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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하우탑 : Hause  (독일어로 집)+top(최고, 정상)의 합성

어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실현해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겠다는 의지

의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인증받은�기술력�

��
강화된 단열 기술을 적용해 결로 발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단열 현관문은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

니다. 단열성과 단열재 필수 기준인 보온·냉, 내후성, 경제성, 시공성, 발수성, 내구

성 등을 모두 충족해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으로부터 단열재 법적 기준에 적합

한 시험성적서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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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NCTIONAL | 새로운기술력

·특허증

·시험성적서�

· 하우탑의 새로운 기술력

아존(단열재)

모헤어

복합판넬(단열판)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3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5

CHAUTOP DOOR
Collection |  모음집

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C HAUTOP DOOR
Collection |  모음집

P12 HD 3111 블랙

P24 HD 3211 블랙 P25 HD 3212 블랙 P26 HD 3213 블랙 P27 HD 3214 블랙 P28 HD 3215 실버P13 HD 3112 블랙 P14 HD 3113 블랙 P15 HD 3114 블랙 P15 HD 3115 블랙 P16 HD 3116 블랙

P28 HD 3216 진회색 P29 HD 3217 블랙 P30 HD 3218 블랙 P31 HD 3219 실버 P31 HD 3220 진회색P17 HD 3117 블랙 P18 HD 3118 블랙 P19 HD 3119 블랙 P19 HD 3120 블랙 P20 HD 3121 블랙

P32 HD 3221 실버 P32 HD 3222 블랙 P33 HD 3223 진회색 P34 HD 3224 블랙 P35 HD 3225 진회색P22 HD 3124 블랙 P23 HD 3125 블랙 P23 HD 3126 블랙P20 HD 3122 블랙 P21 HD 3123 블랙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NEW PRODUCT 

하우탑도어의 새로운 제품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디자인과 업그레이드 된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High Class Door  |  고급도어

SECURITY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은 집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제작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 각종 범죄와 자연 재해로부터 가정을 지켜 줄 수 있는 곳은 집 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문 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7

CHAUTOP DOOR
Collection |  모음집

6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C HAUTOP DOOR
Collection |  모음집

P39 HD 3231 진회색 P39 HD 3232 실버 P40 HD 3233 실버 P41 HD 3234 진회색 P41 HD 3235 실버 P51 HD 3251 실버 P52 HD 3252 진회색 P52 HD 3253 진회색 P53 HD 3254 월넛

P42 HD 3236 실버 P42 HD 3237 진회색 P43 HD 3238 진회색 P44 HD 3239 월넛 P45 HD 3240 월넛

P45 HD 3241 블랙 P46 HD 3242 월넛 P46 HD 3243 진회색 P37 HD 3244 실버 P48 HD 3245 월넛

P50 HD 3248 블랙 P50 HD 3249 월넛 P51 HD 3250 실버P49 HD 3246 진회색 P49 HD 3247 실버P36 HD 3228 실버 P37 HD 3229 진회색 P38 HD 3230 블랙P35 HD 3226 실버 P36 HD 3227 블랙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9

CHAUTOP DOOR
Collection |  모음집

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C HAUTOP DOOR
Collection |  모음집

P63 HD 3326 블랙 P64 HD 3327 진회색 P65 HD 3328 블랙 P65 HD 3329 진회색 P66 HD 3330 블랙

P66 HD 3331 진회색 P67 HD 3332 월넛 P68 HD 3333 블랙 P69 HD 3334 진회색 P69 HD 3335 실버

P70 HD 3336 월넛 P70 HD 3337 화이트 P71 HD 3338 월넛 P71 HD 3339 진회색 P72 HD 3340 화이트

P73 HD 3343 월넛 P74 HD 3344 화이트 P74 HD 3345 진회색P72 HD 3341 월넛 P73 HD 3342 진회색

P54 HD 3311 월넛 P55 HD 3312 실버 P55 HD 3313 진회색 P56 HD 3314 화이트 P56 HD 3315 월넛

P57 HD 3316 월넛 P58 HD 3317 화이트 P58 HD 3318 진회색 P59 HD 3319 실버 P59 HD 3320 진회색

P61 HD 3323 진회색 P62 HD 3324 월넛 P62 HD 3325 실버P60 HD 3321 월넛 P61 HD 3322 화이트

Pattern Door |  패턴도어

ECONOMICAL

디자인, 생산, 판매 모두 하우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이 좋은 제품을 접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1

