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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 주철 그레이팅 특징 
차별화된 주문형 디자인 생산 시스템
주문형 양각형 로고는 로고나 캐릭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로고의 위치와 크기는 규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연 그레이팅보다 5배 이상 높은 미끄럼 저항성
논슬립 피라미드 표면 구조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미끄럼 저항성을 유지하여 
보행자는 물론 차량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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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40BPN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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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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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N 하중 설계의 강력한 내하중성
경하중에도 쉽게 잔류 변형이 발생하는 일반 제품과 달리 논슬립은 
200kN의 하중 설계로 보행자부터 차량까지 안전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부식방지로 반 영구적 상태 유지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500시간)을 통과한 제품만 출시되므로 설치 초기의 아름다운 
미관을 반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행 안전을 고려한 촘촘한 슬릿
보행 안전성을 고려한 촘촘한 슬릿 간격으로 국내 법률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유럽 기준에 맞춘 탁월한 배수성
유럽 표준 EN124의 배수성 기준에 만족하도록 설계하여 이물질 유입 방지 및 제품 
본연의 기능인 배수가 잘 이루어 집니다.

분수 공원 공원 코트 학교 정문

논슬립 주철 그레이팅 조달 단가표 (VAT포함)

규격(WxDxH)

일반형 디자인형

뚜껑 세트 뚜껑 세트

식별번호 단가 식별번호 단가 식별번호 단가 식별번호 단가

400 x 500 x 50 23477378   98,770 23477398 170,170 23477379 130,900 23477399 202,300

400 x 1000 x 50 23477392 186,830 23477412 296,310 23477393 260,610 23477413 370,090

500 x 500 x 50 23477380 126,140 23477400 208,250 23477381 171,360 23477401 253,470

500 x 1000 x 50 23477394 246,330 23477414 361,760 23477395 335,580 23477415 451,010

600 x 600 x 50 23477382 164,220 23477402 258,230 23477383 226,100 23477403 320,110

600 x 1000 x 50 23477396 285,600 23477416 405,790 23477397 390,320 23477417 511,700

700 x 700 x 50 23477384 218,960 23477404 323,680 23477385 301,070 23477405 405,790

800 x 800 x 50 23477386 301,070 23477406 433,160 23477387 410,550 23477407 542,640

900 x 900 x 50 23477388 395,080 23477408 547,400 23477389 541,450 23477409 694,960

1000 x 1000 x 50 23477390 492,660 23477410 641,410 23477391 671,160 23477411 8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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