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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먼저 안전이먼저

벌집안전 그레이팅

사람이먼저 안전이먼저

벌집안전 그레이팅
honeycomb safety grating
조달 우수제품 지정ㅣ중소벤처기업부 성능 인증 제품
단체 표준 인증 제품ㅣ메인비즈ㅣ이노비즈

벌집안전 그레이팅 제조물 책임보험(PL법) 가입
벌집안전 그레이팅 리콜(RECALL)제 전면 시행

고객의 소중한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귀담아 듣겠습니다
고객 무한 감동 전화 : 031-359-8383

그레이팅코리아㈜는 신제품개발과 제조기술개발 및 자동화라는

그레이팅코리아㈜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동지골길 14-5 (구. 사창리 553-1)
Tel : 031-359-8383 Fax : 031-359-8387 Email : grating8383@hanmail.net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품질우위와 가격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팅코리아㈜

신제품 • 우수제품 인증획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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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VALUE

기술중심 고객중심

GratingKorea

보행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고품질 벌집 안전그레이팅
그레이팅코리아의 가치는 첫째, 강력한 안전, 둘째, 안전을 토대로한 세련된 디자인,
셋째, 안전을 토대로한 사람들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레이팅코리아㈜는 신제품개발과 제조기술개발 및 자동화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품질우위와 가격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팅코리아

Value
safety
안전

Change & Innovation
그레이팅 코리아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벌집안전 그레이팅을 만들어 나갑니다.

POWER
(신기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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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종구동기구 비교사진

15 (제조물책임) 법과 리콜제

16 핵심기술 포인트

20 테스트 결과

22 벌집안전 그레이팅 시공사례

36 벌집안전 그레이팅 조달 우수물품 주요규격

38 벌집안전 그레이팅 전시회

Prologue

DESIGN
(미관)

COMMUNICATION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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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ing History

Message from the
History
그레이팅코리아

혁신
2017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 3자 단가 계약체결
•K마크 인증

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 및
품질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2016

•벌집안전 그레이팅 나라장터 등록
•슬립방지부가 형성된 그레이팅
•그레이팅의 제조설비 및 제조방법 특허등록

신제품인 슬립방지부가 형성된 벌집안전 그레이팅과 신기술인 자동용접방식에 의한 스틸

2015

(제10-1633401호, 제10-1662817호)

•CLEAN 사업장 인증

그레이팅 제조방식은 저희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회사의 자랑입니다.
설립이래 다년간 그레이팅코리아㈜는 생산라인과 제품의 자동화, 신제품개발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슬립방지부가 형성된 벌집안전 그레이팅이라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조달우수제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PL(제조물책임) 보험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서 인증
•금속협동조합 단체표준 벌집안전 그레이팅 종류추가 인증
•벌집안전 그레이팅 디자인등록(제30-0822964호)

도전

지정을 이루었으며, 자동화 설비로 품질우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안전과 품질을 먼저 생각하며 고객님께 좋은 제품을

2014

•그레이팅 실용신안(제20-0471284호, 제20-0472102호) 등록
•금속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
•벌집안전 그레이팅 디자인등록(제30-0787271호 8건)

2013

•기술혁신형(INNO-BIZ)중소 기업 인증(130601-01008호)
•경영혁신형(MAIN-BIZ)중소 기업 인증(130601-04297호)

2012

•벌집안전 그레이팅 디자인 등록(제30-0705122호)
•ISO9001 및 ISO14001 인증
•벌집안전 그레이팅 상표등록증 등록 (제40-0992954호)
•벌집안전 그레이팅 실용실안

제공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그레이팅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레이팅코리아(주)를 방문하시면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등록한 제품보다 더욱더 많은
벌집안전 그레이팅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고객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팅코리아(주) 임직원 일동

(제20-0471284호, 제20-0472102호)출원

2009

•중소기업발전 유공자 및 경기 중소기업인 상 표창

2006

•스틸그레이팅의 제조방법 및 그 외 조립구조 출원
•납입 자본금 5억원으로 증자

start

Grating History

2004

•사업장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53-1 소재로 이동

1999

•ISO9002 인증
•스틸그레이팅 의장등록

1997

•건설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최성덕에 의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468-4소재에서 설립.

