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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AND HERRENFAHRT
독일에서 시작된 HERRENFAHRT는 당신의 소중하고 특별한 자동차를 위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카케어 제품을 개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 Sebastian Steininger와 Andreas Werner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독창적이고
완벽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Premium Carnauba Wax는
완벽함과 새로움, 독특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카나우바 왁스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HERRENFAHRT는 자동차 박물관, 올드카 전문 매장, 람보르기니, 벤틀리등
럭셔리카 매장, 항공기, 보트까지 수많은 회사와 디테일러들에게 선택 받고 있으며.
카케어 뿐만이 아니라 가죽케어 제품 라인은 많은 가죽 애호가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럭셔리카의 아닐린 가죽 관리, 핸드메이드 가죽제품 부터 명품브랜드의 핸드백, 구두까지
최고의 가죽관리제품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HERRENFAHRT KOREA는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시아 컨트롤센터를 한국에 설립하여 전문 프랜차이즈, 마케팅, 유통, 교육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국내 카케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지향적, 단기간의 효과로 소비자들의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닌, 제품 하나 하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친환경 적이며, 확실한 효과를 위해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은 HERRENFAHRT가 시작된 이후 한번도 변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새로운 카케어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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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arnauba Wax

프리미엄 카나우바 왁스

HERRENFAHRT는 기존의 자동차 왁스에서 세계 최초의 바이오 하이브리드 왁스라는 혁신적인 새로움을 제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프리미엄 카나우바 왁스는 최고의 천연재료인 순수한 T1-Carnauba와 세계에서 두번째로 단단한 물질인 질화붕소라는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것입니다. 프리미엄 카나우바 왁스에 첨가된 질화붕소는 모든 기후조건에서도 끄떡없는 견고한 표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떤 인공 용매제도 함유하지 않았으며, 사용하기 쉽고 경제적입니다. 필수적인 오일만 첨가함으로써, 당신의 차에 카나우바만의
놀라운 광택과 부드럽고 풍요로운 질감을 선사하여 드릴겁니다.
* 프리미엄 카나우바 왁스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악세사리(나무 스패츌러,왁스용 어플리케이터, 최고급 품질의 초극세사 광택용 천)를 포함합니다.

Spray Shine (SPRÜHGLANZ)
스프레이 샤인 : 강력한 광택 효과, 완벽한 세차의 마무리를 위한 스프레이 왁스
•300ml

•유효 성분은 100 % 친환경 (생분해)

•사용가능횟수 : 7-15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왁스, 용매, 실리콘(Si) 무첨가

•강력한 광택효과

•최첨단 실리콘 기술로 개발(Si+)

•세차의 마무리 단계에 사용

Spray Wax (SCHNELLVERSIEGELUNG)
스프레이 왁스 : 클렌징과 케어가 한 번에 가능한 퀵 디테일러
HOW USE TO

FEATURES

•300ml

•미세 스크레치로부터 보호

• HERRENFAHRT Wax Application Foam로 매우 얇게 왁스 코팅을 도포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차량에는 호두알 크기의 양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 200g HERRENFAHRT 프리미엄 카나우바 왁스

•사용가능횟수 : 7-15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뛰어난 광택 기능

• 약간의 힘을 사용하여 앞뒤,수직수평으로 교차하며 왁스를 도포하십시오.

• 장기간 보호 : 10개월 이상의 지속력(기온 및 도포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uick detailer : 클렌징과 케어가 한번에 가능

• 왁스는 차량의 도장표면에 완벽히 도포되어 작업되었을 때 제대로 된 결과물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35% 1등급 순수 카나우바 왁스 함유

•사용하기 쉬움

• 도장표면에 완벽하게 도포하고 15~30분 후 HERRENFAHRT POLISHING CLOTH
를 이용해 부드럽게 닦아내십시요.

• 인공 용매제 무첨가

• Spray Shine을 얇게 뿌려 수분을 보충하며 작업하시면 더 편하게 작업 가능
합니다.

