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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메쉬휀스

     

물방울메쉬휀스

물방울 메쉬휀스는 메쉬휀스를 보완한 제품으로 시각적 효과 및 견고성, 안전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색상 연출로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 공원녹지 등에 설치가 용이하며, 독립경간으로 설치 및 부분보수가 가능합니다.

물방울 메쉬휀스 B형



물방울메쉬휀스 

물방울 메쉬휀스 C형

물방울 메쉬휀스 A형



 뉴 메쉬휀스

디자인 뉴 메쉬휀스

뉴 메쉬휀스(연두)

뉴 메쉬휀스 (W주주 연결밴드)

     

뉴메쉬휀스

뉴메쉬휀스는메쉬판의출렁거림을보안하고자상, 중, 하단에
절곡을 하여 외부 충격에도 강합니다. 절곡부분의 볼륨으로
시각적 효과를 강조, 조립과 시공이 간편한 제품입니다.

W형 주주캡 W형주주



뉴 메쉬휀스 

컬러우드뉴 메쉬휀스

뉴 메쉬휀스 L형뉴 메쉬휀스 클로버 보강형



 메쉬휀스

    

메쉬휀스

메쉬휀스는 아연도금된 철선에 분체도장한
제품으로 주주와 메쉬판의 시공이 간편하며,
독립경간으로 부분보수가 용이합니다.

W형 메쉬휀스(연결밴드형)

메쉬휀스(연두) 메쉬휀스(백색)



메쉬휀스 

메쉬쌍문(신형, 상, 중)

메쉬외문(신형)(아치문주) 메쉬외문

메쉬휀스 2단



 디자인 제품 목록

디자인 제품 목록
 

P.10 P.12 P.13 P.13

P.14 P.17 P.17 P.17

P.18 P.18 P.19 P.19

P.19 P.20 P.21 P.21

P.21 P.22 P.23 P.23

P.24 P.25 P.25 P.25



디자인 제품 목록 

P.28 P.28 P.30 P.30

P.26 P.26 P.27 P.27

P.31 P.32 P.33 P.33

P.34 P.34 P.35 P.35

P.36 P.36 P.36 P.37

P.37 P.37 P.38 P.38

P.39 P.39 P.39



 디자인 하트휀스

    

디자인하트휀스

디자인 하트휀스는 주물하트의 고급이미지와 아름다움을 강조
하여 간결하면서도 견고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조립시공이 간편하여 아파트단지, 전원주택 등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디자인 하트휀스(아치형)

디자인하트휀스

디자인 하트휀스(일자형)



디자인 하트휀스 

하트쌍문(아치형) H1200(턴버클)

하트쌍문(아치형) H1500

하트외문(아치형) (아치문주)



 디자인 창살휀스

디자인창살휀스(아치형) 디자인창살휀스(아치형)

   

디자인창살휀스

디자인 창살 휀스는 파이프의 심플함과 주물촉의 세
련미가돋보이는제품으로아치형과일자형이있으며
전원주택및주거단지에어울리는제품입니다.

디자인창살휀스(일자형)



디자인 창살휀스 

디자인 창살(튜울립형)휀스(아치형)

튜울립 더블휀스

디자인창살(아치형) 쌍문



 디자인 플라워휀스

    

디자인플라워휀스

새로운 디자인휀스로 간결하면서도 튼튼한 모양을 착안하였
으며, 상단에 레이스와 빨간색 튜울립이 포인트가 되어 고급
스런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파트 및 학교, 유치원 등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디자인 플라워휀스(레이스)

디자인 플라워 쌍문



디자인 플라워휀스 

디자인 플라워휀스(레이스)

디자인 플라워 외문(아치문주)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휀스는 고급이미지와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간결함이돋보입니다.
조립시공이간편하여아파트단지, 공원녹지, 전원주택
등 용도에 맞게 제작 설치됩니다.