그레이팅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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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안전 그레이팅 인증서 Quality Certificate

조달 우수제품 지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벌집안전 그레이팅 관련 특허

벌집안전 그레이팅 조달청

벌집안전 그레이팅 중소벤처기업부

벌집안전 그레이팅의

슬림방지부가 형성된

조달 우수제품 지정

성능인증

제조설비 및 제조방법

벌집안전 그레이팅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성능 인증서

특허증

특허증

우수제품인증

특허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성능인증 (Efficiency Qualification)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 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
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Quality Certificate

•특허 제10-1633401호 ‘ 그레이팅의 제조설비 및 제조방법’
•특허 제10-1662817호 ‘ 슬립방지부가 형성된 그레이팅’

그레이팅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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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안전 그레이팅 인증서 Quality Certificate

그레이팅 코리아(주) 보유 특허 및 인증

벌집안전 그레이팅 디자인 특허 및 K마크 인증

벌집안전 그레이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디자인 특허

K마크(성능)인증

디자인등록증

K마크 인증서
특허증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증

경영혁신

기술혁신중소기업
확인서19.08

단체표준2020

특허증

ISO9001

ISO14001

기업부설연구소

품질보증서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
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Quality Certificate

벌집안전 그레이팅 제품 소개

10 | 11

Introduce Product

벌집안전 그레이팅 우수성

벌집안전 그레이팅 내구성 강화
슬립방지부를 갖는 트러스 구조의 벌집살(BeeHive-Bar)을 적용하여 외력에 대한 내하중성 향상

일반 스틸그레이팅

벌집안전 그레이팅

사각형 격자형 구조

트라이앵글 트러스 구조

벌집안전 그레이팅과 스틸그레이팅
의 바퀴 빠짐 비교우위

승용차 및 중차량에도 파손
및 비틀림없이 강함

•격자구조로 내구성에 취약한 구조
•차량 및 외부하중에 약함

미끄럼 방지 평철을
사용하여 안정감 증대

Introduce Product

작은바퀴(유모차, 인라인스케이트)
통행 양호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보장

차량하중 및 외부하중에 대한
제품 견고성 우수

이물질 (낙엽등) 투과방지

KS기준 평철을 사용해 중차량
통행에도 제품안전

다양한 디자인 적용으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제조물책임(PL) 단체 보험가입

•트러스 구조로 내구성 강함
특히, 활하중에 강함
•차량 및 외부하중에 강함

벌집안전 그레이팅 내구성 강화
슬립방지부 제작과 트러스 형상 제작이 가능한 Mechanical Press로 제작된 벌집살(BeeHive-Bar)을 적용시킨 벌집안전 그레이팅은
중량물에 의해 그레이팅에 작용하는 외력을 분산시켜 그레이팅의 비틀림 및 파손을 방지

벌집안전 그레이팅 제품 소개

Introduce Product

벌집안전 그레이팅 끼임방지•미끄럼 방지 기술 적용
촘촘한 벌집살(BeeHive-Bar) 적용으로 그레이팅의 틈새가 줄어 들어 통행의 편의성 향상 및 이물질 유입 최소화

일반 스틸 그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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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 요철 형상 트러스 구조의 벌집살(BeeHive-Bar)적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시야(視野) 분산성 향상

