internal cabinet width
= Door width
= 캐비닛 내경 폭
= 도어 폭

Folding Concepta 25 with 110 mm pocket width
���mm 포켓 폭

Door positioning set
도어 위치고정 세트

Installation with reinforcement profile
상부 각대 프로파일
18

제거 가능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Installation, left
좌측 시공
Installation dimensions
설치 사이즈

Z1 = 0 TH
-6

THREE DOOR COMBINATION - ORDERING INFORMATION
�도어 콤비네이션 - 발주 리스트

Door Colour Door
Description
height
handing
(mm)
도어높이 색상 도어 방향 내용
(mm)
1851 - 블랙
2500

왼쪽

오른쪽

Concepta 40/50 with 55 mm connecting profiles
Concepta, ��mm 폭

실버

왼쪽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오른쪽

One door with 55 mm pocket width
��mm 포켓 폭 과 �도어

2501 - 블랙
2600

왼쪽

오른쪽
55 mm connecting profile for Concepta 40/50
실버

왼쪽

오른쪽

Qty. Cat. No.
수량 제품번호

Folding Concepta 25 3-DR

1

408.30.057

도어 위치고정 세트

Concepta door position set

1

408.30.431

Hawa Concepta 40 set S/C 1
Concepta Connector for
1 door 55 x 650

2

408.30.047
408.30.091

Folding Concepta 25 3-DR

1

408.30.049

Concepta door position set

도어 위치고정 세트

1

408.30.431

Hawa Concepta 40 set S/C 1

408.30.047

Concepta Connector for
1 door 55 x 650

2

408.30.091

Folding Concepta 25 3-DR

1

408.30.101

도어 위치고정 세트

Concepta door position set

1

408.30.432

Hawa Concepta 40 set S/C 1

408.30.047

Concepta Connector for
1 door 55 x 650

2

408.30.091

Folding Concepta 25 3-DR

1

408.30.102

Concepta door position set

도어 위치고정 세트

1

408.30.432

Hawa Concepta 40 set S/C 1

408.30.047

Concepta Connector for
1 door 55 x 650
Folding Concepta 25 3-DR

2

408.30.091

1

408.30.057

Concepta door position set

도어 위치고정 세트

1

408.30.431

Hawa Concepta 50 set S/C

1

408.30.048

Concepta Connector for
1 door 55 x 650
Folding Concepta 25 3-DR

2

408.30.091

1

408.30.049

도어 위치고정 세트

Concepta door position set

1

408.30.431

Hawa Concepta 50 set S/C

1

408.30.048

Concepta Connector for
1 door 55 x 650
Folding Concepta 25 3-DR

2

408.30.091

1

408.30.101

Concepta door position set

도어 위치고정 세트

1

408.30.432

Hawa Concepta 50 set S/C

1

408.30.048

Concepta Connector for
1 door 55 x 650
Folding Concepta 25 3-DR

2

408.30.091

1

408.30.102

도어 위치고정 세트

Concepta door position set

1

408.30.432

Hawa Concepta 50 set S/C

1

408.30.048

Concepta Connector for
1 door 55 x 650

2

408.30.091

Reinforcement profile Material
Finish / Colour
상부 각대 프로파일
재질
마감 / 색상
Aluminium Silver Anodised
알루미늄
실버 아노다이징
Packing: 1 piece

Cat. No
제품번호
408.30.970

패킹 : �개 씩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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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x 20

4.5 x 20

HAWA FOLDING CONCEPTA 25 - PLANNING GUIDE

TH EH
55

20

Z1 = 0 - 6

≥40

≥5

TH EH
110

4.5 x 20

For four doors - Cabinet application
� 도어 - 캐비닛 시공

19 - 26

6 x 70

55
≤40
6 x 70
1

≥5
≥5

≤40 1*
1
1*

75
≤40
1

55

≥130

110

Z2- 26
=0
19

20

-6

Removable

Z2 = 0 - 6

75

Z2 = 0 - 6

1*

Removable

≥5
≥130

Removable

≥40

≥40

≥5

≥130

≥40
20

≥5

≥5

20
75

55

제거 가능

Construction with fixed plinth
Removable
고정 플린스 설치도

19 - 26

6 x 70

Removable

110

TH EH

≥5

≥5

Removable
Construction
with
adjustable feet
고정 플린스 설치도

제거 가능

EH = Cabinet height
TH = Door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도어 높이

FITTING SETS 피팅 세트

Installation with reinforcement profile
상부 각대 프로파일

Door height (mm)
도어 높이(mm)

Installation dimensions
설치 사이즈

For 1 1250 - 1850
pair of
folding
doors
폴딩
1851 - 2600
도어
� 세트

Door handing Colour Cat. No.
도어 방향
색상
제품번호
왼쪽
블랙
408.31.004
실버
408.31.000
오른쪽
블랙
408.31.005
실버
408.31.001
왼쪽
블랙
408.31.006
실버
408.31.002
오른쪽
블랙
408.31.007
실버
408.31.003

Packing: 1 set (including folding components, scissor, top rail and
installation instructions)
패킹 : � 세트( 폴딩 부품, X반도, 상부 호차 , 설명서 포함)

