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곳

86% 사람들이 혼자 울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

78% 사람들이 평온함의 가치를 모르는 곳

71% 사람들이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는 곳

65% 사람들이 아이가 생긴 것을 처음 알게 되는 곳

욕실이 가장 아름다운 방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High Touch

HIGH BATH

당신의 여유로운 삶, 욕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욕실은 하루가 시작되는 최초의 공간이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으로 공간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이베스는 고객 여러분의 욕실을 세심한 손길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HIGH BATH

BATHROOM FURNITURE SYSTEM
The precision-manufactured base cabinets come in a range of variants
and sizes to suit wash basins of all sizes

주노

Product Code: SF-1200

JUNO

HIGH BATH BATHROOM FURNITURE SYSTEM

BATHROOM CABINET
Highly praised furniture series that never goes out of vogue.
Suitable for both large and small bathrooms.

Specifications (상부장)
크기: 1200W X 700H X 170D
바디: PS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블랙 + 은경

유피테르

Specifications (하부장)

Product Code: SF-1100

JUPPITER

크기: 1200W X 800H X 600D
바디: PS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구성: 인조석 상판 + 언더볼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Specifications (상부장)
크기: 1400W X 700H X 180D
욕실장 (500W X 700H X 180D) / 거울 (700W X 700H X 180D)
바디: PS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COLOR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흑경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Specifications (하부장)

케레스

크기: 1400W X 800H X 600D

Product Code: SF-1300

CERES

바디: PS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구성: 인조석 상판 + 언더볼 2EA + 수전 2EA + 팝업 트랩 2EA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Specifications (상부장)
COLOR

2도어 슬라이딩장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크기: 1200W X 800H X 200D
바디: PS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블랙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1200W X 800H X 600D
바디: PS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구성: 천연대리석 상판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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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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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타

Product Code: SF-1402

VESTA

ALL CLEAR SHOWER BOOTH SYSTEM

Specifications (상부장)
2도어 슬라이딩장
크기: 1200W X 800H X 2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1200W X 800H X 600D
바디: PS 화이트 도장
구성: 천연대리석 상판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WHITE

베스타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Product Code: SF-1401

VESTA
Specifications (조명거울)
크기: 1200W X 800H X 1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1200W X 800H X 600D
바디: PS 화이트 도장
구성: 천연대리석 상판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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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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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누스

Product Code: SF-1501

VENUS
Specifications (조명거울)
크기: 1200W X 800H X 1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1200W X 800H X 6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구성: 천연대리석 상판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베누스

Product Code: SF-1502

VENUS
Specifications (상부장)
2도어 슬라이딩장
크기: 1200W X 800H X 2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1200W X 800H X 6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구성: 천연대리석 상판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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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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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

APOLLO

마르스

Product Code: SF-1600

Product Code: SF-1700

MARS

Specifications (상부장)

Specifications (상부장)

2도어 슬라이딩장

3도어 오픈장

크기: 1200W X 800H X 200D

크기: 1200W X 800H X 2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 PS 도장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 PS 도장

Specifications (하부장)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1200W X 800H X 600D

크기: 1200W X 800H X 600D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구성: 인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구성: 천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COLOR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WHITE

BLACK

디아나

DIANA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Product Code: SF-1800

Specifications (상부장)
2도어 슬라이딩장
크기: 1200W X 800H X 2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630W X 800H X 550D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구성: 천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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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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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미네르바

Product Code: SF-1901

미네르바

Product Code: SF-1903

MINERVA

MINERVA

Specifications (상부장)

Specifications (상부장)

크기: 630W X 800H X 170D

크기: 600W X 800H X 17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PS 도장

도어: PS 도장

Specifications (거울)

Specifications (거울)

크기: 540W X 740H X 15D

크기: 540W X 740H X 15D

구성: 인조대리석 + 은경

구성: 인조대리석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630W X 800H X 550D

크기: 800W X 800H X 600D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구성: 천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구성: 인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Product Code: SF-1902

MINERVA
Specifications (상부장)
크기: 800W X 800H X 170D

상부장 (MRV-101)

상부장 (MRV-102)

상부장 (MRV-103)

상부장 (MRV-104)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크기: 630W X 800H X 170D