플랜트 공장, 반도체 공장, 식당, 식품공장에 있는 물, 기름에 의한
미끄럼짐에 대해서 뛰어난 미끄럼 억제 기능을 발휘

벌집안전 그레이팅

사각형 격자형 구조

촘촘한 트러스 구조

틈새에 낌
빠져서 움직이지 못함

틈새에 끼임 방지 기술 적용
부드럽게 통과

촘촘한 벌집살(BeeHive-Bar) 적용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유모차등 작은
바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통행 및 촘촘한 틈새로 부피가
작은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
촘촘한 트러스 구조로 휠체어 바퀴 뿐 아니라 목발 끝도 빠지지 않고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Barrier Free(장애인 친화적)의 실현

그레이팅 하부 방향의 시야 노출을 최소화하여, 그레이팅 하부가
깊은 환기구나 고도가 높은 플랜트 구조의 계단을 통행할 때 보행자
가 느끼는 공포감을 최소화

벌집안전 그레이팅 배수력 강화
벌집안전 그레이팅은 격자 간격이 넓어 기존 일반그레이팅에 비해 우수한 배수성 실현
벌집안전 그레이팅은 높은 배수성을 실현하며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시설물 관리비가 적게 발생
시중(市中)에 출시되고 있는 안전용 그레이팅은 스틸그레이팅에 덮개를 씌우거나, 판상에 홀을 좁게 가공하거나,
엠보싱 처리를 하여 보행의 불편함은 해소되지만, 추가 제작비용의 발생, 통수성능이 저하, 내하중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철망 씌운 일반그레이팅

Introduce Product

원형 벌집안전 그레이팅 집수정

사각형 벌집안전 그레이팅 집수정

각종구동기구 비교사진

1.

(제조물책임)

Compare Picture

강력한 안전성과 끼이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법과 리콜제

14 | 15

Law and Recalls

PL(제조물책임)보험 가입
PL
•Product Liability 의 약자로 "제조물 책임"을 의미하며, "결함제품에 의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벌집안전 그레이팅은 그레이팅 부분 제조물책임보험(PL)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이 제는 그레이팅에서의 사고에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벌집안전 그레이팅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작은바퀴도 어느 방향에서도 자유롭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1억까지 배상이 되므로 더욱 믿음이 가는 제품입니다.

리콜(Recall)제 시행
리콜(Recall) 이란 어떠한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제품의 제작자나 수입업체가 무상 수리 등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벌집안전 그레이팅은 그레이팅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집안전 그레이팅의 결함제품 발견 즉시 해당 제품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설치 후 1년 이내)

목발 끝도 빠지지않고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Barrier Free (장애인 친화적)을
실현한 벌집안전 그레이팅

사람이 먼저 안전이 먼저 벌집안전 그레이팅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어가는 그레이팅 코리아 입니다.

Compare Picture

Law and Recalls

핵심기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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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Technology Point

벌집안전 그레이팅 제품의 적용기술

POINT 1.

미끄럼 방지 평철 및 요철 형상 벌집살을 사용한 벌집안전 그레이팅

보행자의 미끄럼을 방지하고자 외부에 노출되는 상판부분은 톱니모양의 미끄럼 방지 평철 구조

특허 10-1633401호, 특허 10-1662817호, 디자인등록 30-0787268호 를 적용하여
1. 하중에 강하고 뒤틀림의 문제요인을 해결한 트라이앵글 트러스 구조로 제작
2. 현대적인 디자인과 단순미 및 품질을 추구하여 다양한 모양을 연출 가능

벌집안전 그레이팅의 핵심기술

1. 3D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해석으로 제품의 규격별 유한요소 해석 시행
2. 제품의 유한요소 해석(FEM)에서는 5mm 변위를 적용한 수직압축, 20도 경사압축 시험을 통한
트러스 구조에 대하여 벌집 안전 그레이팅의 구조 안정성 분석을 시행
3. 격자 형태로 이루어진 복수의 강재로 서로 연결된 형태를 가지며 강재 사이에 많은 구멍이 형성되어 유체를
배수시키는 한편, 지지력을 제공하여 보행자들의 추락을 방지하는 기술
4. KS규격 제품인 세레트 평철을 사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

Core Technology Point

POINT 2.

