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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용도
안전사고 예방
▶
▶
▶

쓰레기 유입 방지
▶
▶

주변 환경 개선
▶
▶

하수 악취 저감
▶
▶

그레이팅 덮개

(Grating Cover)

제품의 특징

그레이팅 덮개

(Grating Cover)

다양한 사이즈 / 칼라
▶ 환경 친화적이고 충격 흡수력이 강한 우레탄(=TPU) 재질
▶ 각종 그레이팅 사이즈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품 사이즈 ➔ (200~700)x(200~1000)x6~9(h)mm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으로 이미지 개선 효과
200~1000mm

200~700
mm

재질 : 우레탄(=TPU)

전용 브라켓 방식의 간편 시공
1. 그레이팅과 결속을 위해 전용 브라켓을 그레이팅 격자 사이에 끼워 넣는다.
2. 그레이팅 덮개가 그레이팅을 완전히 덮도록 올려 놓은 후, 피스를 박아 고정한다.

1

그레이팅과 결속을 위해 전용
브라켓을 끼워 넣는다.

2

브라켓 위치에 피스를 박아
고정한다

* 전용 브라켓 : 그레이팅 격자 사이에 끼워 넣어주면 하부 탄성편이 오무라 들면서 쉽게 삽입되나,
브라켓 탄성편의 탄성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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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징

그레이팅 덮개

(Grating Cover)

주문자 로고 마킹 사출
▶ 주문자 로고 또는 경고 문구를
마킹(Marking)하여 제품 사출 가능
- 쓰레기 투척 방지
- 제품 도난 방지
- 소유권 인지 기능

[기본] 미끄럼 방지돌기 형상

[옵션] 주문자 로고, 경고 문구

미끄럼방지 / 발걸림방지 / 경량화 / 탁월한 배수량
▶ 미끄럼방지 돌기 & 바둑판 보강살로 미끄럼 방지
▶ 사각 테두리 전체에 경사각 처리하여 발걸림 방지
▶ 제품의 두께를 6 ~ 9 mm로 슬림화/다양화
▶ 배수공(=Ø 14mm) 총 284개(=437㎠)의 탁월한 배수량

경사각처리

제품의 인증 및 규격

그레이팅 덮개

특허 등록증

시험 성적서

제품의 규격

가격을

확

(Grating Cover)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EVA 재질보다 싸게

내렸습니다!
( 현장설치도, 부가세 포함 )

규 격 (W×D×H)

식별번호

제시금액

400×500×9mm

24327194

41,000

500×500×9mm

24327195

44,000

600×600×9mm

24330598

80,000

700×700×9mm

24330602

400×1000×9mm

제 품 명

그레이팅 덮개 (Grating Cover)

모 델 명

HC-4050-TPU 외 15종

재

질

우레탄(TPU, 폴리 우레탄)

90,000

규

격

400 * 500 * 6 mm 외 15종

24330597

82,000

구

성

그레이팅 덮개, 전용 브라켓, 피스(나사못)

500×1000×9mm

24330599

88,000

제조자명

㈜ 하나로클린 ☎ 1600-9052

600×1000×9mm

24330600

94,000

700×1000×9mm

24330601

120,000

제조국명

대한민국(Made in Korea)

용

미끄러짐 방지, 바퀴 빠짐 방지, 쓰레기유입차단, 악취저감

두께 6mm 제품은 나라장터 참조바랍니다.
우레탄 : EVA = 원료 8,000원/Kg : 원료 2,800원/Kg = 고탄성고무 : 플라스틱

도

★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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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측 및 시공

그레이팅 덮개

1

현장 답사 · 실측 ➔

2

실측 도면·견적 ➔

3

제품 시공·유지보수 ➔

(Grating Cover)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된 그레이팅 전수를 측정합니다.

실측한 결과에 따른 도면을 작성하고 부분별 견적을 제시합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 성실 시공하며 유지 보수를 수행합니다.

자매품

하수 악취 차단장치 (특허등록제품)

제품의 작동원리 (도로용)

평상시
차단판 닫힘  하수악취 차단
악취 차단판이 몸체와 결합되어
•하수구 악취 완벽 차단
•병·해충 출입 차단

차단판 닫힘  악취 차단

우천시
차단판 열림  빗물 배수
유입되는 빗물의 압력에
악취 차단판이 위로 열리면서
빗물을 배수

제품의 종류

01

악취제로

도로용
●제품 재료 : 강화 플라스틱 (돌 가루 20% 함유)
●제품사이즈 : (400~600) x (500~630) x 90(h)mm

02

악취제로

맨홀용
●제품 재료 : 아연강판, 강화플라스틱
●제품사이즈 : (Ø600~648) x 90(h)mm

03

악취제로

가정용
욕실 · 베란다용

●제품 재료 : ABS
●제품사이즈 : 48(몸체하부 직경), 102(가이드)

차단판 열림  빗물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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