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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스 바이 더 베이 : 싱가포르

HAURATON 프로젝트

야스 마리나 F1 서킷 :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티스포트 컨테이너 터미널 : 미들즈브러, 영국 

메르데카 광장 :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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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ATON 배수(채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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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배수 시스템 채널 (공공 및 상업시설 분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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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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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부분이 적어 미관에 민감한 분야에 적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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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가 이어온 가족 소유 경영 회사 

Karl Hauger

1 세대 / 1st generation

Fabian Reuter

2 세대 / 2nd generation

Marcus Reuter

3 세대 / 3rd generation

3대에 걸친 가족 사진

좌측으로부터 : Marcus Reuter (3세대, 현 대표이사), Marianne Reuter (2세대, 창업자 Karl Hauger의 딸), Karl Hauger (1세대, 창업자), Patricia 

Reuter (3세대), Fabian Reuter (2세대)

새로운 소재를 위한 개척정신
회사가 창업된 지 7년이 지난 1963년, Hauraton사 창업자인 Karl Hauger는 고강도의 새로

운 이탈리아산 시멘트 제조를 배웠다. 이 새로운 시멘트는 파이버를 합성하여 보다 강력한 콘크

리트 제조를 가능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레벨의 강도를 달성하게 되었다. 

제품개발의 일환으로, 그는 실험을 위하

여 이태리 Livorno에 있는 새로운 시멘

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오래된 회사차량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

려 했으나 불행하게도, 이 차량은 이탈리

아까지의 험란한 여행을 견딜 수 없었고 

주요엔진의 손상을 입은 채 결국 차는 멈

추게 되었다. 

이에 창업자 Mr. Karl Hauger는 당시 

손에 쥐고 있던 현찰 320 마르크를 가지

고 중고 모터사이클 Guzzi Cardellino를 구입하여 25㎏ 시멘트를 실은 채 3일에 걸쳐 Rastatt

로 돌아오는 긴 여행을 단행 하였다고 한다.

이후, 보다 우수한 품질의 소재를 위한 창업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 모터사이클은 지금

까지도 본사에 전시되어 보존중이다. 독일 Rastat t  소재 Hauraton사 Al te schlossere i  건물 

회의실에 소장된 오리지널 모터사이클 Guzz i  Cardel l in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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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년도 : 1956년

증축 및 개조 : 2011년

면적 : 4,590m2 (1,400평)

건축 년도 : 1921년

증축 및 개조 : 2011년

면적 : 1,680m2 (510평)

건축 년도 : 2008년

면적 : 116,000m2 (35,150평)

AlteSchlosserei

WerkÖtigheim

Rastatt에 위치한 본사 사옥

Rastatt에 위치한 고객 방문 센터 및 사무실

Ötigheim에 위치한 제조공장 및 제품 출고장  

HAURATON의 본사 건물 및 제조시설

Black Forest(독일남서부의 산림산악지대 슈바르츠발트)에서 세계로 

Copyright © Bergwerk Marketing
www.schwarzwald-tourismu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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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지사 및 협력사 

배수 시스템(채널)의 세계적 리더인 

HAURATON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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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세계 73개국
수출 

Your contact at HAURATON

1,800KM

18,500KM
직선거리

2016년 설치된 배수로 길이
방콕에서 싱가포르까지 해당되는 거리

독일과 가장 멀리 18,500KM 떨어진 뉴질랜드까지

숫자로 보는

HAURATON의 기록

1956
창업년도 

전세계 직원수  

Michael Unger 
Tel. +49 7222 958 290

michael.unger@hauraton.com

Export Director
Asia
Management and commercial 
responsibility / strategic advice

South Korea
partner

비엘텍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607호

Tel  : 02-722-0760

Fax : 02-722-0763

Email : sales@bltec.co.kr 

WWW.BL-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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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배수로 양식 Basic Channel

BC 2600년경 아시아 (LOTHAL)에서 발견된 

세계최초로 알려진 도시 하수처리 시스템

배수 시스템(채널)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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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타설 배수로(채널) In-Situ Channel

현장 타설식 콘크리트 배수로는 기본 그레이팅이 설치된 

가장 간소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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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ATON RECYFIX® 시스템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내부식성 재질 (PP, PA-GF, 기타)의 고성능 배수 시스템입니다 

하우라톤은 세계 시장의 선두 업체로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배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모듈형 배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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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ATON RECYFIX® 
 

합성 폴리프로필렌 ( PP )
현장 타설 배수로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로 (채널)

빠르고 쉬운 설치 : 현장 타설 배수로에 비해 약4배 정도 짧은 설치 기간 

가격 절감 효과 :

• 현장작업시 소규모의 도랑 땅파기   

• 현장 잔해물 / 폐기물 처리관련 비용 절감 

• 소량의 부수 자재만 소요됨  

• 경량, 규격화 된 모듈 ( 거푸집이 필요 없음 )

• 현장에서의 간단한 설치 과정          

• 배수관 몸체에 그레이팅 장착 가능 

• 배수관에 그레이팅 가조립 (일부 RECYFIX® 시스템 )

긴 공사 시간 소요, 높은 비용, 설치공정의 어려움

 
가격 인상 요인 :

• 대규모의 땅파기 필요   

• 잔해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 현장 필요 

• 추가 부수 자재 필요  

• 복잡한 거푸집 시스템

• 콘크리트내 철근 배근 필요          

• 추가 공사 과정 ( 거푸집, 앵글틀 설치 등 )    

• 넓은 배수관 시스템 ( 현장 작업을 위한 공간 ) : 

  대량의 콘크리트, 대형 그레이팅이 필요하여 고비용이 소요됨

정해진 집수지역에 비해 적은 채널 사이즈 정해진 집수지역에 비해 대형 채널 사이즈 필요

낮은 장기 유지보수 비용 ; 부식방지가 완벽하며, 뛰어난 내구성 높은 장기 유지보수 비용 ; 설치 후 단기간에 파손 

독립적 모듈 채널 구조;  배수로 몸체내 장착된 모서리-프레임.  