트러스 구조를 적용한 벌집안전 그레이팅

단순하게 서로 교차하는 격자방식이 아닌 벌집살 모양의 트러스 구조로 철재 부재가 갖는 내구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외부 하중에 강하며 무거운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도 하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는 구조를 적용

핵심기술 포인트

POI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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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Technology Point

벌집살(BeeHive-Bar) 모양의 촘촘한 트러스 구조 적용

POINT 5.

벌집안전 그레이팅 구조 설계프로그램 2.1

그레이팅 내부 벌집살 모양의 트러스 구조는 바퀴 끼임 현상이나 이물질의 투과를 방지하며 그레이팅 하부 노출시에는 시야
노출이 최소화되고, 보행자가 느끼는 공포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

벌집안전 그레이팅 구조계산서 프로그램(V2.1) 사용 단계별 메뉴얼
<슬립 방지부가 형성된 벌집안전 그레이팅 적용 시공사진>

POINT 4.

1. 인터넷 검색창에서 '그레이팅코리아' 검색

미끄럼 방지를 위한 사다리꼴 모양 요철 형상 적용

미끄럼 방지부가 형성된 그레이팅은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 이너플레이트를 Non-Slip 벌집살(Non-Slip BeeHive-Bar)
모양의 삼각 형태 즉 트러스 구조를 적용하고 제1, 2베이스 플레이트를 일반 및 톱니모양의 평철을 서로 이격하여 배치를 하고 상단은
돌출된 복수의 사다리꼴 형태를 가진 슬립방지부를 적용

2. 그레이팅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바 중 구조검토
» 벌집그레이팅 접속

3. 벌집안전 그레이팅 구조계산 프로그램 실행

4. 벌집안전 그레이팅 사용자 규격 데이터 입력 (DB축하중, 국토부설계지침 구분 입력)
이너플레이트는 논슬립을 적용하여 미끄럼 방지
효과 및 트러스 구조로 내구성이 견고함
벌집살 상세모양

제1,2베이스플레이트 : 일반평철 및 톱니평철 사용

5. 벌집안전 그레이팅 지지하중, Stress, Deflection, 안전율 계산 (종방향, 횡방향)
6. 결과치 Printing

<슬립 방지부가 형성된 벌집안전 그레이팅의 구조>

Core Technology Point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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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1. 내하중성비교
구

4. 미끄럼 저항성 시험 결과 (독일 DIN 기준 적용, 공인인증기관 KTR 시험)

분

발 생 변 위 (mm)

내 하 중 성 (ton)

벌집안전 그레이팅 (400*500*50*6T)

벌집안전 그레이팅(500*1000*50*6mm)

22

일반 스틸그레이팅 (400*500*50*7*4)

일반 스틸그레이팅(500*1000*50*7*4mm)

9.7

2. 제품 품질 및 성능 비교
구

벌집안전 그레이팅

일반 스틸그레이팅

미끄럼 저항 (BPN)