CHAUTOP DOOR
Collection |  모음집

10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C HAUTOP DOOR
Collection |  모음집

P84 HD 3411 월넛

P84 HD 3412 블랙 P85 HD 3413 화이트 P85 HD 3414 실버 P86 HD 3415 실버 P86 HD 3416 블랙

P87 HD 3511 월넛 P87 HD 3512 진회색 P87 HD 3513 화이트

P75 HD 3346 화이트 P76 HD 3347 진회색 P77 HD 3348 월넛 P77 HD 3349 블랙 P78 HD 3350 진회색

P78 HD 3351 실버 P79 HD 3352 블랙 P80 HD 3353 블랙 P80 HD 3354 블랙 P81 HD 3355 진회색

P81 HD 3356 블랙 P82 HD 3357 진회색 P82 HD 3358 화이트 P83 HD 3359 블랙 P83 HD 3360 블랙

Panel&Balcony Door
판넬&발코니�도어

Home safety is very important. We thinks that his home is the safety zone. 
A place where children can play in safety. 
This place is as safe as Fort Knox.

People make their own dignity, the DOOR makes a first impression of a house.

It's a design for people, not for show. The first is people.

We'll show you an effort to not miss even the little things.

TECHNICAL SKILLS 

Our superior technology is our ace in the hole.
Our company holds unrivaled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industry.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I 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I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1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3

HD 3111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112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I 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I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NEW PRODUCT 

하우탑도어의 새로운 제품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디자인과 업그레이드 된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하우탑의 새로운 기술력

아존(단열재)

모헤어

복합판넬(단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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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I 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DESIGN 

Design is directed toward human beings. To design 
is to solve human problems by identifying them and 
executing the best solution.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To design is to communicate clearly by whatever 
means you can control or master.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5

HD 3113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114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115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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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I 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I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 하우탑의 새로운 기술력

아존(단열재)

모헤어

복합판넬(단열판)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7

HD 3116

·전면 : 스텐 애칭+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117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IHAUTOP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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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I 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9

●●●   Key Collection

게이트아이
MS-200B

게이트아이
MS-200S

게이트아이
MS-301

게이트맨
A200-CHB

게이트맨
A200-CHS

삼성 푸시풀
SHP-DP920

게이트아이
봉키 Ⅰ

게이트아이
봉키 Ⅱ

게이트아이
봉키 Ⅲ

게이트아이
봉키(小)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118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119

·전면 : 스텐 애칭+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120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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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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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NEW PRODUC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Do one's best to satisfy one's customers.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21

HD 3123

·전면 : 스텐 애칭+단열 복합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121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122

·전면 : 스텐 애칭+단열 복합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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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I HAUTOP DOOR
Insulation Door |  단열도어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TECHNICAL SKILLS 

강화된 단열 기술을 적용해 결로 발생의 최소화를 목표

로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단열 현관문은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불필요

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열성과 단열재 필수 기준인 보온·냉, 내후성, 경제

성, 시공성, 발수성, 내구성 등을 모두 충족해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으로부터 단열재 법적 기준에 적합

한 시험성적서를 획득했습니다.