비틀림에 강한 구조와 완전한 고정을 위한 콘크리트 앵커

현장에서 간단히 제작하는 배수로로, 콘크리트 품질 및 정밀도는 

현장 설치 작업자의 숙련도 및 경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내구성이 있으며 뛰어난 부식저항의. 폴리프로필렌 (PP) 재질
시멘트 콘크리트는 단지 어느 정도의 부식 저항이 있으며, 

콘크리트 벽은 파손될 수 있다

RECYFIX® 시스템 과 설치방법은 

국제표준 (EN 1433: 2002; 하중, 방수성, 보증)에 부합(테스트)

전통적인 방법은 정식 승인된 표준에 따라 가설 또는 테스트 되지 않음.

이는 고객의 이익을 위한 가설 표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매끈한 내부표면 (Manning n = 0.010) 및 

U자 형태의 채널 외형으로 효율적인 배수효과와 적은 유지보수

거칠은 내부표면 (Manning n = 0.015) 및 

사각 형태의 채널 단면형태로 비효율적인 배수

정밀한 독립적인 모듈, 효율적인 연결부 설계 (요철, 홈 형태)와 

높은 방수성능 (물 흡수율 : < 0.1%)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는 가설 시 균열이 가기 쉽다.  

또한 콘크리트 내부 철근이 부식 가능. 방수성능 저하

소형 그레이팅 (grating), 표면 노출이 적지만 효율적인 흡수 면적, 

흡수용량. 나뭇잎 및 쓰레기의 침투가 쉽지 않은 구조. 적은 유지보수

넓은 그레이팅 표면적 및 개방부가 넓어 

나뭇잎이나 쓰레기가 배수로로 들어갈 확률이 높음. 유지보수 증가

최소의 그레이팅 노출. 미끄럼방지 표면 디자인.  낮은 사고위험
넓은 그레이팅, 넓은 표면적, 

따라서 젖은 상태(우천시)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상해 위험

그레이팅은 엣지 프레임에 확실하게 볼트로 고정.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그레이팅의 종방향과 측면 움직임을 방지. 

(그레이팅/홀에 부착된 모서리 프레임). 

낮은 공해 소음, 그레이팅 파손 및 도난방지. 

그레이팅이 앵글 프레임에서 충격으로 자주 느슨해 짐. 

높은 소음공해, 파손 및 도난방지 위험.

무거운 그레이팅이 배수로 안으로 자주 떨어짐. (안전 위험)

배수 시스템은 지표면에서 약 3mm ~ 5mm 아래로 

그레이팅이 배수로 끝단에 확실히 안착되게 설치 가능. 교통량에도 안전

정밀하지 못한 구조; 

금속 앵글 프레임이나 그레이팅이 자주 지면 위로 노출되어 위험 증가

높은 품질의 마감재. 정밀한 시스템 연결부(조인트), 높은 내구성 재질, 

건축 기준 부합,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며 미려한 그레이팅 외관 

(구두굽이 끼지 않음).  현대적인 빌딩 디자인과 조화

낮은 품질의 마감재.  정밀하지 않은 설치방식, 시공 표준이 없음 

기본 그레이팅의 제한적 디자인.  무겁고, 미려하지 않은 외관.  

안전하지 않으며,  현대적인 빌딩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음

비교표 - HAURATON RECYFIX® vs
  현장타설(In-Situ)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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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 배수 시스템(채널)의 장점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현장타설 배수로와 비교 

경량으로 현장에서 
손쉬운 설치  

 콘크리트 및 폴리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배수 시스템보다 경량

 손쉬운 이동(취급) 및 신속한 설치   

 – 시간 및 비용절약.

뛰어난 안정성 

 배수 시스템이 매우 견고하며, 

 편리한 포장, 운송, 취급 가능 

                
설치시 

50% 비용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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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내부식성   

 부식 유체에 대한 높은 화학적 저항력 

 100% UV-저항

RECYFIX® 
= 재생 원료를 이용한 

   높은 품질

내구성

 폴리프로필렌 (PP) 은 공기, 빛, 바람, 먼지 등  

 환경 요인과 매우 천천히 반응하므로. 

 뛰어난 내구성. 보장

친환경 소재 

 RECYFIX® 채널 시스템은

 매우 환경 친화적인 

 100% 재생 폴리프로필렌 (PP) 재질, 

높은 안전도 

 유럽 표준 (EU Standard  EN 1433)에  

 따른 인증

RECYFIX® 채널은 

유럽표준 기준 EN 1433에 부합합니다      

(배수 시스템 채널)

100% 부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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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aton 배수 시스템(채널)의 특징
올바른 제품 선정 방법

2. 배수 설계 어플리케이션 

배수 지역의 깊이는 RECYFIX 채널의 라인 길이에 결정됩니다.

하우라톤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배수량 계산 앱에 배수지역의 정보

(길이, 폭, 지표면적 및 강수량 강도 등)을 입력하면

간단히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적인 배수량 계산은 요청시,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하우라톤 TSE 팀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7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2

1

3

3. 시스템

1) 그레이팅을 포함한 배수 채널 (Channels with gratings)
2) 침전물 박스 (Trash box) 
3) 엔드캡 (End caps)

완전한 배수처리 시스템의 구성은 ...

1. 제품 적용 분야
개인시설 분야   

공원

산책로 / 보행자도로  

공공 분야 

차고 출입구  

주차장  

도로 (대형차운행)

상업시설 분야

공장

컨테이너 야적장

항구  

공항

자동차 경주트랙  

상점/시장

상업시설

Class A, 15 kN, 0.9 t 바퀴하중(wheel load) 

Class B, 125 kN, 7.5 t 바퀴하중(wheel load) 

Class C, 250 kN, 15 t 바퀴하중(wheel load) 

Class D, 400 kN, 24 t 바퀴하중(wheel load) 

Class E, 600 kN, 36 t 바퀴하중(wheel load) 

Class F, 900 kN, 54 t 바퀴하중(wheel load) 

적용 분야가 명확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한단계 높은 하중 class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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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배수로(채널) 폭 (mm)

100 150 200 300 400 680

HAURATON 제품군

RECYFIX®NC

RECYFIX®HICAP®F RECYFIX®HICAP®F RECYFIX®HICAP®F RECYFIX®HICAP®F

RECYFIX®NC RECYFIX®NC

RECYFIX®NC

RECYFIX®STANDARD RECYFIX®STANDARD 

RECYFIX®PRO RECYFIX®PRO

보다 상세 사항은 개별 제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RECYFIX HICAP F 모델은 프로젝트에 따라 요청시 공급합니다.