61

52

슬립방지부 유무

있음

없음

트러스 구조

일반 구조

탁월

보통

구

분

조

시야 분산성

미끄럼시험

3. 배수성능 비교
구

분

벌집안전 그레이팅

일반 스틸그레이팅

비

전체 단면적

1,000,000㎟

1,000,000㎟

배수 단면적

782,342㎟

759,450㎟

배수단면적

배 수 율

78.20%

75.90%

전체단면적

고

배수율=
X 100

시험시료

시험조건

미끄럼 저항 시험각도

결과값

횡방향
일반스틸 그레이팅

습윤상태

10° ~ 19°

미끄러짐

-

오일상태

10° ~ 19°

미끄러짐

-

종방향
일반스틸 그레이팅

습윤상태

19° ~ 27°

미끄러짐

-

오일상태

10° ~ 19°

미끄러짐

-

횡방향
벌집안전 그레이팅

습윤상태

35° ~ 44°

미끄러지지않음

-

오일상태

35° ~ 44°

미끄러지지않음

-

종방향
벌집안전 그레이팅

습윤상태

35° ~ 44°

미끄러지지않음

-

오일상태

35° ~ 44°

미끄러지지않음

-

규격 1,000mm × 1,000mm × H50mm 비교

벌집안전 그레이팅

미끄럼각도
고

< DIN 규정 적용 마찰력 시험 비교자료 >

스틸그레이팅
벌집안전 그레이팅

보통틈새

시험항목

기

수 용 각

R11 이상
(19°~27°)

결

과

준

결

과

R13
(35°이상)

분

석

미끄럼 방지 최우수 등급 R13으로 매우 안전

슬립방지부가 형성된 벌집안전 그레이팅이 습윤상태에서는 검사원, 검사기구에서 평균 35°이상으로 측정되어 미끄럼
방지등급 R13이며, 오일상태에서는 검사원은 19°∼27°, 검사기구는 35°이상으로 R11에서 R13으로 매우 안전한 제품

세밀한 틈새

미끄럼 방지 등급(DIN51130)
평균수용각

6~10°

10~19°

19~27°

27~35°

35°이상

미끄럼방지등급

R9

R10

R11

R12

R13

판단기준

Test Report

비

가장 미끄러움

가장 덜 미끄러움

벌집안전 그레이팅 시공사례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높여주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고덕 캠퍼스 위험물 저장시설 적용

삼성전자(주) 도로 측구 및 야구장 진입로 적용

Example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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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onstruction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더 높여주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예인선

슬립방지부가 적용된 평철과 요철 형태 벌집살 사용으로 탁월한 미끄럼 저항성

벌집안전 그레이팅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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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onstruction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높여주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포스코, 쿠웨이트 수출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높여주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삼천포 화력발전소
트러스 구조를 적용하여 차량하중 및 외부하중에 강한 벌집안전 그레이팅

슬립방지부가 적용된 평철과 요철 형태 벌집살 사용으로 미끄럼 저항성 향상

벌집안전 중하중 그레이팅
중차량 통행이 많은 OO항공부대 활주로 및 당진 대진항 적용

Example of construction

벌집안전 그레이팅 시공사례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높여주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당진 화력발전소

배수성능이 우수하고 외부 하중에 강한 벌집안전 그레이팅

당진 현대제철소

Example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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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onstruction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높여주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당진 현대제철소

계단, 점검로 및 작업용 발판에 미끄럼 방지 기술을 적용한 벌집안전 그레이팅

광양 해상 풍력 발전소

벌집안전 그레이팅 시공사례

주변 환경과 아름답게 조화되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포항연안 녹색길 전망대

포항연안 녹색길 산책로 스테인리스 벌집안전 그레이팅

Example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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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onstruction

주변 환경과 아름답게 조화되는 벌집안전 그레이팅

부안군 위도 전망대

장성군 치유의 숲

벌집안전 그레이팅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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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onstruction

트러스 구조의 강력한 하중처리로 중하중 차량에 더욱 강한 벌집안전 그레이팅

동진 쎄미컴 물류창고, 안성(상) 휴게소 주유소 입구

삼성전자(주) 고덕캠퍼스, 인천 보르네오 공장

Example of construction

학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학교에 설치된 벌집안전 그레이팅

서울대학교

인천 심곡, 오산 운산초등학교, 군산 진포중학교

벌집안전 그레이팅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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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onstruction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아파트•공원에 설치된 벌집안전 그레이팅

이천 아파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아파트·공원에 설치된 벌집안전 그레이팅

올림픽공원

벌집살 모양의 촘촘한 트러스 구조 적용으로 탁월한 이물질 투과 방지 효과

용인 공원 묘원

Example of construction

유성 송강 근린공원

벌집안전 그레이팅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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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onstruction