· 하우탑의 새로운 기술력

아존(단열재)

모헤어

복합판넬(단열판)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23

HD 3124

·전면 : 스텐 애칭+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125

·전면 : 단열 복합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126

·전면 : 목재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단열바 / 문짝두께 77~8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6중 단열, 결로방지, 소음 차단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11

·알미늄색상 : 블랙 ·전면 : 스텐 발색판+거울유리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HAUTOP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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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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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25

HD 3212

·알미늄색상 : 블랙 ·전면 : 스텐 발색판+거울유리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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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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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14

·알미늄색상 : 블랙 

·전면 : 스텐 발색판, 꽃다보 부착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13

·알미늄색상 : 블랙 ·전면 : 스텐 발색판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292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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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15

·알미늄색상 : 실버+백색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16

·알미늄색상 : 진회색+실버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17

·알미늄색상 : 블랙+진회색+화이트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Quality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3130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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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18

·알미늄색상 : 블랙+화인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19

·알미늄색상 : 실버+블랙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20

·알미늄색상 : 진회색+화이트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DESIGN 

Design is directed toward human beings. To design 
is to solve human problems by identifying them and 
executing the best solution.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To design is to communicate clearly by whatever 
means you can control o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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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21

·알미늄색상 : 실버+월넛+화이트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22

·알미늄색상 : 블랙+진회색+월넛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23

·알미늄색상 : 진회색+블랙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NEW PRODUCT 

하우탑도어의 새로운 제품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디자인과 업그레이드 된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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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24

·알미늄색상 : 블랙+월넛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25

·알미늄색상 : 진회색+블랙+월넛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26

·알미늄색상 : 실버+블랙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35

●●●   Key Collection

게이트아이
MS-200B

게이트아이
MS-200S

게이트아이
MS-301

게이트맨
A200-CHB

게이트맨
A200-CHS

삼성 푸시풀
SHP-DP920

게이트아이
봉키 Ⅰ

게이트아이
봉키 Ⅱ

게이트아이
봉키 Ⅲ

게이트아이
봉키(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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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KILLS 

Our superior technology is our ace in the hole.
Our company holds unrivaled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industry. Inadequate technical expertise leads 
to deterioration in product quality.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HD 3227

·알미늄색상 : 블랙+진회색+월넛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28

·알미늄색상 : 실버+블랙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29

·알미늄색상 : 진회색+월넛+블랙 /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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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DUC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Do one's best to satisfy one's customers.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HD 3230

·알미늄색상 : 블랙+월넛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32

·알미늄색상 : 실버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31

·알미늄색상 : 진회색+화이트

·전면 : 알미늄 / 후면 : 단열 복합판+페브릭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단열도어 제작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33

·알미늄색상 : 실버+블랙

·단열복합판 : 실버 / 유리 : 6㎜ 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34

·알미늄색상 : 진회색+월넛

·단열복합판 : 실버 / 유리 : 컬러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35

·알미늄색상 : 실버

·단열복합판 : 실버 / 유리 : 격자(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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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Collection

게이트아이
MS-200B

게이트아이
MS-200S

게이트아이
MS-301

게이트맨
A200-CHB

게이트맨
A200-CHS

삼성 푸시풀
SHP-DP920

게이트아이
봉키 Ⅰ

게이트아이
봉키 Ⅱ

게이트아이
봉키 Ⅲ

게이트아이
봉키(小)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38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HAUTOP DOOR
High Class Door |  고급도어

4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H HAUTOP DOOR
High Class Door |  고급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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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DUCT 

하우탑도어의 새로운 제품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디자인과 업그레이드 된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HD 3236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37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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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39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240

·알미늄색상 : 월넛

·단열복합판 : 실버 /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41

·알미늄색상 : 블랙

·단열복합판 : 실버 / 유리 : 애칭 유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Quality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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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42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애칭 유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43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애칭 유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44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애칭 유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   Key Collection

게이트아이
MS-200B

게이트아이
MS-200S

게이트아이
MS-301

게이트맨
A200-CHB

게이트맨
A200-CHS

삼성 푸시풀
SHP-DP920

게이트아이
봉키 Ⅰ

게이트아이
봉키 Ⅱ

게이트아이
봉키 Ⅲ

게이트아이
봉키(小)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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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45