ACCESSORIES 액세서리

Flush door
positioning with
base profile and
leading ramp

하부 프로파일과
가이드를 사용 한
플러쉬도어 도면

Door positioning set
도어 위치고정 세트
Note:
2 door positioning sets are required for four door applications
주의: � 도어 시공 현장에는 �세트의 위치고정 세트가 필요합니다.
20

Packing: 1 piece

Colour Cat. No
제품번호
색상
블랙
408.30.430

Door positioning set
complete 1300 mm including
cover cap, leading ramp and
drilling jig aluminium anodised 실버
자석 도어중앙 파트 , 시공 지그
포함,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킹 : �개 씩 포장

REINFORCEMENT PROFILE 상부 각대 프로파일
Material
재질
Aluminium
알루미늄

Packing: 1 piece

408.30.961

Finish / Colour
마감 / 색상
Anodised
실버 아노다이징

패킹 : �개 씩 포장

Cat. No
제품번호
408.30.970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시공 가이드

HAWA FOLDING CONCEPTA 25 - PLANNING GUIDE

시공 가이드

25 kg

For four doors - In wall recess application, without cabinet base
�도어 사용 시, 걸레받이를 제외한 벽면 시공 가이드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EH = Cabinet height
TH = Door height
EH = 캐비닛 높이
TH = 도어 높이

Installation dimensions
설치 사이즈

LMB
TB
LMB
TB

= Internal cabinet width
= Door width
= 캐비닛 내경 폭
= 도어 폭

FITTING SETS 피팅 세트
Door height (mm)
도어 높이(mm)
1250 - 1850

Fascia panel fixed to running rail.
호차와 연결 한 처마 파넬

For 1
pair of
folding
doors
폴딩
1851 - 2600
도어
� 세트

Door handing Colour Cat. No.
도어 방향
색상
제품번호
왼쪽
블랙
408.31.004
실버
408.31.000
오른쪽
블랙
408.31.005
실버
408.31.001
왼쪽
블랙
408.31.006
실버
408.31.002
오른쪽
블랙
408.31.007
실버
408.31.003

Packing: 1 set (including folding components, scissor, top rail and
installation instructions)
패킹 : � 세트( 폴딩 부품, X반도, 상부 호차 , 설명서 포함)

ACCESSORIES 액세서리

Application without cabinet base
최소 걸레받이를 이용 한 시공 예

Magnetic centring part
중앙 자석 파트

Cabinet top fixed to building
structure
천판 시공 구조

Packing: 1 piece

Magnetic centring part, including
drilling jig, aluminium anodised
자석 도어중앙 파트 , 시공 지그 포함,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Cat. No. 제품번호
408.30.229

패킹 : �개 씩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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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CATCH FOR ESPAGNOLETTE LOCK

HÄFELE STANDARD NOVA ESPAGNOLETTE LOCK
Basket 40 mm
헤펠레 에스파뇰레트 잠금장치
백셋: ��mm

Cat. No
408.30.080

Note:
Please order espagnolette lock separately
주의: 자물쇠는 따로 주문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Area of application:
Material:
Finish:
Backset D (mm):
Cylinder length (mm):
Cylinder Ø (mm):
Locking system:
Key change:
Installation:
적용 제품 :
재질 :
마감 :
백셋 D (mm) :
실린더 길이 (mm) :
실린더 파이 (mm) :
락킹 시스템 :
키조합 :
설치 :

For continuous profile rod Ø 8 mm
Housing: Zinc alloy, Cylinder: Brass
Matt nickel plated
40
21
22
With 5 pairs of pin tumblers
20,000 different key changes possible
For screw fixing
�파이 프로파일 바
하우징: 아연합금 , 실린더 : 브라스
무광 니켈 합금
��
��
��
� 개의 핀으로 잠김
��,���가지 키 조합
스크류 고정

STANDARD PROFILE 개별키 동일키 시스템
Key change
키조합
Keyed to differ
개별키

H1 - keyed alike
동일키

Mounting
설치 방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Packing: 1 piece 패킹 : �개 씩 포장
Supplied with:
> 1 espagnolette lock
> 2 keys
> 1 cylinder rosette

Cat. No.
제품번호
225.27.500
225.27.000
225.27.519
225.27.019

다음제품을 함께 공급하십시오
> 에스파뇰레트 락
> 키
> 실린더 로제

PROFILE ROD
Ø 8 mm

Ø 8 mm

> Material:
> 재질 :

Steel
스틸

Diameter (mm) Finish
직경(mm)
마감
8
Nickel plated
니켈 마감
Packing: 1 piece
22

Length (mm)
길이(mm)
2000
2500
3000

패킹 : �개 씩 포장

Cat. No.
제품번호
226.67.205
226.67.250
226.67.303

Dimensions in mm Dimensional data not binding. Images are for illustrative use only. We reserve the right to alter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Packing: 1 piece (2 piece required for 1 pair of folding doors)
패킹 : � 개

CABRIO SYSTEMS
카브리오 시스템

CLEVER SLIDING DOOR FITTINGS FOR FULLY OPENING CABINET FRONTS
완전 개방형 케비닛을 위한 현명한 슬라이딩 도어 피팅
HAWA 제품은 카브리오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도어의 비주얼라이징을 확인해 보실 수 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가구에 적용이 가능하며, 공간의 활용성을 살려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www.cabrio.systems/en/h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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