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HRACITE
IS THE NEW BLACK





Convoy
CONVOY Lavido(콘보이�라비도)는�당신의�주방에
기분�좋은�인상을�선사합니다. CONVOY Lavido는
현대식�주방과�거실, 그리고�다이닝�룸에서�사용할
수�있으며, 홈�오피스에서도�핵심요소로�다양하게
사용할�수�있어 '삶에�안성맞춤'인 
수납�시스템입니다. 

cookingAGENT

cookingAGENT(쿠킹에이전트)는�모듈식
디자인으로�제작되어�다용도로�활용할�수�있는
실용적인�제품입니다. 원하는�세부�품목과�구성
방식을�선택할�수�있는 cookingAGENT는�양념과
오일, 소스, 도마, 칼뿐만�아니라�접시와�그릇까지도
수납할�수�있는�공간을�제공합니다.

LEMANS II
LEMANS II(르망)선반은�코너장을�매혹적인�수납
공간으로�변화시키는�혁신적인�제품입니다.
적용에�따라�코너장�캐비닛�내부에�선반을 �~�개
또는�최대 �개까지�추가�설치�할�수�있습니다. 

i-Move
iMove(아이무브)와�모든�수납�물건은�한�번의
손쉬운�움직임으로�아래쪽과�바깥쪽으로�꺼낼�수
있습니다. 이제�가장�위쪽�선반에�있는�수납�물건을
벽장의�아래�선반보다�더�쉽게�꺼낼�수�있습니다.
iMove선반의�드롭�다운�레일로�벽장을�더욱�쉽게
사용할�수�있습니다.

MosaiQ
MosaiQ(모자이큐)는�주방�미드웨이�공간을
활용한�거치대�솔루션�제품입니다.



Fineline
MosaiQ
Drawer Insert

Fineline MosaiQ(파인라인�모자이큐)를
이용하여�서랍의�내부를�깔끔하고
기능적으로�계획할�수�있습니다. 
나무와�고급�금속의�소재로�제작되었으며
색상과�기능에�맞추어�다양한�조합을 
현대적이고�고급스럽게�만들어냅니다.



Moovit

MOOVIT(무빗) 서랍재�시스템은�고품질의�측면과�안정된 
작동감의�런너로�구성�되어�있어�사용�시�편안함을�선사 
합니다.  또한�최적화된�수납공간을�구성하기�위한�다양한 
액세서리들이�준비되어�있어�품질, 디자인�그리고�실용적 
인�면들을�충족시켜�줍니다.    

Free Family
Series

주거�공간에서�사용자의�행동�패턴을�분석하여�개발된 
FREE FAMILY(프리�패밀리) 제품은�최대 ��kg 하중의 
도어에도�적용�가능하며, 가벼운�힘으로�도어를�개폐할 
수�있어�다양한�디자인�구현이�가능한�최적의�솔루션 
입니다. 

Own
House
Assortment

헤펠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자체 개발합니다. 
아름답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것, 바로 헤펠레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실용성과�디자인을�모두�고려한�최고급�가구용�도어�마감
재로서�유럽산(독일) 부엌�가구에�다수�적용되고�있습니다.
 �T 강화유리, 아크릴, 세라믹�등의�다양한�타입으로�구성
되어�개성�있는  디자인�연출이�가능합니다.

Furniture
Front



Loox

LOOX(룩스)는 LED 조명�시스템�브랜드로�헤펠레에서 
직접�엔지니어링�한�제품으로�혁신적인�플러그 & 플레이 
(Plug & Play) 테크놀로지를�적용하여�설치�및�작동이 
용이합니다.

Free Family
with E-Drive

FREE FAMILY(프리�패밀리) 제품이 E-Drive (이-드라이브) 
와�함께�가벼운�터치만으로도�열리는�전자식�오프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사용자�편의를�위한�기능을�갖추었습니 
다. 모든 FREE(프리) 제품에�적용�가능하며�작동�과정�시 
장애물�인식도�가능합니다.

Climber

CLIMBER(클라이머)는�카케이스�아래를�가볍게�터치 
하는�것만으로도�반짝이는�프런트가�슬랫으로�분리되어 
상단에�블록을�형성합니다. 블랙, 화이트, 불투명�또는�연한 
미색의 �가지�유리�색을�선택할�수�있어�자신만의�주방 
스타일을�만들어�줄�것입니다. 