·알미늄색상 : 월넛

·단열복합판 : 화이트 / 유리 : 애칭 유리(후면렉산) / 꽃다보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246

·알미늄색상 : 진회색

·단열복합판 : 화이트 / 유리 : 애칭 유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247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격자(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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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KILLS 

Our superior technology is our ace in the hole.
Our company holds unrivaled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industry. Inadequate technical expertise leads 
to deterioration in product quality.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HD 3248

·알미늄색상 : 블랙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50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49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51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 꽃다보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   Key Collection

게이트아이
MS-200B

게이트아이
MS-200S

게이트아이
MS-301

게이트맨
A200-CHB

게이트맨
A200-CHS

삼성 푸시풀
SHP-DP920

게이트아이
봉키 Ⅰ

게이트아이
봉키 Ⅱ

게이트아이
봉키 Ⅲ

게이트아이
봉키(小)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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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252

·알미늄색상 : 진회색+체리+블랙  ·다보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53

·알미늄색상 : 진회색+월넛+블랙  ·다보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최소 900×2100 1100×2100 1400×2100

최대 1100×2500 1400×2500 1700×2500

HD 3254

·알미늄색상 : 월넛+블랙  ·다보 부착

·후레임 145㎜ / 문짝두께 47~57㎜  ·매립형 도어체크, 조절힌지 

·단열성이 우수한 복합판 내장  ·후면 인조 악어가죽 부착(선택사항) 

·번호키(게이트아이 기본), 바록(특대 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DESIGN 

Design is directed toward human beings. To design 
is to solve human problems by identifying them and 
executing the best solution.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To design is to communicate clearly by whatever 
means you can control or master. 



HD 3312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13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11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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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CONOMICAL

We need high quality at a reasonable price. Model, 
validate and document business processes afford-
ably. Adequate network of core services at a rea-
sonabl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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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14

·알미늄색상 : 화이트  ·유리 :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15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6㎜ 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HD 3316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Quality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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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17

·알미늄색상 : 화이트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19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손잡이 선택사항

HD 3318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20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손잡이 선택사항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DESIGN 

Design is directed toward human beings. To design 
is to solve human problems by identifying them and 
executing the best solution.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To design is to communicate clearly by whatever 
means you can control or master. 

●●●   Key Collection

게이트아이
MS-200B

게이트아이
MS-200S

게이트아이
MS-301

게이트맨
A200-CHB

게이트맨
A200-CHS

삼성 푸시풀
SHP-DP920

게이트아이
봉키 Ⅰ

게이트아이
봉키 Ⅱ

게이트아이
봉키 Ⅲ

게이트아이
봉키(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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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23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격자,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22

·알미늄색상 : 화이트 +블랙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21

·알미늄색상 : 월넛+블랙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TECHNICAL SKILLS 

Our superior technology is our ace in the hole.
Our company holds unrivaled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industry.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
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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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25

·알미늄색상 : 실버+블랙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24

·알미늄색상 : 월넛+블랙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HD 3326

·알미늄색상 : 블랙+진회색  

·유리 : 애칭, 가공보석 부착(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SECURITY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은 집이어야 한다는 믿음으

로 제작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 각종 범죄와 자연 

재해로부터 가정을 지켜 줄 수 있는 곳은 집 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문 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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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HD 3327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28

·알미늄색상 : 블랙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29

·알미늄색상 : 진회색+월넛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CONOMICAL

디자인, 생산, 판매 모두 하우탑에서 이루어집니다.그

래서 좋은 품질,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이 좋

은 제품을 접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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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30

·알미늄색상 : 블랙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31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HD 3332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Quality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HD 3334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망입(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35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HD 3333

·알미늄색상 : 블랙  ·유리 :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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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esign is directed toward human beings. To de-
sign is to solve human problems by identifying 
them and executing the best solution.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To design is to communicate clearly by whatever 
means you can control o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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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36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목단조,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38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격자(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37