무소음 트렌치

한국동서발전(주)에 벌집안전 그레이팅 Test-Bed 설치

무소음 트렌치

01. 추진개요
※ 재질기준 GCD 600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현장시범 설치를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입증하고 판로개척에 기여하고자 함
품목 / 업체 : 벌집안전 그레이팅 / 그레이팅코리아(주)

삼성전자(주) 고덕캠퍼스 그린동센터 (내구성 하중 50톤)

02. 추진일정
2014.07.08 : 벌집안전 그레이팅 현장시범 설치사업 신청
2014.07.17 : 과제평가
2014.09.02 : 협약식
2014.09 ~ 2016.02 : 현장시험 [한국동서발전(주) 동해화력 발전처

03. 시험결과
트러스 구조 형상이므로 기존 스틸그레이팅에 비해 흔들림이 없으며 작은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의 움직임이 자유로움
트렌치 상부에 설치시 일반 그레이팅과 비교해서 이중격자 구조로 되어 있어 낙엽 등의 이물질 통과를 최소화하고,
부족함이 없는 배수성을 보임
벌집구조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작은 공구(드라이버, 몽키, 스패너)의 낙하 방지 기능 우수함
일반 그레이팅에 비교해서 내부식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확인

소음방지와 배수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무소음 트렌치

04. 추진효과
기존 스틸그레이팅에 비교해서 내부식성, 배수성면에 부족함이 없으며 작은 공구 등의 낙하방지로 산업현장 안전도
향상에 기여
중소기업 개발제품 시범설치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고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육성에 기여

Example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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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안전 그레이팅 조달 우수물품 주요규격