크기: 400W X 800H X 170D

크기: 800W X 800H X 170D

크기: 600W X 800H X 170D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 PS 도장

바디: PS 합성수지

바디: PS 합성수지

바디: PS 합성수지

바디: PS 합성수지

도어: PS 도장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브론즈 도어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 PS 도장

도어: PS 도장

Specifications (거울)
크기: 540W X 740H X 15D
구성: 인조대리석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630W X 800H X 550D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구성: 천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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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하부장 (MRV-201)

하부장 (MRV-202)

하부장 (MRV-203)

크기: 540W X 740H X 15D

크기: 630W X 800H X 550D

크기: 630W X 800H X 550D

크기: 800W X 800H X 600D

구성: 인조대리석 + 은경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구성: 천연대리석 + 세면대 Set

구성: 천연대리석 + 세면대 Set

구성: 인조대리석 + 세면대 Set
14

넵투누스

Product Code: SF-2001

NEPTUNUS
Specifications (상부장)
2도어 슬라이딩장
크기: 1200W X 600H X 2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 PS 합성수지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1200W X 450H X 500D
바디: PS 합성수지
구성: 천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넵투누스

Product Code: SF-2002

NEPTUNUS
Specifications (상부장)
크기: 1200W X 600H X 2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거울: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크기: 1200W X 450H X 500D
바디: PS 합성수지
구성: 천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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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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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카누스

슬라이딩장

Product Code: SF-2100

VULCANUS

SLIDER

Specifications (거울)

Specifications

크기: 540W X 740H X 15D

크기: 1200W X 800H X 200D

구성: 인조대리석 + 은경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Product Code: TFS-1002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Specifications (하부장)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크기: 800W X 800H X 600D
바디: PS 합성수지 / 도어: PS 도장
구성: 인조대리석 + 세면대 + 수전 + 팝업 트랩

COLOR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COLOR
WHITE

슬라이딩장

Product Code: TFS-1001

SLID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슬라이딩장

Product Code: TFS-1003

SLIDER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크기: 1200W X 800H X 200D

크기: 800W X 800H X 20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COL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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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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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장

WAVE

MERCURIUS
Specifications

크기: 1200W X 800H X 200D

크기: 450W X 1600H X 17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 PS 합성수지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COLOR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WHITE

메르쿠리우스

Product Code: TFH-1200

HINGE
크기: 600W X 800H X 170D

크기: 450W X 1600H X 17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 은경

도어: PS 합성수지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COLO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MERCURIUS
Specifications

SILVER

SILVER

Product Code: SF-2202

Specifications

WHITE

Product Code: SF-2201

Specifications

WHITE

여닫이장

메르쿠리우스

Product Code: TFS-1100

BLACK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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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쿠리우스

Product Code: SF-2203

바쿠스

Product Code: SF-2100

MERCURIUS

BACCHUS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상부장)

크기: 450W X 1600H X 170D

크기: 250W X 900H X 17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재질: PS 합성수지

도어: PS 합성수지

Specifications (하부장)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크기: 250W X 1000H X 550D
재질: PS 합성수지 / PS 도장

COLOR

Specifications (샤워 스크린)
WHITE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크기: 700W X 1900H X 8T 투명 강화유리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WHITE

메르쿠리우스

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Product Code: SF-2204
SF-2203

MERCURIUS
Specifications
크기: 600W X 1600H X 170D
바디: PS 합성수지 (불거나 썩지 않습니다)
도어: PS 합성수지
* 원하시는 색상 및 크기에 맞춰 주문 제작 가능
* 주문 후 1주일 이내 납품
* 운반비 별도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COL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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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PINK

BEIGE

MAPLE

GRAIN

BROWN

WALNU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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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BATH

SHOWER ENCLOSURE SYSTEM
A highly technical solution creating the frameless look and feel in those awkward spaces.

발미에라

Valmiera

HIGH BATH SHOWER ENLOSURE SYSTEM

Hinge/Pivot Door
Deceptively simple yet simply stunning. The semi-frameless door
creates a particularly slim profile to complement the simplicity
of many modern suites.