·알미늄색상 : 화이트  ·유리 : 목단조,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39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망입(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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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L

디자인, 생산, 판매 모두 하우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을 합리적

인 가격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이 좋은 제품을 접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Key Collection

게이트아이
MS-200B

게이트아이
MS-200S

게이트아이
MS-301

게이트맨
A200-CHB

게이트맨
A200-CHS

삼성 푸시풀
SHP-DP920

게이트아이
봉키 Ⅰ

게이트아이
봉키 Ⅱ

게이트아이
봉키 Ⅲ

게이트아이
봉키(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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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40

·알미늄색상 : 화이트  ·유리 : 3중 베벨드(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42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목단조,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41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43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격자(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SECURITY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은 집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제작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 각종 범죄

와 자연 재해로부터 가정을 지켜 줄 수 있는 곳은 집 입

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문 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제품

을 만들고 있습니다.



HD 3345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44

·알미늄색상 : 화이트+진회색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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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46

·알미늄색상 : 화이트+월넛  ·유리 : 망입(후면렉산) / 다보부착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TECHNICAL SKILLS 

Our superior technology is our ace in the hole.
Our company holds unrivaled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industry.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
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HD 3348

·알미늄색상 : 월넛  ·유리 : 망입(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49

·알미늄색상 : 블랙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HD 3347

·알미늄색상 : 진회색+월넛  ·유리 : 망입(후면렉산) / 다보부착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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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단지 아름다운 외형

만이 아닌 품질 또한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람을 향해 

있다는 신념으로 사람이 마주한 문제를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실행에 옮

기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HD 3350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51

·알미늄색상 : 실버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HD 3352

·알미늄색상 : 블랙  ·유리 :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PHAUTOP DOOR
Pattern Door |  패턴도어

7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P HAUTOP DOOR
Pattern Door |  패턴도어

Quality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79



HD 3356

·알미늄색상 : 블랙  ·유리 :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54

·알미늄색상 : 블랙+월넛  ·다보부착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55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애칭, 가공보석부착(후면렉산), 6㎜ 블로반사(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53

·알미늄색상 : 블랙+체리  ·다보부착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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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L

디자인, 생산, 판매 모두 하우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서 좋은 품질,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을 합리적인 가격

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이 좋은 제품

을 접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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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3357

·알미늄색상 : 진회색 ·유리 :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59

·알미늄색상 : 블랙  ·유리 : 격자(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58

·알미늄색상 :화이트  ·유리 : 애칭(후면렉산)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HD 3360

·알미늄색상 : 블랙+화이트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돌출형 도어체크  

·바록(小 기본), 번호키, 바록(특大, 大부착가능) 선택사항  
·사이즈 조절 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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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Home safety is very important. We thinks that his 
home is the safety zone. A place where children can 
play in safety. This place is as safe as Fort Knox.

●●●   Key Collection

게이트아이
MS-200B

게이트아이
MS-200S

게이트아이
MS-301

게이트맨
A200-CHB

게이트맨
A200-CHS

삼성 푸시풀
SHP-DP920

게이트아이
봉키 Ⅰ

게이트아이
봉키 Ⅱ

게이트아이
봉키 Ⅲ

게이트아이
봉키(小)



HD 3414

·알미늄색상 : 실버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경첩부착  ·돌출형 도어체크  ·손잡이 선택사항 

·유리부착 별도  ·사이즈 조절가능

HD 3413

·알미늄색상 : 화이트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경첩부착  ·돌출형 도어체크  ·손잡이 선택사항 

·유리부착 별도  ·사이즈 조절가능  

HD 3411

·알미늄색상 : 월넛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경첩부착  ·돌출형 도어체크  ·손잡이 선택사항 

·유리부착 별도  ·사이즈 조절가능

HD 3412

·알미늄색상 : 블랙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경첩부착  ·돌출형 도어체크  ·손잡이 선택사항 

·유리부착 별도  ·사이즈 조절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PHAUTOP DOOR
Panel Door |  판넬도어

8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P HAUTOP DOOR
Panel Door |  판넬도어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85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ECONOMICAL

We need high quality at a reasonable price.
Model, validate and document business processes 
affordably. Adequate network of core services at a 
reasonable price. 