RECYFIX®STANDARD 

/ RECYFIX®PRO /
 Slotted Channel

RECYFIX®MONOTEC RECYFIX®MONOTEC

Slotted Channel

Class D, 400 kN, 24 t 바퀴하중(wheel load) 

Class E, 600 kN, 36 t 바퀴하중(wheel load) 

Class F, 900 kN, 54 t 바퀴하중(whee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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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ATON 배수 시스템(채널) 비교표

시스템 특징 RECYFIX®STANDARD

시스템 D

적용분야

가벼운 보행자 도로, 공원, 산책로, 정원 및 매우 제한된 차량 통행로

예)
• 가벼운 산책로(통행로)

• 간이 통로  

• 자전거 도로   

• 주택내 자동차 도로   

• 주택 출입구 

• 자동차 통행이 없는 곳 (빌딩 및 벽에 근접한) 

• 정원 및 녹지 (보행로)

표면 마감

• 포장 도로              

• 콘크리트 포장면 

• 레진 표면 (Resin Surfaces) 

• 기타  

배수로 채널 마감부분

• 채널 몸체에 통합 PP 엣지 프레임              

• 그레이팅은 PP 채널 윗부분에 장착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엣지 끝 부분

그레이팅 (Grating) 고정 시스템 • meter 당 2개의 잠금 바 와 볼트로 고정  

주요 사항 (Highlight)    
• 기본/상업시설용 등급의 배수 시스템        

• 가장 저가의 배수 시스템  

• 그레이팅은 가조립된 상태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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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PRO RECYFIX®NC

D

유동이 많은 보행자 도로 ;         

또는 저속 소형 차량 도로에 한정    

예)
• 산책로 및 보행로  

• 자전거 트랙 (자동차전용 도로 불가)   

• 주택내 자동차 도로   

• 주택 출입로 

• 자동차 통행이 없는 곳 (빌딩 및 벽에 근접) 

• 정원 및 녹지지역 (보행로)

• 인도/ 보도 

• 보행로 및 부지   

• 공원 및 공동 시설  

• 쇼핑 센터 및 보행자 전용 구역

• 경차 주행 도로 및 개인 주차 공간 

• 상업시설 및 복층 건물의  주차 공간 

• 소규모 상업시설 및 공장 건물 (핸드파렛트 트럭 사용) 

• 철도 플랫폼

소형 지게차 및  저속 대형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

** 고속차량 운행 지역 및 고속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음. 

예)
• 공공 지역 

• 주유소 (대형차량 이용이 드문 경우)  

• 서비스 지역 및 창고;  상업 시설, 공장  
    (*일반사항 참조 바람)  

• 교통량이 없는  갓길 

• 포장 도로              

• 콘크리트 포장 

• 레진 (Resin Surfaces) 

• 아스팔트 

• 기타   

• 콘크리트 포장 (대형 차량 이동을 위해 그레이팅 둘레를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 

• 포장 도로

• 레진 (Resin Surfaces) 

• 아스팔트  

• 기타

• 배수관 몸체에 PP 엣지 프레임 내장            

• 그레이팅은 배수관과 엣지프레임 안쪽에 삽입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엣지 (edge) 끝 부분처리 
    (미려한 외관 마감)

• 견고함과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배수로몸체에  PP엣지 프레임이 내장               

• 그레이팅은 배수관과 엣지프레임 안쪽에 삽입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엣지 (edge) 마감처리 (미려한 외관)   

•  그레이팅은 배수관 채널 끝 부분 프레임까지  
총 8개의 볼트로 고정 (8 bolts/meter)

• meter 당 2개의 잠금 바 와 볼트로 고정 

• 그레이팅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자체 프레임 돌기   

• 그레이팅이 가조립된 상태로 공급됨    

• 독일 HAURATON 최다 판매 제품(시스템) 

• RECYFIX®NC 시스템은 고하중을 견디기 위해 
    1meter 당 8개의 볼트로 엣지프레임이 고정되므로 
    그레이팅이 확실하게 장착됨.       

meter 당 8개  볼트를 이용 혁신적인 고정meter 당 8개  볼트를 이용 혁신적인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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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F 재질의

FIBRETEC 슬롯형 그레이팅

슬롯 폭 : 9 mm
합성수지

PA-GF 재질의

GUGI-그레이팅

메쉬 / Mesh 규격 : 15 x 25 mm

합성수지

RECYFIX®PRO 100

HAURATON 그레이팅(grating) 디자인

PA-GF 재질 

FIBRETEC 슬롯형 격자

슬롯 폭 : 9 mm합성수지

RECYFIX®PRO 200

연성주철 그레이팅,

KTL-코팅*
바 간격 : 9 mm

 주문제작품

연성주철 그레이팅, 

METROPOLIS,

검정 KTL-코팅*

 주문제작품

고객 요구에 따라

다양한 컬러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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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주철 그레이팅,

G-TEC,  KTL-코팅*
바 간격 : 2 x 85 x 9 mm

연성주철 그레이팅,

METROPOLIS, 

검정 KTL-코팅*

GUGI-연성주철 메쉬 그레이팅

메쉬 규격 : 15 x 25 mm

GUGI-연성주철 메쉬 그레이팅

메쉬 규격 : 15 x 25 mm

RECYFIX®STANDARD 100

GUGI-연성주철 메쉬 그레이팅

메쉬 규격 : 15 x 25 mm

RECYFIX®STANDARD 200

RECYFIX®STANDARD 300

연성주철 그레이팅

KTL-코팅* 그레이팅

바 간격 : 9 mm

RECYFIX®PRO 200

 주문제작품

 주문제작품

 주문제작품

연성주철 슬럿형 격자

투입구 폭 : 18 mm

RECYFIX®NC 200 
NW 100, 300 및 400 은 동일한 디자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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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 배수로(채널)의 배수성능
(Hydraulic performance)

극한조건 배수 성능 테스트

두 개의 배수로-채널(RECYFIX®  150 Type 01 - 길이 : 4미터)을 사용하여,    

한쪽은 경사없이 수평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고, 다른 한쪽은 경사(약 0.5% )를 두고 테스트를 한 바, 양쪽 모두 배수능력이 거의 동일하였다. 