• 매력적이고 깊은 광택

•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작업 전 Polish Clay Bar & Cleansing Extract을
이용해 도장면을 정리한 후 사용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사용가능횟수 : 14-28회 (차량의 크기, 사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하이브리드 형식 : 카나우바 왁스와 boron nitride(질화붕소) 결합
• 세계최초 바이오하이브리드 왁스
• 차량 도장면을 단단하게 만들며,뛰어난 슬릭감을 보여줌
• 변함없이 오래가는 연잎효과(물방울이 뭉쳐 굴러가며 먼지,오염을 제거하는 효과)
• 작업성 용이

•오래가는 연잎 효과
(물방울이 뭉쳐 굴러가며 먼지,오염을 제거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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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board Detailer (KUNSTSTOFFPFLEGE)

대시보드 디테일러 : 자동차 실내 얼룩, 먼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코팅까지 가능한 실내 관리제

•300ml

•도어 패널 및 기타 플라스틱 부품을 위한 제품

•사용가능횟수 : 10-14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얼룩, 먼지, 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

•세정과 보호를 한번에

Glass Cleaner (GLASREINIGER)

•기름진 느낌, 끈적거림 없이
제품 본연의 색으로 마무리(Satin Finish)

•작업 후 끈적거림, 색 바램이 없음
•실리콘 무첨가

글래스 클리너 : 유리세정과 연잎효과까지 한 번에 가능한 헤른파트만의 독특한 유리세정제
•300ml
•사용가능횟수 : 12-15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Multi-Purpose Cleaner (UNIVERSALREINIGER)

•분사가능한 젤 제형

멀티 클리너 : 실내외 차량 어디에나 사용 가능한 멀티 클리너. 얼룩, 먼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코팅까지 가능

•작업 후 Streak(미세한 물줄기)가 생기지 않음
•유리표면에 뿌렸을 시 대시보드나 도어에 흘러내리지 않음

•300ml

•내부용 : 트림, 플라스틱 . 나무 내장재,금속,천

•사용가능횟수 : 10-14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외부용 : 타이어, 도장, 플라스틱, 금속

•세정과 보호를 한번에
• 모든 표면에 사용 가능한 멀티클리너

•얼룩, 먼지, 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
•작업 후 끈적거림, 색 바램이 없음

Convertible Top Sealant
(VERDECKVERSIEGELUNG)

컨버터블 탑 실란트 : 소프트 탑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코팅제

Rim Cleaner (FELGENREINIGER)

•300ml

•모든 색상에 사용 가능

•사용가능횟수 : 8-12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오래가는 연잎효과
(물방울이 뭉쳐 굴러가며 먼지,오염을 제거하는 효과)

•비닐,패브릭,캔버스,직물,합성섬유 등
소프트탑 차량에 사용

림 클리너 : 완벽하게 철분을 제거하고, 모든 차량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휠 세정제
•300ml
•사용가능횟수 : 8-14회
(휠의 크기와 오염도,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분사가능한 젤 제형
•휠과 타이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음

•브레이크 분진 등 제거하기 어려운 오염을
쉽게 제거 가능
•확실한 철분 제거
•알루미늄 휠, 도색 된 휠 및 크롬 휠에 적합

Tire Dressing (REIFENPFLEGE)
타이어 드레싱 : 타이어를 보호하고, 최상의 광택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타이어 광택제
•200ml
•타이어에 최상의 광택과 코팅
•타이어와 고무부품에 적합
•갈라지거나 변색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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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Concentrate (WASCHESSENZ)
프리미엄 카샴푸

Deep Cleansing Tonic

(TIEFENREINIGER FÜR ALLE GLATTLEDER)

•250ml 희석비 800 : 1

•NTA(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없음

딥 클렌징 토닉 : 모든 가죽을 안전하게 클렌징 가능한 가죽 세정제

•사용가능횟수 : 10-15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용매제 없음

•150ml

•염색된 가죽에 사용가능

•PH조절

•사용가능횟수 : 4-6회 (차량의 크기와 가죽의 오염도,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성 클리너

•보습 효과
•자동차 도장에 친화적인 제품

•가죽에 생긴 얼룩과 오래된 오염을 제거

Premium Polish (POLITUR)
프리미엄 폴리쉬

•연마재 입자 : 약 2500

•사용가능횟수 : 7-12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부드러운 연마

•Anti-hologram

•용매제, 실리콘 무함유
•광택기와 함께 사용시 매우 효과적이며,
손광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Cleansing Extract (REINIGUNGSEXTRAKT)
클레이 바 윤활제
•250ml
•사용가능횟수 : 5-10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Leather Conditioner

(PFLEGEMILCH FÜR ALLE GLATTLEDER)
레더 컨디셔너 : 가죽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죽 컨디셔너

•250ml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고안된 One-step polish

•최고급 아닐린 가죽(Rolce-Royce, Bentley 등)에
사용가능

•HERRENFAHRT Clay Bar와 함께 사용 시 최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50ml