P HAUTOP DOOR
Panel Door |  판넬도어 BHAUTOP DOOR

Balcony Door |  발코니도어

HD 3416

·알미늄색상 : 블랙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경첩부착  ·돌출형 도어체크  ·손잡이 선택사항 

·유리부착 별도  ·사이즈 조절가능

HD 3511

·알미늄색상 : 월넛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HD 3512

·알미늄색상 : 진회색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HD 3513

·알미늄색상 : 화이트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HD 3415

·알미늄색상 : 실버  ·후레임 100㎜ / 문짝두께 41㎜  

·경첩부착  ·돌출형 도어체크  ·손잡이 선택사항 

·유리부착 별도  ·사이즈 조절가능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기본형 외소대 양소대

1000×2100 1300×2300 1600×2300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8786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Quality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IHAUTOP DOOR
Inner Door |  중문

8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I HAUTOP DOOR
Inner Door |  중문

HS 3611

·연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12

·워시오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13

·화이트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89

INNER DOOR

· 냉,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시 10%~20%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방음(소음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실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 고급주택 / 일반주택 / 각종 영업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IHAUTOP DOOR
Inner Door |  중문

90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I HAUTOP DOOR
Inner Door |  중문

HS 3615

·연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14

·워시오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17

·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16

·워시오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DESIGN 

Design is directed toward human beings. To design 
is to solve human problems by identifying them and 
executing the best solution.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To design is to communicate clearly by whatever 
means you can control or master.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91



IHAUTOP DOOR
Inner Door |  중문

9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I HAUTOP DOOR
Inner Door |  중문

HS 3618

·연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19

·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21

·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20

·연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NEW PRODUC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93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959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IHAUTOP DOOR
Inner Door |  중문I HAUTOP DOOR

Inner Door |  중문

HS 3622

·연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2623

·홍송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HS 3624

·체리    ·사이즈 조절가능

·일자형 : W1700XH2300 / ㄱ자형 :W1300XH2300

INNER DOOR

· 냉,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시 10%~20%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방음(소음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실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고급주택 / 일반주택 / 각종 영업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GHAUTOP DOOR
Gate |  대문

96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97

HG 3711

·W1200×H2000(1짝기준) / 스텐대문 / 12.T 포리싱스텐+주물 / Size 조절가능

HG 3712

·W1200×H2000(1짝기준) / 스텐대문 / 12.T 포리싱스텐+주물 / Size 조절가능

HG 3811

·W1200XH2000(1짝 기준) / 조립대문 /Size조절가능 / 색상 변경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815

·W1200XH2000(1짝 기준) / 조립대문 / 25mm 다보부착 /Size조절가능 / 색상 변경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814

·W1200XH2000(1짝 기준) / 조립대문 / 25mm 다보부착 /Size조절가능 / 색상 변경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

로 변경가능 

HG 3812

·W1200XH2000(1짝 기준) / 조립대문 / 25mm 다보부착 /Size조절가능 / 색상 변경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813

·W1200XH2000(1짝 기준) / 조립대문 / 25mm 다보부착 /Size조절가능 / 색상 변경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99

GHAUTOP DOOR
Gate |  대문

9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01100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GHAUTOP DOOR

Gate |  대문

HG 3816

· W1200XH2000(1짝 기준) / 조립대문 / 25mm 다보부착 /Size조절가능 

색상 변경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818

· W1200XH2000(1짝 기준) / 조립대문 / 25mm 다보부착 /Size조절가능 / 색상 변경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817

· W1200XH2000(1짝 기준) / 조립대문 / 25mm 다보부착 /Size조절가능 

색상 변경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GHAUTOP DOOR
Gate |  대문

10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HG 3911

· W1200×H2050(힌지1660) / 일자형 W1000×H1750(힌지1660) 

색상 :검회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12

·W1200×H1470(힌지1070) / 색상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I'll show you an effort to 
not miss even the little things. 