경사없는 배수로(채널) 내 물이 완전히 비워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1분 17초 가량이 걸린 반면,

약 0.5% 경사의 배수로(채널)는 1분 13초가 소요되었다

결과적으로, RECYFIX 배수로(채널) 시스템은 내부 경사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배수 용량을 충족하며,    

폭풍우 등 다양한 경우에도 지표수가 채널 내로 흐르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하여

배수성능 테스트 영상을 확인하세요!

HAURATON 배수 시스템(채널)은 

최적의 배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배(경사) 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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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 배수로 단면 형태가 V자형 단면형태 또는 현장타설 (In-Situ) 배수로 단면형태와 비교할 때, 

배수로 끝단의 더 빠른 유속과 높은 세정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결과

  U자 단면 배수로(채널)는 V자 단면 배수로와 대비 대략 30% 정도 배수성능이 증가합니다.

  U자 단면 배수로(채널)내의 물은 침전물 표면과 더 넓게 접촉합니다.         

 따라서 U자형 단면 배수로(채널)가 더 효과적인 자체 세정이 가능합니다. 

배수로(채널) 단면 형태 

경쟁사 HAURATON현장타설 배수로(In-Situ)

30% 향상된

배수성능

HAURATON 배수 설계 어플리케이션

하우라톤의 자체기술로 개발한 배수량 계산용 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HAURATON 배수(채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손쉽게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단 4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의 클릭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배수(채널)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다운로드 : 
hauraton.com/en/hydraulic-app.php

Windows, 

iOS, 
Android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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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업시설

공 공시설

민간시설

RECYFIX®  PRO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을 위한 
부식 방지 배수 시스템 (채널)

다양한 규격의 파이프와 

연결 가능한

침전물 수집 박스 

앤드 캡

유럽 표준 EN 1433에 따른 

통합 앵글 하우징 채널 (PP재질)

이 채널은 현장 설치나 보관의 편의성를 위해

가조립되어 공급됨

 

PA, PP 또는 연성주철 

재질의 여러 종류의 그레이팅

정확한 설치를 위한

돌기와 홈이 있는 시스템   

배출구 끝 막음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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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데카 광장,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가든스 바이더 베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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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PRO 100

제품 상세 설명

RECYFIX®PRO 100, class B 125

Type 020 with GUGI-Grating made 
of PA-GF, MW 15/25, black, lock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 with GUGI-Grating made of PA-GF,  
MW 15/25, black, locked 1000 160 150 92 444 4,3 47035

Type 010 with GUGI-Grating made of PA-GF,  
MW 15/25, black, locked 1000 160 200 142 444 4,7 47040

Type 020 with GUGI-Grating made of PA-GF,  
MW 15/25, black, locked 1000 160 250 192 444 5,5 48623

Type 75 with GUGI-Grating made of PA-GF,  
MW 15/25, black, locked 1000 160 75 35 444 2,9 47032

Type 95 with GUGI-Grating made of PA-GF,  
MW 15/25, black, locked 1000 160 95 55 444 3,6 47033

RECYFIX®PRO 100, class C 250

Type 01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black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No. 
galvanised

Type 01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black 1000 160 150 92 372 4,6 47055

Type 010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black 1000 160 200 142 372 4,9 47060

Type 020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black, locked 1000 160 250 192 372 5,8 48625

Type 75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black 1000 160 75 35 372 3,4 47062

Type 95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black 1000 160 95 55 372 3,7 4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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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PRO 100

엔드캡 및 액세사리

End cap made of PP 
with outlet DN 100  
for type 01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galvanised mud bucket and  GUGI-Grating made of PA-GF, 
MW 15/25, black 500 180 504 5,85 47053

Trash box with PE mud bucket and FIBRETEC design slotted grating in the 
colour Black, SW 9 mm, class C 250, locked 500 160 504 5,88 47054

End cap closed for type 01 - 160 124 - 48681
End cap closed for type 010 - 160 176 0,1 47082
End cap made of PP with outlet DN 100 for type 010 - 160 201 0,1 47093
End cap made of PP, type 020 - 160 - 0,1 48683
End cap made of PP with outlet DN 100, type 020 - 160 - 0,1 48695
End cap Type 75 - 160 61 - 47097
End cap Type 95 - 160 81 - 47098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100 100 85 - 40293
Step Fall Adapter for step slope, from type 01 to type 010, from type 010 to type 
020 174 98 92 0,2 48790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Trash box with galvanised mud 

bucket and  GUGI-Grating made 
of PA-GF, MW 15/25,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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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PRO 200, class B 125

Type 010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mm, black, lock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0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mm, black, locked 1000 262 200 294 656 8,3 47246

Type 115 with FIBRETEC slotted grating,  
SW 9 mm, black, locked 1000 262 115 150 656 7,0 47233

RECYFIX®PRO 200

엔드캡 및 액세사리

End cap combined made of 
PP closed / with outlet DN 100, 
Type 01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galvanised mud bucket and FIBRETEC design slotted grating, 
SW 9, black, cl. B 125, locked 500 262 752 29,21 47253

End cap combined made of PP closed / with outlet DN 100, Type 010 - 258 217 0,2 41387
End cap closed, Type 115 - 250 100 0,1 47297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100 100 85 - 40293
Mud bucket DN 150 - - 180 0,6 2191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Trash box with galvanised
mud bucket and FIBRETEC
design slotted grating, SW 9, 
black, cl. B 125, locked

