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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폴로게임을 하던 모임으로 

BEVERLY HILLS POLO CLUB의 마크는 이 클럽의 트레이드 마크로 

개발되어 미국의 젊은이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일본, 중국, 홍콩 등 

120여개 국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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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연회색 연밤색소라색 진밤색

흰색 연회색 진회색



밤색 청색

보카시 선염

흰색 분홍색 카키색



흰색 분홍색 소라색

회색 베이지 블루



밤색 연소라 자주색

연밤색 연두색 진보라

연핑크 소라색 연두색



보카시

흰색 핑크색 밤색



자주색 진노랑 블루

죽사

흰색 밤색 진청색와인색

죽사



청색 밤색

진회색 밤색 검청색

죽사

죽사





임페리얼폴로/전사타올 격자폴로/전사타올

소비자가 1매 : ￦ 11,000 소비자가 1매 : ￦ 10,000

나뭇잎로고/전사타올 폴로로고/전사타올 바코드폴로/전사타올

소비자가 1매 : ￦ 9,000 소비자가 1매 : ￦ 8,000 소비자가 1매 : ￦ 7,500

회색 베이지 블루흰색 분홍색 카키색

흰색 연회색 연밤색소라색 진밤색 흰색 연회색 진회색

흰색 분홍색 소라색



사선폴로/전사타올 스티치폴로/전사타올 클로버폴로/전사타올

소비자가 1매 : ￦ 7,000 소비자가 1매 : ￦ 6,500 소비자가 1매 : ￦ 6,000

죽사/보카시클래식/전사타올 죽사/임페리얼폴로/전사타올 죽사/스트라이프폴로/전사타올

소비자가 1매 : ￦ 15,000 소비자가 1매 : ￦ 13,000 소비자가 1매 : ￦ 8,500

밤색 연소라 자주색 연밤색 연두색 진보라 연핑크 소라색 연두색

블루 진노랑 자주색 청색 밤색

죽사 죽사 죽사

흰색 핑크색 밤색



흰색 분홍색 카키색

밤색 청색

복카시 선염



회색 빨강 진청색

진노랑 진빨강 파랑색



죽사

업소용

특판용

흰색 자주색 청색

자주색 진청색



폴로 70엠보 장우산 폴로 엠보2단 우산 폴로 엠보3단 우산

색상 : 검정색, 진청색
소비자가  : ￦ 18,000

색상 : 검정색, 진청색
소비자가 : ￦ 17,000

색상 : 검정색, 진청색
소비자가 : ￦ 15,000

폴로 70폴리스크린 장우산 폴로 폴리스크린2단 우산 폴리 폴리스크린3단 우산

색상 : 검정색, 진청색
소비자가 : ￦ 20,000

색상 : 검정색, 진청색
소비자가 : ￦ 19,000

색상 : 검정색, 진청색
소비자가 : ￦ 17,000v







비버리힐스 폴로클럽/주식회사 한올타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37 (대전1산업단지)

 TEL : 042-637-7470 (代)    FAX : 042-637-7471

 E-mail : hanoltowel@naver.com

폴로타올

한올타올

홈페이지    www.polotowel.com

         www.hanoltowe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