에버그린 포플러 A형H900×W2000

포플러 A형 쌍문H1200×W4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포플러 C형H1200×W2000에버그린 포플러 B형H1200×W2000

에버그린포플러 A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보리수 B형H1200×W2000 에버그린 보리수 C형쌍문H1200×W3000

에버그린 보리수 A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보리수 E형H1200×W2000

에버그린 보리수 D형H1200×W2000

에버그린 보리수 C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민들레 A형H1200×W2000

민들레A형쌍문H1200×W3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민들레 D형H1200×W2000

에버그린 민들레 C형H1200×W2000

에버그린 민들레 B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무궁화 A형H1200×W2000

무궁화 B형 쌍문H1200×W3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무궁화 C형H1200×W2000

에버그린 무궁화 B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개나리 더블휀스H1200×W2000

개나리 더블쌍문H1200×W3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개나리 C형H1200×W2000

에버그린 개나리 B형H1200×W2000

에버그린 개나리 A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라일락 B형H1200×W2000

에버그린 라일락 A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반달H1200×W2000

에버그린 물결H1200×W2000

라일락 B형 쌍문H1200×W3000

상단화살촉

상단화살촉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데이지 B형H1200×W2000

에버그린 데이지 A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데이지 B형 쌍문H1200×W3000

데이지 A형 쌍문H1200×W3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수선화 A형H1200×W2000

에버그린 담쟁이휀스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담쟁이쌍문H1200×W3000

수선화A형쌍문H1200×W3000

에버그린 수선화 B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클로버 A형 쌍문

에버그린 클로버 A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클로버 C형H1200×W2000

에버그린 클로버 B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들국화 C형(일자형)H1200×W2000

에버그린 들국화 B형(아치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들국화 D형H1200×W2000

에버그린 들국화 A형(역아치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나비A형H1200×W2000

에버그린 나비B형H1200×W2000 에버그린 나비C형H1200×W2000

나비A형쌍문H1200×W3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코스모스A형H1200×W2000

에버그린 코스모스B형H1200×W2000 에버그린 코스모스C형H1200×W2000

코스모스A형 쌍문H1200×W3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로얄휀스B형H1200×W2000

에버그린 로얄휀스A형H1200×W2000



에버그린휀스 

에버그린 목재휀스

에버그린 로얄휀스D형H1200×W2000

에버그린 로얄휀스C형H1200×W2000



 디자인 대문

  

디자인대문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이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것
입니다. 디자인에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 보다 나은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쉬외문(신형)(아치문주) 메쉬 4짝문(신형, 상, 중)

미닫이 쌍문H1200×W4000



디자인 대문 

메쉬쌍문

메쉬외문

메쉬 쌍문(신형, 상, 중)



 디자인 대문

디자인 하트 쌍문(아치형)

디자인 하트(아치형) 외문(아치문주)



디자인 대문 

디자인 창살 쌍문(아치형)

디자인 플라워 외문(아치문주)디자인 플라워 쌍문



 디자인 대문

보리수 C형 쌍문H1200×W3000

포플러 A형 쌍문H1200×W4000



디자인 대문 

민들레 A형외문아치문주 민들레 B형쌍문H1200×W3000

민들레 A형쌍문H1200×W3000



 디자인 대문

개나리 더블쌍문H1200×W3000

무궁화 B형 쌍문H1200×W3000



디자인 대문 

데이지 B형 쌍문H1200×W3000

데이지 A형 쌍문H1200×W3000

라일락 B형 쌍문H1200×W3000



 디자인 대문

수선화A형쌍문H1200×W3000

담쟁이쌍문H1200×W3000



디자인 대문 

코스모스A형 쌍문H1200×W3000

나비A형쌍문H1200×W3000

클로버 A형 쌍문



 디자인 대문

플러스 우드A형쌍문H1200×W3000

플러스 우드B형쌍문H1200×W3000



디자인 대문 

자바라 문 자바라 문집

종골창살형(창살촉)(아치형) 외문

디자인 U자외문(DUF) 디자인 U자외문(DUI)(아치문주)



 디자인 U자휀스

    

디자인 U자휀스

디자인 U자외문(DUF) 디자인 U자외문(DUI)(아치문주)

디자인 U자휀스(DUI)

디자인 U자휀스는 원형주주와 횡골사각파이프와 종골 U자파이프의반복형태로미적효과를충분히살려냈습니다.
파이프의견고함과시각적안정감을유발시켜울타리의효과를잘살리는특징이있습니다.
색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흰색, 연두색 등을 선택가능하여 표현의 폭이 넓습니다.