제품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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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테리 하버, 말레이시아 



RECYFIX®  STANDARD
공공 및 상업 지역을 위한    
선형 배수 시스템(채널)

다양한 규격의 파이프와 

연결 가능한 

침전물 수집 박스 

앤드 캡

유럽 표준 EN 1433에 따른 

통합 앵글 하우징 채널 (PP재질)

이 채널은 현장 설치나 보관의 편의성를 위해

가조립되어 공급됨

 

연성주철 재질의

다양한 그레이팅

배출구 막음 캡

정확한 설치를 위한

돌기와 홈이 있는 시스템

상 업시설

공 공시설

민간시설

빗물관리조경 스포츠-체육시설토목

28



29

겐팅 하이랜드 스타 아레나, 파항, 말레이시아 

Parque Norm Marque 콘도미디엄 프로젝트, 방콕,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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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 스포츠-체육시설토목 조경

RECYFIX®STANDARD 100

RECYFIX®STANDARD 100, class C 250

Type 01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150 134 92 444 7,1 40234

Type 010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150 185 142 444 8,6 40299

Type 60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150 60 35 444 5,4 40239

Type 80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150 80 55 444 5,5 40253

* For frequently used areas we recommend FASERFIX KS Channels shallow (see 토토).
Type 60/type 80 with preformed outlet DN 70.

엔드캡 및 액세서리

End cap combined made of PP 
with outlet DN 100, type 01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plastic bucket and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class C 250, locked 500 150 488 6,6 40259

End cap, closed for type 01 - 150 108 - 48081
End cap closed for type 010 - 150 160 - 40282
End cap combined made of PP with outlet DN 100, type 010 - 148 185 0,1 40283
End cap closed, made of PP, for type 60 - 147 44 - 40284
End cap closed, made of PP, for Type 80 - 147 64 - 40291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100 100 85 - 40293
Step Fall Adapter for step slope, from type 01 to type 010 - - - 0,2 41290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Trash box with plastic bucket 
and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cl. C 250, locked

제품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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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STANDARD 200

RECYFIX®STANDARD 200, class C 250

Type 010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0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256 185 290 825 15,4 40665

Type 020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256 235 366 825 15,8 40666

Type 100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256 100 150 825 14,1 40641

엔드캡 및 액세서리

End cap combined made of PP 
closed / with outlet DN 100,  
Type 01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No. 
galvanised

Item-No. 
stainless 

steel
Trash box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cl. C 250, locked 500 256 734 30,8 40653

End cap combined made of PP closed / with outlet DN 100,  
Type 010 - 254 199 0,2 40792 -

End cap closed, Type 01 - 260 275 1,1 12081 12581
End cap closed, type 100 - 262 100 0,1 40690 -
Step Fall Adapter for step slope, from type 010 to type 020 218 200 99 0,4 49590 -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100 100 85 - 40293
Mud bucket DN 150 - - 180 0,6 2191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Trash box with GUGI- 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cl. C 250

제품 상세 설명



32

빗물관리 스포츠-체육시설토목 조경

RECYFIX®STANDARD 300

RECYFIX®STANDARD 300, class C 250

Type 01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350 292 725 1385 29,1 40870

T ype 010 with GUGI-Ductile iron mesh grating, 
MW 15/25, black, locked 1000 420 381 857 1385 33,20 40875

엔드캡 및 액세서리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01

End cap with vertical UPVC 
outlet, galvanised, type 01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01 - 360 340 1,8 40882
End cap with vertical UPVC outlet, galvanised, Type 01 - 360 340 2,3 40892
Mud bucket DN 150 - - 180 0,6 2191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Mud bucket DN 150

제품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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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레지던스 - 이스칸다르, 푸트리, 말레이시아

티가 레지던스 - 이스칸다르, 푸트리, 말레이시아



슬롯형 배수로(채널) - Slotted Channels

앤드 캡

아연도금 또는 

SUS 재질로 된 

커버

유럽 표준 EN 1433에 따른 

통합 앵글 하우징 채널 (PP재질)

이 채널은 현장 설치나 보관의 편의성를 위해

가조립되어 공급됨

 
정확한 설치를 위한

돌기와  홈이 있는 시스템

배출구 끝 막음 캡

파이프 연결이 가능하고, 

커버 장착 가능한 

침전물 수집 박스 

상 업시설

공 공시설

민간시설

빗물관리조경 스포츠-체육시설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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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Mercedes-Benz) 아레나,  베를린,  독일

Tycoon 프로젝트,  방콕,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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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 스포츠-체육시설토목 조경

Slotted Channel 100

RECYFIX®STANDARD 100

Type 01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Weight kg Item  
No.

Type 01 1000 146 130 92 1,9 48200
Type 010 1000 147 181 142 2,5 40321

그레이팅

Slotted Covers 100, neck height 160, class C 250

Asymmetric Access cover asymmetric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No. 
galvanised

Item-No. 
stainless 

steel
Asymmetric 1000 160 196 125 8,2 5725 5775
Access cover asymmetric 500 160 188 7,1 7,1 5756 5786
Extraction bail for access covers  
(2 pieces required) - 400 150 0,8 0,8 740 -

30 meter 이상 주문시 일반 사이즈보다 크거나 특별한 높이의 커버 공급이 가능합니다. 

SUS 재질의 품질은 CNS1.4301에 준합니다.  

배수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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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Slotted Channel 100

RECYFIX®STANDARD 100 Channels

End cap, closed  
for type 01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mud bucket 500 143 484 4,27 48253
End cap, closed for type 01 - 150 108 - 48081
End cap closed for type 010 - 150 160 - 40282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100 100 85 - 40293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Trash box wih mud bucket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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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 스포츠-체육시설토목 조경

Slotted Channel 150

RECYFIX®STANDARD 150

Type 01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Weight kg Item  
No.