A beautiful design, leading technologies and trends,
ranging from principles to ensure a safeproduct, 

Passion for customer satisfaction is filled with professionals.
I want to buy the same products that you do! We will be one step ahead of customers.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03



GHAUTOP DOOR
Gate |  대문

10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05

HG 3913

· 大 : W1200×H2000(힌지 1668), 中 : W1200×H1795(힌지 1460), 小 : W1200×H1500(힌지 1160) 

색상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14

·W1200×H1500(힌지 970) / 색상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The gate which matches in city humanity,

justice price reduction, special colors and the side 

details make an impression.



GHAUTOP DOOR
Gate |  대문

106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HG 3916

·W1000 X H1500(힌지 1450) / 색상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15

·W1200 X H1950(힌지 1840), W1500 X H1950(힌지 1840) / 색상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TECHNICAL SKILLS 

Our superior technology is our ace in the hole.
Our company holds unrivaled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industry. Inadequate technical expertise leads 
to deterioration in product quality.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07



HG 3917

·W1200XH1830(힌지 1550) /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기둥별도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18

·W1500XH1830(힌지 1550) / 색상 : 청동부식

Size조절가능 / 기둥별도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19

·W1000XH1650(힌지 1550) / 색상 : 파카동색, 고도3색

Size조절가능 / 기둥별도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GHAUTOP DOOR
Gate |  대문

10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09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11110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GHAUTOP DOOR

Gate |  대문

HG 3921

·W1200XH2060(힌지 1550), W1500XH2060(힌지 1550) (1짝 기준) / 색상 : 백고도 3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20

·W1200XH2060(힌지 1550), W1500XH2060(힌지 1550) /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DESIGN 

Design is directed toward human beings. To design is to solve human 
problems by identifying them and executing the best solution. De-
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To design is to communicate clearly by whatever means you can con-
trol or master. 



HG 3922

· W1200×H1855(힌지 1425), W1500×H1855(힌지 1425), 일자형 : W1000×H1585(힌지 1425)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GHAUTOP DOOR
Gate |  대문

11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HG 3924

·W1200×H1565(힌지 1130), 일자형 : W1000×H1300(힌지 1130) /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23

·W1000×H1585(힌지1425) /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13



GHAUTOP DOOR
Gate |  대문

11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HG 3925

· W1200×H2010(힌지 1675), W1500×H2010(힌지 1675)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26

·W1200×H1475(힌지 1140), W1500×H1475(힌지 1140) / 색상 : 검회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15

The gate which matches in city humanity,

justice price reduction, special colors and the side 

details make an impression.



HG 3930

·W1000×H2110(레이스 210 포함) (힌지 1900) /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29

·W1000×H1900(힌지 1900) / 색상 : 검회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27

·W1000×H2070(힌지 1770), W1200×H2070(힌지 1770) / 색상 : 검회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28

· W1000×H1410(힌지 1115), W1200×H1410(힌지 1115) 

색상 : 밤색, 부식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GHAUTOP DOOR
Gate |  대문

116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17



HG 3931

·W1200×H1890(힌지 1450) / 색상 : 고도3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32

·W1200×H1890(힌지 1450) /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GHAUTOP DOOR
Gate |  대문

11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I'll show you an effort to 
not miss even the little things. 