디자인 U자휀스 

디자인 U자휀스(DUO)

디자인 U자휀스(DUF)



 종골창살형휀스

   

종골창살형휀스

창살형휀스는 파이프에 굴곡(인발)을 주
어 견고하고, 볼트조임으로 조립시공이
간편합니다.
색상은 함마톤 또는 외장용 분체페인트
를 사용하여 많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종골창살형휀스(일자형)(함석캡)



종골창살형휀스 

종골창살형(아치형)외문(창살촉)

종골창살형휀스(아치형)(창살촉)

종골창살형휀스(일자형)(창살촉)



 디자인스텐휀스

    

디자인스텐휀스

HD-DSF-0101 H900×W2000 HD-DSF-0102 H900×W2000 HD-DSF-0301 H900×W2000

HD-DSF-0327(개구리) H1100×W2000

디자인스텐휀스는 표면광택이 뛰어나고 녹이 나지않는 특성으로
오래전부터 휀스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형과 앙카형으로 구분되어 시공을 하며, 근래에는 칼라색상을
접목하여 좀더 다채로운 미적감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스텐휀스 

HD-DSF-0304 H1000×W2000

HD-DSF-0313 H900×W2000

HD-DSF-0320 H900×W2000



 디자인스텐휀스

HD-DSF-0326 H1000×W2000 HD-DSF-0330 H1000×W2000

HD-DSF-0323(방패연) H900×W2000



디자인스텐휀스 

HD-DSF-0321 H1000×W2000

HD-DSF-0325 H1000×W2000

HD-DSF-0311 H900×W2000



 디자인스텐휀스

HD-DSF-0420 H1000×W2000 HD-DSF-0337 H1000×W2000

HD-DSF-0803(나뭇잎) H1200×W2000



디자인스텐휀스 

HD-DSF-0336 H1000×W2000

HD-DSF-0805 H900×W2000

HD-DSF-0338(레인보우) H900×W2000



 스쿨존휀스

   

스쿨존휀스

HD-SCF-1105 도로시 H1000×W2000 HD-SCF-1102 가을밤 H1000×W2000

HD-SCF-1101 소나기 H1000×W2000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량속도, 신호등, 신호주기등 교통
시설과 체제를 어른중심에서 어린이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휀스는 어린이들의 갑작스런 돌출을 방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라는 표기를 강조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입니다.



스쿨존휀스 

HD-SCF-0327 개구리 H1100×W2000 HD-SCF-0320 H900×W2000

HD-SCF-1104 하늘 H1000×W2000

HD-SCF-1100 어린이 H1000×W2000 HD-SCF-1103 운동회 H1000×W2000



 AL디자인휀스

   

AL디자인휀스

HD-ALF-0937 H1100×W2000

AL디자인휀스는 용해된 알루미늄을 주형(금형틀)에 넣고 응고시켜서
원하는 모양의 금속제품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냅니다.
AL디자인휀스는 고급주택이나 아파트, 예술의 거리, 공연장 등 주변
에 어울려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HD-ALF-0667 H860×W2200 HD-ALF-0732 H1100×W2000 HD-ALF-0948 H1000×W2000



AL디자인휀스 

HD-ALF-3189 H1100×W2000 HD-ALF-4105 H1000×W2000

HD-ALF-0742 H1000×W2000 HD-ALF-0702 H960×W2000

HD-ALF-0762 H1100×W2000 HD-ALF-4152 H1000×W2000



 AL디자인휀스

HD-ALF-4113 H1100×W2000

HD-ALF-4126 H1000×W2000



AL디자인휀스 

HD-ALF-3016 H1000×W2080 HD-ALF-3190 H1250×W2000

HD-ALF-4151 H1100×W2000 HD-ALF-3176 H1100×W2000

HD-ALF-3013 H900×W2080 HD-ALF-0741 H1000×W2000



 잔디보호휀스

   

잔디보호휀스

잔디보호휀스는 화단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화단 이미지를 잘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형태에 따라 기초와 앙카로 구성 되었습니다.

HD-GSF-0310 H450×W2000

HD-GSF-0502 H450×W2000

HD-GSF-0102 H300×W2000



잔디보호휀스 

HD-GSF-6005 H500×W450

HD-GSF-6003 H280×W2480

HD-GSF-805 H200×W1180



 보차도휀스

  

보차도휀스

HD-BCF-5305 H900×W3000(GL) HD-BCF-5306 H900×W2000(GL)

HD-BCF-1022 H1200×W2000(GL) HD-BCF-1052 H900×W3000(GL)

보차도휀스는 도심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간결한 고급스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모양이 다양하여 지역의 특징적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휀스 

   

체육시설휀스

각종 시설물을 보호하고 스포츠활동에 있어 공을 줍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휀스 제품입니다.