Type 01 1000 198 188 225 2,7 41021

Slotted Covers 150, neck height 160, class C 250

Asymmetric Access cover asymmetric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No. 
galvanised

Item-No. 
stainless 

steel
Asymmetric 1000 210 196 125 8,9 452 462
Access cover asymmetric 500 210 188 7,9 7,9 476 486
Extraction bail for access covers  
(2 pieces required) - 400 150 0,8 0,8 740 -

30 meter 이상 주문시 일반 사이즈보다 크거나 특별한 높이의 커버 공급이 가능합니다. 

SUS 재질의 품질은 CNS1.4301에 준합니다.  

배수로(채널)

그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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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 bucket DN 150

Slotted Channel 150

RECYFIX®STANDARD 150 channels

End cap combined  
made of PP with outlet 
DN 70/100, Type 01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mud bucket and end cap 500 198 496 15,05 41062
End cap combined made of PP with outlet DN 70/100, Type 01 - 210 203 0,1 40191
Mud bucket DN 150 - - 180 0,6 2191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Trash box wih mud bucket
and end cap

액세서리



공 장/공단

대로변

상 업시설

RECYFIX®  NC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을 위한 선형 배수 시스템 (채널)

다양한 규격의 파이프와 

연결 가능한  

침전물 박스 

앤드 캡

유럽 표준 EN 1433에 따른 

통합 앵글 하우징 채널 (PP재질)

이 채널은 현장 설치나 보관의 편의성를 위해

가조립되어 공급됨

 

연성주철 재질의

다양한 그레이팅 

정확한 설치를 위한 

돌기와 홈이 장착된 시스템   

배출구 끝 막음 캡

빗물관리조경 스포츠-체육시설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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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르 주 메가 항만 프로젝트, 조호르, 말레이시아  

공업지대,  폴란드



빗물관리조경 스포츠-체육시설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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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NC 100

RECYFIX®NC 100, class E 600

Type 020 with ductile iron grating,  
SW 10, black, 8-fold bolt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0 mm, 8-fold bolted 1000 160 150 92 427 10,7 48770

Type 010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0 mm, 8-fold bolted 1000 160 200 142 427 11,6 48772

Type 020 with ductile iron grating,  
SW 10 mm, black, 8-fold bolted 1000 160 250 192 427 12,5 48776

Type 75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0 mm, 8-fold bolted 1000 160 75 35 427 10,2 48774

NEW

엔드캡과 액세서리

End cap closed 
for type 01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plastic bucket,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0 mm, class 
E 600, 4-fold bolted 500 160 504 8,34 48753

End cap closed for type 01 - 160 124 - 48681
End cap closed for type 010 - 160 176 0,1 47082
End cap made of PP with outlet DN 100 for type 010 - 160 201 0,1 47093
End cap made of PP, type 020 - 160 - 0,1 48683
End cap made of PP with outlet DN 100, type 020 - 160 - 0,1 48695
End cap Type 75 - 160 61 - 47097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100 100 85 - 40293
Step Fall Adapter for step slope, from type 01 to type 010, from type 010 to type 
020 174 98 92 0,2 48790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Trash box with plastic bucket,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0 
mm, class E 600, 4-fold bolted

제품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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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NC 200 NEW

엔드캡과 액세서리

RECYFIX®NC 200, class E 600

Type 010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8 mm, 8-fold bolt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0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8 mm, 8-fold bolted 1000 262 200 294 936 20,8 49572

End cap combined made 
of PP closed / with outlet 
DN 100, Type 01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galvanised bucket,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8 mm, 
class E 600, 4-fold bolted 500 262 752 35,2 49553

End cap combined made of PP closed / with outlet DN 100, Type 010 - 258 217 0,2 41387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100 100 85 - 40293
Mud bucket DN 150 - - 180 0,6 2191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Mud bucket DN 150
Trash box wih galvanised bu-
cket,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8 mm, class E 600, 
4-fold bolted

제품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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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ECYFIX®NC 300, class E 600

Type 010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8 mm,  
8-fold bolt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0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8 mm, 8-fold bolted 1000 362 360 873 1293 35,0 49872

엔드캡과 액세서리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010

End cap with horizontal 
UPVC-outlet DN 200, 
galvanised, Type 01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010 - 360 360 1,9 49783
End cap with horizontal UPVC-outlet DN 200, galvanised, Type 010 - 360 360 2,6 49791
Mud bucket DN 150 - - 180 0,6 2191

RECYFIX®NC 300 NEW

Mud bucket DN 150

제품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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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NC 400 NEW

RECYFIX®NC 400, class D 400

Type 010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8 mm,  
8-folt bolted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Drainage 
cross-sect. 

cm² 

Intake cross-
sect. cm²/m 

Weight kg Item  
No.

Type 010 with ductile iron grating, black,  
SW 18 mm, 8-folt bolted 1000 500 500 1640 1753 57,2 42421

엔드캡과 액세서리

End cap closed, 
type 010

End cap with horizontal 
UPVC - outlet DN 300, 
type 01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End cap closed, type 010 - 500 498 3,1 42481
End cap with horizontal UPVC - outlet DN 300, type 010 - 500 498 4,9 42487
Mud bucket vertical DN 100, black 100 100 85 - 40293
Mud bucket DN 150 - - 980 0,6 2191
Holesaw, Ø 102 mm, with tool holder for a driller - - - 0,6 980

Mud bucket DN 150

제품 상세 설명



RECYFIX®  MONOTEC
경량이면서 높은 안정성 - 토목공사를 위한 PP재질의 선형 배수 시스템(채널)  

배수로(채널) 시작부와 

끝단용 엔드캡 

(DN 100)

DIN EN 1433, CE 기준에 

부합하는 합성 PP 재질의

RECYFIX MONOTEC 배수로(채널)

 

DN 200파이프 연결이 가능한  

아연도금강 재질의 침전물 박스.                 

채널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합성

PP재질로된 분리가 가능한 그레이팅. 

다양한 채널과의 연결이 가능한

침전물 박스, 침전물 박스용 클로징 캡

 

배수로(채널) 시작부와 

끝단용 엔드캡

(DN 100).