A beautiful design, leading technologies and trends,
ranging from principles to ensure a safeproduct, 

Passion for customer satisfaction is filled with professionals.
I want to buy the same products that you do! We will be one step ahead of customers.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19



HG 3935

·W1000×H2070(힌지 1665), W1200×H2070 (힌지 1665), W1500×H2070 (힌지 1665)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33

·W1000×H1780(힌지 1620) /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34

·W1200×H2045(힌지 1620), W1500×H2045(힌지 1620), 일자형 : W1000×H1780(힌지 1620) / 색상 : 검회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21

GHAUTOP DOOR
Gate |  대문

120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HG 3936·W1550×H1500(힌지 1425) /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37

·W1000×H1500(힌지 1425) / 색상 : 녹고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GHAUTOP DOOR
Gate |  대문

12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23

Quality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HG 3940

·W1000×H1500(힌지 1140), W1500×H1500(힌지 1140) / 색상 : 검회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39

·W1315×H2080(힌지 1655) /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38

·W1315×H2080(힌지 1655) /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25

GHAUTOP DOOR
Gate |  대문

12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GHAUTOP DOOR
Gate |  대문

126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HG 3941

·W1200XH2000 /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42

·W1200XH2000 / 색상 : 실버,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43

·W1200XH2000 /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27



     

GHAUTOP DOOR
Gate |  대문

128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te |  대문

HG 3946

·W1200XH2000/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44

·W1200XH2000 / 색상 : 고도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HG 3945

·W1200XH1400 / 색상 : 백색 / Size조절가능 / 대문개폐기 번호키로 변경가능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29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31

GHAUTOP DOOR
Garage Door |  차고문

130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G HAUTOP DOOR
Garage Door |  차고문

Quality is never an accident; it is always the result of intelligent effort.
Do one's utmost to satisfy one's customers.

We are constantly striving for the best.

> > >  차고문 설치방법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33

FHAUTOP DOOR
Fence |  휀스

132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M HAUTOP DOOR
Moradon |  모라돈

HM 606    W565×H815×T12 HM 610    A : W1002×H630(535)×T15 

  B : W1002×H955(803)×T21

HM 612    W1000×H540(425)×T10

HM 616    W583×H403×T18 HM 619    W985×H515(405)×T15 HM 628    

A : W620×H1500×T18

  B : W620×H1350×T18

HM 635    W1000×H630(530)×T12

HM 646    W1000×H1000×T18 / 대문용

HM 646(大) A   W1000×H1000×T18 HM 646(大) B   W1000×H805×T18

The fence which matches in city humanity, 
justice price reduction, special colors and the 

side details make an impression.

HB 501

A : W120×H830×T21

  B : W115×H596×T16

  C : W100×H438×T12

  D : W87×H370×T12

HB 503

  A : W65×H730×T12

  B : W55×H485×T12

  C : W48×H355×T12

HM 505

 W80×H884×T25

HM 520

  W155×H765×T12

HM 516

  A : W215×H860×T12

  B : W220×H925×T12

HM 401   W1000×H495(420)×T12 HM 402    W1000×H570(485)×T10

HM 412B   W975×H446×T14HM 412A   W1000×H410(310)×T13

HM 432 HM 414   W995×H405(300)×T12

HM 405 

  A : W573×H785×T25

  B : W1070×H785×T18

① W1044×H453×T24 

② W775×H555×T22

③ W1000×H555×T12

④ W1000×H605×T24

⑤ W1100×H605×T20

⑥ W1200×H650×T15

⑦ W1000×H1000×T10

⑧ W1000×H1000×T20

⑨ W1020×H320×T10

⑩ W1000×H415×T12

⑪ W1000×H500×T10

⑫ W1060×H500×T12

무테:⑦, ⑧, ⑪



본 제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35

BHAUTOP DOOR
Bench |  벤치

134  본 제품은 인쇄 특성상 색상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F HAUTOP DOOR
Fence |  휀스

HF 673    W2005×H1250 HF 692      A : W1550×H1200×T18 /   B : W1550×H900×T18

HF 705    W1920×H1150(1000)×T20 HF 712    W2020×H1290(1160)×T20

HF 741    W1920×H1130(1000) HF 777    W825×H740

HB 018A   W645×H870 HB019A   W455×H400

HB 023   W650×H830 HB 042

We show the diversity of designs, materials to be harmonized with natural environment.

The bench which is refined looks better than sculp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