Own
House
Assortment
Electronics

제어장치, 스위치 플러그 도크 등 전기
장치도 스마트 할 수 있습니다. 헤펠레는 
컬러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스위치 
프레임부터 다양하고 스타일리쉬한 
조명제품을 제안합니다. 



Sliding
Door

국내�건축환경에�적합한�도어 
솔루션으로서�다양한�프레임의 
컬러와�유리�패턴을�적용할�수 
있습니다.

레일이�보이지�않는�수려한 
디자인의�도어�솔루션입니다.

Slient Aluflex 80K

Slido Design 80M

SLIDO(슬리도)브랜드는�모든�사양의 
슬라이딩�피팅을�망라�합니다. 
미닫이문은�다양한�조합의�옵션을 
통하여�탁월한�디자인과�기능을 
실현하고 SLIDO(슬리도) 슬라이딩 
시스템은�벽면�고정�또는�천정�고정 
버전�모두�가능합니다.

Multi
Dimensional
Mirror

·고품질�무드�조명�가능   
·손쉬운�습기�제거�기능
·통합�터치키
·세련된�디자인    
·블루투스�스피커�내장 
·�가지�사이즈 
    ��� x ���  |  ��� x ���  |  ���� x ��� (mm)

Cool white (4,000 K)

Warm white (2,700 K)

Mood lighting (2,700 K)

Demister



959.30.003

911.59.029

937.55.144 937.13.553 844.28.112

903.92.559

911.25.431

926.98.043 926.98.053 926.91.633

980.60.703

981.77.011 980.77.008 981.52.110 981.51.023 981.51.003981.51.003 981.02.253

980.60.763 980.60.823980.60.833 980.60.723

911.26.522 916.91.930

903.93.559

151.38.121 Ø50mm 151.38.102 151.38.111

981.52.583 981.52.573

981.52.523 981.52.533

903.92.583

903.00.983



106.61.964 106.65.146 106.69.627 106.61.123

106.62.905 106.62.365 106.34.336 106.62.386

106.61.354 110.34.386 106.65.366 106.62.195

106.61.464 106.61.944 110.34.077 110.34.307

106.61.934 103.83.051 110.34.327 106.61.304

129.57.603 116.09.345 117.30.316 110.35.371



·타워펠리스 �, � 
·갤러리아�펠리스
·용산파크타워
·목동�트라팰리스
·목동�하이페리온∥
·서초�에스티지 S
·반포�프레스티지
·이촌�렉슬
·판교 POSCO
·청담�린든글로브�빌라
·SK건설�휘경 SK VIEW

·대구�효성건설�헤밀턴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현대건설�힐스테이트
·세종시�반석개발�포레뷰
·한강건설�수자인
·GS건설�동천�자이
·SK건설�휘경 SK VIEW
·인천�가좌동�두산위브
·강동�천호동 TRA-PALACE
·자양동 RAEMIAN PREMIER PALACE

LOTTE WORLD TOWER
SEOUL, KOREA
범건축�설계

용산 AMORE PACIFIC
SEOUL, KOREA
해안건축 / DCA 설계

강서 LG사이언스파크
SEOUL, KOREA
간삼건축�설계

장충동 SHILLA HOTEL 
설계 

도곡�타워펠리스
삼성물산

용산 RAEMIAN
삼성물산

동천�이스트펠리스
삼성물산

갤러리아�포레
한화건설

RESIDENTIAL

REFERENCES

www.hafele.co.kr

Customer Service

고객서비스�대표번호

1899 - 0091

HÄFELE WORLDWIDE

Häfele Korea Inc.
헤펠레는 가구 및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술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하드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년 독일에서 Mr. Adolf hafele가 목수들을 위한 하드웨어와
공구 판매 전문점으로 창업하였습니다. 
Häfele Group Worldwide는 전 세계 �개 대륙에 ��개의 지사를
두고 ��개의 국제 영업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여개 국가에
헤펠레 하드웨어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펠레는 가구^건축 분야의 하드웨어 기술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실용적인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해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여 고객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드리는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