형태

집수형

횡단형

Main Standard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모 델 명

형태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모 델 명

23183778

400×500×50*4.5mm

GK-BHS-40050-011

23183794

600×1,000×65*6mm

GK-BHS-60065-02

23183781

500×500×50*4.5mm

GK-BHS-50050-011

23183795

700×1,000×65*6mm

GK-BHS-70065-02

23183782

550×550×50*4.5mm

GK-BHS-55050-011

23183796

800×1,000×65*6mm

GK-BHS-80065-02

23183784

700×700×50*4.5mm

GK-BHS-70050-011

23183797

400×1,000×65*9mm

GK-BHS-40065-03

23183785

800×800×50*4.5mm

GK-BHS-80050-011

23183798

500×1,000×65*9mm

GK-BHS-50065-03

23183787

400×500×50*9mm

GK-BHS-40050-031

23183799

600×1,000×65*9mm

GK-BHS-60065-03

23183791

700×700×50*9mm

GK-BHS-70050-031

23183800

700×1,000×65*9mm

GK-BHS-70065-03

23183792

800×800×50*9mm

GK-BHS-80050-031

23183801

800×1,000×65*9mm

GK-BHS-80065-03

23183832

700×700×75*6mm

GK-BHS-70075-021

23183827

400×1,000×75*6mm

GK-BHS-40075-02

23183834

800×800×75*6mm

GK-BHS-80075-021

23183828

430×1,000×75*6mm

GK-BHS-43075-02

23183840

700×700×75*9mm

GK-BHS-70075-031

23183829

500×1,000×75*6mm

GK-BHS-50075-02

23183842

800×800×75*9mm

GK-BHS-80075-031

23183830

600×1,000×75*6mm

GK-BHS-60075-02

23183849

400×500×50*4.5mm-S

GK-BHS-40050-011S

23183831

700×1,000×75*6mm

GK-BHS-70075-02

23183852

500×500×50*4.5mm-S

GK-BHS-50050-011S

23183833

800×1,000×75*6mm

GK-BHS-80075-02

23183855

700×700×50*4.5mm-S

GK-BHS-70050-011S

23183835

400×1,000×75*9mm

GK-BHS-40075-03

23183856

800×800×50*4.5mm-S

GK-BHS-80050-01S

23183836

430×1,000×75*9mm

GK-BHS-43075-03

23183853

550×550×50*4.5mm-S

GK-BHS-55050-01S

23183837

500×1,000×75*9mm

GK-BHS-50075-03

23183771

200×1,000×25*4.5mm

GK-BHS-20025-01

23183838

600×1,000×75*9mm

GK-BHS-60075-03

23183772

300×1,000×25*4.5mm

GK-BHS-30025-01

23183839

700×1,000×75*9mm

GK-BHS-70075-03

23183773

200×1,000×32*4.5mm

GK-BHS-20032-01

23183841

800×1,000×75*9mm

GK-BHS-80075-03

23183774

430×1,000×32*9mm

GK-BHS-43032-03

23183843

200×1,000×25*4.5mm-S

GK-BHS-20025-01S

23183775

300×1,000×50*4.5mm

GK-BHS-30050-01

23183844

300×1,000×25*4.5mm-S

GK-BHS-30025-01S

23183776

350×1,000×50*4.5mm

GK-BHS-35050-01

23183845

200×1,000×32*4.5mm-S

GK-BHS-20032-01S

23183777

400×1,000×50*4.5mm

GK-BHS-40050-01

23183846

300×1,000×50*4.5mm-S

GK-BHS-30050-01S

23183779

430×1,000×50*4.5mm

GK-BHS-43050-01

23183847

350×1,000×50*4.5mm-S

GK-BHS-35050-01S

23183780

500×1,000×50*4.5mm

GK-BHS-50050-01

23183848

400×1,000×50*4.5mm-S

GK-BHS-40050-01S

23183783

600×1,000×50*4.5mm

GK-BHS-60050-01

23183850

430×1,000×50*4.5mm-S

GK-BHS-43050-01S

23183786

400×1,000×50*9mm

GK-BHS-40050-03

23183851

500×1,000×50*4.5mm-S

GK-BHS-50050-01S

23183788

430×1,000×50*9mm

GK-BHS-43050-03

23183854

600×1,000×50*4.5mm-S

GK-BHS-60050-01S

23183789

500×1,000×50*9mm

GK-BHS-50050-03

23183790

600×1,000×50*9mm

GK-BHS-60050-03

23183793

500×1,000×65*6mm

GK-BHS-50065-02

횡단형

※ 위 규격외 규격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에 기술품질 인증제품 및 일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벌집안전 그레이팅 규격 중 OO*OO*OO*4.5mm–S는 미끄럼방지 평철(Bearing-Bar)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벌집안전 그레이팅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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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그레이팅코리아의 우수한 제품을 여러 박람회장에서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일 시 : 2014 09.23~26

•일 시 : 2016. 08.18~21

•일 시 : 2016 09.1~2

•명 칭 : MBC건축박람회

•명 칭 : 한국원자력산업전

•명 칭 : 경향하우징페어

•명 칭 : 안전산업박람회

•내 용 : 건설 및 조경업체에 벌집안전 그레이팅 홍보

•내 용 : 중
 동바이어와 수출가능성에 관해 협의

•내 용 : 건
 축 · 건설 산업 및 관련업체에 홍보

•내 용 : 정부 및 유관기관에 벌집안전 그레이팅 홍보

•장 소 : 킨텍스

•장 소 : 킨텍스

•장 소 : 코엑스

•장 소 : 킨텍스

•일 시 : 2014 08. 30 ~ 09. 2

•일 시 : 2014 10.1~4

•일 시 : 2014 .11.14~16

•일 시 : 2016 10.5~7

•일 시 : 2016 11.16~18

•명 칭 : 화성상공회의소 우수제품 전시회(G-FAIR)