주 차 장

주택, 주
거시설 

상 업시설

빗물관리조경 스포츠-체육시설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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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배수로를 위한 경사 어댑터 (Step Fall adaptors)
(RECYFIX MONOTEC 시스템용)

경사면

계단식으로 경사지게 배수로 설치시 :

RECYFIX MONOTEC 배수로(채널)를 계단형으로 경사지게 시공시, 

서로 다른 높이를 가진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경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RECYFIX MONOTEC용 경사 아답터는 첫째 배수로에서 

다음 단계 배수로로 이동될 때 상이한 높이의 공백을 메워

물의 배수를 원만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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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30

RECYFIX® MONOTEC Channels 100:

Type 280

RECYFIX®  

MONOTEC 100
Trash box

Type 380

경사 어댑터 경사 어댑터

RECYFIX®MONOTEC용 배수로 경사 어댑터 : 계단식 배수로 설용계

Step Fall Adapter for transition 
from type 230 to 280

Step Fall Adapter for transition 
from type 280 to 380



빗물관리조경 스포츠-체육시설토목

50

RECYFIX®MONOTEC 100, class D 400

Type 28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Intake 
cross-sect.

 cm²/m

Drainage 
cross-sect. 

cm²

Weight 
kg

Item No.

Type 230 1000 150 230 372 190,5 7,85 36000
Type 280 1000 150 280 372 245,5 8,63 36005

Type 380 1000 150 380 372 355,5 10,25 36015

RECYFIX®MONOTEC 100

Type 230

Type 38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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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230

침전물 박스(Trash box)

Trash box with  
galvanised bucket

Technical drawing,  
trash box with  
galvanised bucket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galvanised bucket 510 160 395 - 36045
Looking handle with screw for protection against vandalism - - - - 36098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230 - 216 283 - 36032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280 - 216 283 - 36037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380 - 216 283 - 36047
Closing cap with screw set, galvanised, for trash box/inspection box - 216 283 - 36023

Closing cap with  
screw set, galvanised

RECYFIX®MONOTEC 100 NEW

모든 침전물 및 검사 박스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듈로 사용하기 위하여, 끝 면이 개방된 채로 공장에서 제조된다:  

- 선택 1 :  한쪽 면 연결 채널 ; 동일한 채널높이(동일 타입)의 한 개의 연결 플레이트와 클로징 캡이 필요함.  

- 선택 2 :  양쪽 면 연결 채널 ; 동일한 채널높이(동일 타입)의 두 개의 연결 플레이트가 필요함.  

높은 안정성을 위한 
완전 일체형의 배수 시스템(채널) 

 거울 용접 공정*(mirror welding process)을 통하여  
 두 부분이 완전 일체형 채널이 되도록 제작된다.   

 견고성, 내강도 

 지속적이고 빈번한 교통량에 대한 저항력 

= 안전(Security)

* 거울 용접 공정중(mirror welding process), 연결부 표면(jointing surface)은  
 가열물질(=거울용접 공정)로 가열되어, 최종적으로 압축 성형됩니다

 모든 공정은 추가 접착 재료 없이 진행됩니다

 거울 용접 공정의 압축연결방법은 매우 뛰어난 견고성 가집니다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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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MONOTEC 100

검사용 박스(Inspection box)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Inspection box 520 160 388 - 36035
Looking handle with screw for protection against vandalism - - - - 36098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230 - 216 283 - 36032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280 - 216 283 - 36037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380 - 216 283 - 36047
Closing cap with screw set, galvanised, for trash box/inspection box - 216 283 - 36023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280

Inspection box Technical drawing,  
inspection box

Closing cap with  
screw set, galvanised

모든 침전물 및 검사 박스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듈로 사용하기 위하여, 끝 면이 개방된 채로 공장에서 제조된다:

- 선택 1 :  한쪽 면 연결 채널;  동일한 채널높이 (동일 타입)의 한 개의 연결 플레이트와 클로징 캡이 필요함.  

- 선택 2 :  양쪽 면 연결 채널;  동일한 채널높이 (동일 타입)의 두 개의 연결 플레이트가 필요함.

NEW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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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MONOTEC 100

엔드캡(End caps)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230

End cap with horizontal 
UPVC-outlet DN 100, 
galvanised, type 28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230 - 150 225 0,5 36080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280 - 150 275 0,6 36082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380 - 150 375 0,8 36086
End cap with horizontal UPVC-outlet DN 100, galvanised, type 230 - 150 225 - 36090
End cap with horizontal UPVC-outlet DN 100, galvanised, type 280 - 150 275 - 36092
End cap with horizontal UPVC-outlet DN 100, galvanised, type 380 - 150 375 - 36096

기타 액세서리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Step Fall Adapter for step slope, from type 230 to 280 510 125 112,5 0,7 36070
Step Fall Adapter for step slope, from type 280 to 380 510 125 162,5 0,8 36071

Step Fall Adapter for step slope, 
from type 230 to 280

Step Fall Adapter for step slope, 
from type 280 to 38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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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MONOTEC 200

RECYFIX®MONOTEC 200, class D 400

Typ 01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Intake 
cross-sect.

 cm²/m

Drainage 
cross-sect. 

cm²

Weight  
kg

Item No. 

Type 450 1000 250 450 656 746,1 16,2 36215

Typ 010Typ 010Type 450

NEW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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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MONOTEC 200

침전물 박스(Trash box)

Trash box with galvanised 
bucket

Technical drawing, trash 
box with galvanised 
bucket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Trash box with galvanised bucket 510 260 500 - 36245
Looking handle with screw for protection against vandalism - - - - 36298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450 - 316 283 - 36247
Closing cap with screw set, galvanised, for trash box/inspection box - 316 283 - 36223

모든 침전물 및 검사 박스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듈로 사용하기 위하여, 끝 면이 개방된 채로 공장에서 제조된다:

- 선택 1 :  한쪽 면 연결 채널;  동일한 채널높이 (동일 타입)의 한 개의 연결 플레이트와 클로징 캡이 필요함.  