니스

C

Nice

A

B

Product Code: A-12008T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부 바

힌지/피봇경첩 선택

측·하부: 채널

속바

상부 사각마개

홀 손잡이 (선택사항)

타올바 손잡이 (선택사항)

* 상·하부 프레임 및 힌지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A

B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Product Code: A-11008T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부 바
힌지/피봇경첩 선택
측·하부: 채널
속바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리비에라

Riviera

상부사각마개
홀 손잡이 (선택사항)
타올바 손잡이 (선택사항)
A

* 상·하부 프레임 및 힌지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B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Product Code: A-13008T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부 바

힌지/피봇경첩 선택

측·하부: 채널

속바

상부사각마개

홀 손잡이 (선택사항)

타올바 손잡이 (선택사항)

* 상·하부 프레임 및 힌지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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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26

HIGH BATH SHOWER ENLOSURE SYSTEM

Sliding Door

* 상·하부, 측부 프레임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The lightest of touches is all that’s needed for the door to glide back,
enabling you to step in and enjoy a light and spacious shower.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바

로도스

Narva
C

27

A

B

Rhodes
Product Code: A-11208T

B

A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8T 투명 강화유리

상·하부: 알루미늄 프레임

상·하부: 알루미늄 프레임

측부: 알루미늄 프레임

측부: 알루미늄 프레임

홀 / 타올바 손잡이 선택사항

홀 / 타올바 손잡이 선택사항

* 상·하부 프레임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상·하부 프레임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Product Code: A-1110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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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라

Walk In

B

C

There’s an undoubted touch of luxury and indulgence in being able to just
step into your shower – a feeling of freedom enhanced by the floating
glass screen. With the addition of the optional Side and Return
Panels the versatile Walk In creates the perfect shower space.

D

Andora

HIGH BATH SHOWER ENCLOSURE SYSTEM

마르세이유

A

Marseilles

Product Code: A-13208T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부 바

속바

측·하부: 채널

상부 사각마개
* 상·하부, 측부 프레임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C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B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A

Product Code: A-13108T

팔마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부 바

Palma

측·하부: 채널
속바
상부사각마개
* 상·하부, 측부 프레임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C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B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A

Product Code: A-13008T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부 바

속바

측·하부: 채널

상부사각마개
* 상·하부, 측부 프레임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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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30

HIGH BATH SHOWER ENLOSURE SYSTEM

Over Bath

* 상·하부, 측부 프레임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An elegant solution where space is at a premium but you still want to be able
to choose between the pleasures of bathing or a real showering experience.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

1

슬라이딩 도어

Slider
C

A

B

Product Code: A-14008T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하부: 알루미늄 프레임

홀 / 타올바 손잡이 선택사항

측부: 알루미늄 프레임

2

스크린

Screen
A

Product Code: A-15108T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부: 픽싱봉 세트

측·하부: 채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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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BATH SHOWER ENLOSURE SYSTEM

HIGH BATH SHOWER ENLOSURE SYSTEM

Entrance Door

Shower Screen

Slimmer profiles and elegant design details
create a more contemporary look.

The ultimate in sumptuous simplicity. Breathe light into your bathroom
with these creative combinations of our coated glass panels,
each of which can be twinned with a shower tray or wetroom design.

칸

베르겐

Cannes
A

Bergen
Product Code: A-16008T

Specifications

33

A

Product Code: A-15008T

Specifications

8T 투명 강화유리

상부 바

8T 투명 강화유리

힌지/피봇경첩 선택

측·하부: 채널

상부 바 / 속바 / 픽싱봉 세트

상부 사각마개

홀 손잡이 (선택사항)

측·하부: 채널

타올바 손잡이 (선택사항)

상부사각마개

* 상·하부 프레임 및 힌지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상·하부, 측부 프레임 스타일은 맞춤 제작 가능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에칭, 실측, 시공비 및 운반비는 별도 품목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주문 후 5일 이내 시공 보증 (공휴일 제외)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기본 시공지역: 서울/경기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실측 및 시공 의뢰 시 서울/경기 외 지역은 별도 상담 필요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책자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주문 맞춤형 제품으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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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베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103-2
T. 031)322 4201 F. 031)322 4202 E. help@highbath.co.kr

www.HIGHBATH.co.kr

※ 본 브로슈어에 수록된 제품은 품질 개선을 위해 사양이 변경되거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인쇄 색상과 실제 색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베스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교환·환불·피해보상은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