•끈적거림 없이 가죽 본래의 촉감 유지

•사용가능횟수 : 3-5회 (차량의 크기와 가죽의 상태,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죽이 번들거리지 않고 본래의 색을 유지

•가죽에 직접 흡수되어 가죽을 보호함
•규칙적으로 사용 시 건조함으로 인한 가죽손상을
막을 수 있음

•최고급 아닐린 가죽(Rolce-Royce, Bentley 등)에
사용가능

Revitalizing Leather Cream
(REVITALCREME FÜR ALLE GLATTLEDER)

리바이탈라이징 레더 크림 : 손상된 가죽을 위한 집중 케어 가죽 크림
•150ml
•사용가능횟수 : 3-4회 (차량의 크기와 가죽의 상태,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Clay Bar 작업을 위한 최고의 윤활제

•염색된 가죽에 사용가능

•손상되고 오래된 가죽 집중케어
•손상된 가죽을 복원하기 위한 제품

•아주 민감한 도장면도 부드럽게 작업을 가능하게 함

Clay Bar (REINIGUNGSKNETE)
클레이 바
•100g
•거칠고 단단한 이물질 입자들을 쉽게 제거

•도장면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짐

Colour Transfer Sealant

(FARBBARRIERE NUR FÜR HELLES GLATTLEDER)
컬러 트랜스퍼 실란트 : 밝은 색 가죽의 변색 이염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가죽 코팅제
•150ml

•가죽 오염을 막고 쉽게 닦아 낼 수 있음

•사용가능횟수 : 3-4회 (차량의 크기와 가죽의 상태,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염색된 가죽에 사용가능

•밝은 색 가죽을 완벽하게 보호
•변색의 가능성을 줄여줌

•최고급 아닐린 가죽(Rolce-Royce, Bentley 등)에
사용가능

Trial Box

•Trial box는 HERRENFAHRT Premium Carnauba Wax를 체험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잘 포장된 패키지에는 완벽한 왁스 작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완벽한 패키지입니다.

Starter

Prewax Kit

Clay Bar & cleansing

On the go

Premium Collection

•차량관리의 기초인 전처리, 세차부터 시작해 프리미엄왁스, QD를 이용한 유지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컬렉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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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 Carnauba Wax

Smooth Leather Cleaner

퍼포먼스 시리즈 카나우바 왁스

퍼포먼스 시리즈 레더 클리너 : 모든 가죽에 사용 가능한 가죽 클리너

•100g

•균형 잡힌 제형으로 쉽게 사용 가능

•250ml

•쉬운 사용

•사용가능횟수 : 8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촉촉하고 윤기가 흐름

•사용가능 횟수 : 7-15회 (차량의 크기와 가죽의 오염도,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순한 성분

•1등급 천연 카나우바

•선명하고 깊은 광도

•모든 가죽을 위한 제품

•무용매

•가죽에 생긴 얼룩과 오염을 제거

Ultra Gloss Detailer

Smooth Leather Protection

울트라 글로스 디테일러 : 클렌징과 케어가 한 번에 가능한 고효율 퀵 디테일러

퍼포먼스 시리즈 레더 프로텍션 : 모든 가죽에 사용 가능한 가죽 케어 크림

•300ml

•쉽고 빠른 사용

•250ml

•사용가능횟수 : 10-15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즉각적인 광택, 보호를 위한 고효율 Quick Detailer

•사용가능 횟수 : 7-15회 (차량의 크기와 가죽의 상태,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환상적인 광도 연출

•모든 가죽을 위한 제품

•Clean & Seal technology

•가죽에 직접 흡수되어 가죽을 보호함

•규칙적으로 사용 시 건조함으로 인한
가죽손상을 막을 수 있음
•끈적거림 없이 가죽 본래의 촉감 유지
•가죽이 번들거리지 않고 본래의 색을 유지

Supreme Auto Bath
슈프림 오토 배스 : 최고의 세정력과 풍부한 거품이 매력적인 중성 카샴푸
•500ml

•Super slick & perfect glide

•사용가능횟수 : 20회
(차량의 크기와 가죽의 상태,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풍부한 거품