•명 칭 : 행복도시 세종박람회

•명 칭 : 발전산업전

•명 칭 : 안전산업박람회

•내 용 : 해외바이어와 일대일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으로 해외 시장

•내 용 : 정부세종청사의 담당자분들과 상담

•내 용 : 발전 6개사 및 대기업 참여하여 벌집안전 그레이팅홍보

•내 용 : 정
 부및관련기관, 해외바이어가 참여하여 벌집안전

•장 소 : 세종청사

•장 소 : 코엑스

진출기회를 확인

그레이팅홍보
•장 소 : 킨텍스

•장 소 : 킨텍스

•일 시 : 2015 09.02~4

•일 시 : 2017 03.15~17

•일 시 : 2017 04.19~21

•명 칭 : MBC건축박람회

•명 칭 : 수력원자력산업대전

•명 칭 : SWEET 2017

•명 칭 :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내 용 : 건설 및 토목설계에 벌집그레이팅 홍보

•내 용 : 국내 원자력 관련업체와 국내외 80여개 업체에 홍보

•내 용 : 한
 전 및 코트라에 벌집안전 그레이팅 홍보

•내 용 : 국
 내 우수 중소, 벤처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장 소 : 킨텍스

•장 소 : 부산벡스코

•장 소 : 김
 대중컨벤션

•일 시 : 2015 04.29~05.2

조달청 주최 공공조달 전시회
•장 소 : 킨텍스

•일 시 : 2015.09.17.

•일 시 : 2016.04.07.

•일 시 : 2017 05.9~12

•일 시 : 2017.05.11.

•명 칭 : 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명 칭 : 1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명 칭 : 국제전기전력

•명 칭 : 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내 용 : 사업소 구매설명회를 통한 벌집안전그레이팅 제품 홍보

•내 용 : 판로개척을 위한 화력본부 상담회 참가

•내 용 : 한
 전 및 발전소, 해외바이어에게 홍보

•내 용 : 사
 업소 구매설명회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장 소 : 부산 고리원자력본부

•장 소 : 울산 화력본부

•장 소 : 코엑스

•장 소 :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일 시 : 2016.04.19.

•일 시 : 2016 04.20~22

•일 시 : 2017.05.16.

•일 시 : 2017.06.20.

•명 칭 : 1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명 칭 :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명 칭 : 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명 칭 : 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내 용 : 안전부서 및 기계부서에 안전한 현장을 위한 제품 홍보

•내 용 : 국내 원전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에 홍보

•내 용 : 벌
 집안전 그레이팅 홍보 및 샘플전달

•내 용 : 안
 전부서 및 기계부서에 안전한 현장을 위한 제품 홍보

•장 소 : 여수 호남화력발전처

•장 소 : 해운대 APEC

•장 소 :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장 소 :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일 시 : 2016. 04.21

•일 시 : 2016.04.21.

•일 시 : 2017 06.29~30

•일 시 : 2017 09.06~08

•명 칭 : 한국동서발전 구매상담회

•명 칭 : 1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명 칭 : 교통안전박람회

•명 칭 :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내 용 : 일산화력본부 기계, 안전부분에 참여

•내 용 : 현 장 설비담당부서 우수정비 기자재 정보제공

•내 용 : 정
 부 및 유관기관에 그레이팅 홍보

•내 용 : 각
 종 발전소와 유관기관에 홍보

•장 소 : 일산화력본부

•장 소 : 일산 화력본부

•장 소 : 킨텍스

•장 소 : 벡스코

Exhibition

•일 시 : 2016.05.19.

•일 시 : 2016.05.20.

•명 칭 : 1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명 칭 : 1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내 용 : 벌집안전 그레이팅 홍보 및 샘플전달

•내 용 : 사업소 구매설명회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장 소 :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장 소 : 부산 고리원자력본부

•일 시 : 2017 10.24~27
•명 칭 : 한국기계전
•내 용 : 해
 외바이어와 국내기업에 홍보
•장 소 : 킨텍스

•일 시 : 2017.11.15~17
•명 칭 :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내 용 : 행
 정안전부 주관
•장 소 : 킨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