게이트볼장(메쉬휀스) 테니스장(능형망)

축구장(메쉬휀스 L형) 축구장(메쉬휀스)

풋살구장 축구장(그물망)



 일반경계휀스

    

일반경계휀스

일반휀스는 PVC망과 아연망 2가지로 구분되며, 철
선을 마름모형으로 엮어 만든 휀스망은 주주형태에
따라 I자형, L자형, Y자형으로구분됩니다.
I자형은 일반 경계용으로 사용되며, Y자형은 상단에
가시원형철선을 올려 사용하며, 주로 보안용으로 이
용됩니다.

일반경계휀스 Y형(PVC망)

일반경계휀스 I형(아연망) 일반경계휀스 I형(PVC망)

일반경계대문(동연문) 일반경계대문(EX메탈문)



군부대휀스 

  

군부대휀스

제품의 특징인 견고함과 보안성이 뛰어나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 설치되며, Y자형, L자형, I자형으로 구분되며,
보안용으로 설치됩니다

군부대휀스 Y형(능형망)

보안용휀스 Y형(EX메탈) 군부대용 휀스 L형(능형망)

보안용휀스 I형(EX메탈) 군부대용 대문



 EX메탈완자휀스

   

EX메탈완자휀스

EX메탈완자휀스 L형 EX메탈완자휀스 L형(2단)

EX메탈완자휀스I형 EX메탈완자휀스I형(2단)

EX메탈완자는 보안성이 뛰어나고, 견고하며 조립이
간단하여 용도에 맞게 제작 설치가 용이합니다



기타휀스 

차폐휀스

차폐휀스는도로변주변환경이 양호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 있을경우 설치하여 도로주변 경관을 조화롭게 조성할수 있으며 차
량 주행시 시선을 유도하여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도변 차폐지역, 철도, 전철주변, 주요시설물(공항, 학교 공단)등 임시 방음벽 설치 장소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가드휀스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의 갓길에 차량 이탈 및 사람의 통행을 차단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휀스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차량의 통행이 많은곳에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기타휀스

  

EGI휀스

EGI휀스는 냉강간판 상태에서 전기작용에 의하여 아연을 도금합니다.
전기 아연도금강판(EGI:Electrolytic Galvanized Iron)은 전해법에 의해 냉연강판 또는 열연강판 표면에 아연피복을 입혀 내식성을 높인 제품으로
일반적으로용융아연도금강판보다도금부착량이적고균일하여평활하기때문에뛰어난내구성과안전성을갖고있습니다.

낙석방지책
낙석의위험이있는 도로변, 축대 밑 등에 주행중인 자동차, 보행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의 경사도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달라집니다.
PVC코팅망과 H빔을 주자재로 사용하여 견고함을 가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EGI휀스 EGI휀스(분진망)

EGI휀스(분진망) EGI휀스(분진망)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용접철망/육각매트리스/사각매트리스/돌망태 

용접철망

냉간신선된 고강도 철선을 사용하여 가로선, 세로선을 일정 간격으로 전기스포트 용접한 콘크리트 보강재입니다.
구조용 용접철망(와이어메쉬), 급열방지용, 인테리어용, 휀스용 등이 있습니다.

육각매트리스/사각매트리스/돌망태
돌망태는 제방의 호안비탈면 보호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수리구조물 설치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에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60년대 중
반부터입니다. 시멘트 소재의 호암블럭은 강우량이 많을시 유속의 흐름을 오히려 높이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돌망태를 사용하면 우선
물의 흐름속도가 원활해 홍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비온

사각개비온

개비온은 내부식성, 내화학성 등 내구성이 뛰어나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며,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뛰어난 시설 구조물입니다. 다른 구조
물에 비해 기후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공사기간의 단축과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육각개비온

육각개비온

#4-100×100 #6-150×150

#4-150×150 #8-100×100

#6-100×100 #8-150×150
육각매트리스

사각매트리스

그 외 규격

3.2mm-1.0×1.0×0.3 3.2mm-1.0×1.0×0.5

2.2mm-1.0×1.0×0.3 2.7mm-1.0×1.0×0.3

2.2mm-1.0×1.0×0.5 2.7mm-1.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