•중성 카샴푸

•왁스와 실란트 제품에 안전한 중성샴푸

•최고수준의 세정력

X-CUT 1000 Polish Heavy
엑스컷 1000 폴리쉬 헤비
•250g

•홀로그램 & 스월마크 생기지 않음

•연마입자 : 약 1000

•먼지가 거의 생기지 않음

•사용가능 횟수 : 5-8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든 도장면에 사용가능

•연마부터 마무리까지 ONE-STEP

•ONE-STEP방식으로 작업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듦

X-CUT 2000 Polish medium
엑스컷 2000 폴리쉬 미디움
•250g

•홀로그램 & 스월마크 생기지 않음

•연마입자 : 약 2000

•먼지가 거의 생기지 않음

•사용가능 횟수 : 5-8회
(차량의 크기와 사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든 도장면에 사용가능

•연마부터 마무리까지 ONE-STEP

•ONE-STEP방식으로 작업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듦

accessory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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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품은 신제품 출시, 제품 개선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olishing Cloth

Washing Cloth

Polishing Foam

폴리싱 타월

세차 타월

폴리싱 폼

Wax Application
Foam
왁싱 스펀지 폼

•크기 : 600mm x 400mm

•크기 : 400mm x 400mm

•인체공학적 만들어진 제품

•HERRENFAHRT 카나우바 왁스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

•600g/m2

•양면모두 초극세사로 제작

•손광택용으로 제작됨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광택 등 작업 마무리용

•차량 내/외부 세차 시 젖거나 마른 부분 모두 사용가능

•세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부드러워 도장면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며 얼룩이 묻지 않음

•양털로 촘촘히 짜여져 도장표면에 잔여물이 남지 않게 해줌

•차량 내/외부 데미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초음파 마감처리

•도장 면에 손상을 최소화 하고 오래 사용 할 수 있도록, silk(실크) 마감처리

•60˚이상에서 세척가능 (섬유유연제 사용불가)

•세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택제와 왁스 얼룩을 쉽게 제거
•60˚이상에서 세척가능 (섬유유연제 사용불가)

Drying Towel
드라잉 타월

Multi-purpose
Cloth

Polishing Pad
- Blue

Polishing Pad
- Yellow

다용도 타월

폴리싱 연마패드 - 블루

폴리싱 연마패드 - 옐로우

•크기 : 500mm x 700mm

•크기 : 400mm x 400mm

•Performance Series의 X-Cut 2000을 위한 제품

•Performance Series의 X-Cut 1000을 위한 제품

•1200g/qm

•차량 내/외부 모두 사용가능

•Ø 14 cm

•Ø 14 cm

•흡수력이 매우 뛰어난 초극세사 드라잉 타월

•60˚이상에서 세척가능 (섬유유연제 사용불가)

•높이 2.5 cm

•높이 2.5 cm

•60˚이상에서 세척가능 (섬유유연제 사용불가)

Washing Glove

Leather Care
Cloth

워시미트

Leather Care
Applicator Pad

Cleansing Sponge
가죽 클리닝 스펀지

가죽 전용 타월

가죽 클리닝 패드

•HERRENFAHRT Washing Glove는 초극세사로 만들어져 차량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세차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 : 400mm x 400mm

•Deep Cleansing Tonic 또는 SMOOTH LEATHER CLEANER 와 함께 사용

•HERRENFAHRT의 가죽보호제, 크림을 위한 패드

•두툼한 쿠션감은 물론 카샴푸와 거품을 많이, 오래 머금고 있어
더욱 빠르게 세차하실 수 있습니다.

•가죽제품을 케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품

•가죽 손상없이 작업가능

•가죽 관리제품을 쉽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초과된 가죽 클리너,크림을 제거

•가죽이 흠뻑 젖지 않도록 작업가능

•내구성이 뛰어남

•내구성이 뛰어나고, 털빠짐이 없습니다

•촘촘하고 가볍고 고급스러운 초극세사제품

•세척하여 재사용 할 수 있음

•가죽 손상없이 작업가능

•손목부분 밴드처리로 손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60˚이상에서 세척가능 (섬유유연제 사용불가)

•60˚이상에서 세척가능 (섬유유연제 사용불가)

•가죽이 흠뻑 젖지 않도록 작업가능
•세척하여 재사용 할 수 있음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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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하고 고급스러우며 스타일리쉬한

Key Chain

최고급 가죽 사용과 핸드메이드로 완성된

Weekender Bag

핸드메이드 키체인

최고급 가죽 위켄더백

•오렌지

•블랙

디테일에 안목있는 당신을 위한

Bracelet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100% Nappa가죽

Driving Glove 드라이빙 장갑

핸드메이드 팔찌

•브라운
•화이트블랙

•화이트브라운

•블랙
•브라운크로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