- 선택 2 :  양쪽 면 연결 채널;  동일한 채널높이 (동일 타입)의 두 개의 연결 플레이트가 필요함. 

NEWNEW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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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FIX®MONOTEC 200

검사용 박스(Inspection box)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Inspection box 510 260 493 - 36235
Looking handle with screw for protection against vandalism - - - - 36298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450 - 316 283 - 36247
Closing cap with screw set, galvanised, for trash box/inspection box - 316 283 - 36223

Connection plate with 
screw set, galvanised, 
channel type 450

Closing cap with screw 
set, galvanised, for trash 
box/inspection box

Inspection box Technical drawing,  
inspection box

엔드캡(End caps)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450

End cap with horizontal 
UPVC-outlet DN 150, 
galvanised, type 450

Length 
mm

Width 
mm

Height 
mm

Weight 
kg

Item No. 

End cap closed, galvanised, type 450 - 250 445 1,7 36286
End cap with horizontal UPVC-outlet DN 150, galvanised, type 450 - 250 445 - 36296

모든 쓰레기 및 검사 박스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듈 부분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끝 면이 개방된 채로 공장에서 제조된다:

- 선택 1 :  한쪽 면 연결 채널;  동일한 채널높이 (같은 타입)의 한 개의 연결 판과 잠금 마개가 필요함.  

- 선택 2 :  양쪽 면 연결 채널;  동일한 채널높이 (같은 타입)의 두 개의 연결 판이 필요함

NEW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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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배수 용량 (Maximum hydraulic capacity)

강화 파이버 폴리프로필렌 (PP) 재질을 사용하여 좁은 채널 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타 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한 최대 배수 용량을 가집니다

NW 100, Type 230 

190.5
cm2 

NW 100, Type 280 

245.5
cm2

NW 100, Type 380 

355.5
cm2

NW 200, Type 450 

746.1
cm2

NW 200, Type 450 

746.1
cm2

약 45% 낮은 배수 용량,

다른 재질로 만든 일체형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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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hauraton.com

RECYFIX® 채널은 그레이팅이 가조립되어 현장으로 공급됩니다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작업자 한명이 팔레트에서 내리거나 쌓을 수 있습니다

재생 합성물 재질의 몸체는 시공 공정이 매우 용이합니다 

톱과 코어드릴등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몸체를 손쉽게 조각 맞춤, 절단, 관통작업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설치비용, 손쉬운 작업공정

조합 품목 (Combination items)

손쉬운 작업공정 (Easy processing)

경량의 제품으로, 

설치시에도 작업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줄어듭니다 

100 mm 폭, 1 meter의 채널 무게는 단 4kg입니다

경량 (Light weight)

CHANNEL = 4 KG

CRATE OF SODA = 16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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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설치비용, 손쉬운 작업공정 단계별 설치 공정 지침

설치할 위치에 도랑을 판다. 설치 라인을 따라 선을 팽팽하게 당기며  

배수로(채널)을 선에 따라 평평하게 내려놓는다. 

침전물 박스 또는 배출구 엔드캡에   

오수라인을 연결한다.

콘크리트로 양측면을 고정한다. 

콘크리트를 채우며 편평하게 고른다. 

채널의 최초 시작 지점에 

크로징 엔드캡을 설치한다. 

마감 공사 및 배관 연결  

중요 : 마지막 표면처리를 위한 포장공사는 

  항상 채널 상단부분을 기준으로   

  3 ~ 5 mm 높게 시공되어야 한다.

1 2 3

4 5 6

포장도로 설치공사

모든 상세 설치 지침은 www.hauraton.com 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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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수 시스템(채널)

 높은 용량의 배수처리 채널 시스템 

 고 하중 영역에 적합

 설치를 위하여 고가의 크레인 또는 장비가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CYFIX®HICAP®F

공항을 비롯한 최대 하중량과 넓은 지역을 위한 배수와 집수 시스템

Clas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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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quay 공항, 영국

  요구 조건  

다음과 같은 극한 조건의 배수 시스템

 높은 배수량 처리 

 고 하중

 넓은 영역

 정비가 제대로 안된 하수관 시스템

    적용 지역  

 주차지역

 슈퍼마켓 및 쇼핑센터

 보행 지역

 공항

 공단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항구

 순환도로 및 자동차 주행 테스트 도로

1   해결안

RECYFIX HICAP의 뛰어난 특징 :

 한 개의 구성품으로  배수 및 집수 

 다양한 폭의 시스템(채널) 선택가능

 모든 하중 class 및 모든 포장마감재에 적합      

 적은 수의 맨홀 및 배출구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균일하고 미려한 외관 제공

 일체형 그레이팅 

 고가의 배관작업 불필요

 뛰어난 배수 성능

 손쉬운 유지보수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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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트랙 및 필드 배수를 위한 고품질 시스템 

   워터 점프, 일단 / 삼단 뛰기, 모래 트랩, 경계표시 등에 

  적용되는 제품군 

모모 모모든 제품은 IAAF 표준규격을 부합

SPORTFIX®

모든 종류의 스포츠 시설을 위한 광범위한 제품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www.hauraton.com

  제품이 강하고 경량이므로 빠르고 손쉬운 설치 가능

 빗물을 직접 배수하는 효과 증가

 잔디층이 전체면적의 90% 이상일 때 사용 

RECYFIX®GREEN STANDARD

주차 지역에서의 빗물 흡수를 위한 벌집모양의 잔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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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10 mm벽 두께

 용이한 취급을 위한 스톱링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EN 858 또는 EN 1825 표준 규격에 부합

 넓은 개방부     

 경량 액체분리기를 위하여 :

  손쉬운 분리를 위한 자동 잠금 장치

  손쉬운 분리를 위한 융합 셀 

  시료 취수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확장

어떤 길이의 연장 파이프를 제공할 수 있음. 

Class A 또는 D 커버 공급가능.

AQUAFIX 10 PE 오일 분리기는 상세한 FE 분석을 따라 생산되었습니다.

최소 10 mm 벽 두께, 고품질 원재료의 조합, 최적화된 생산공정은 최고의 안정성을 보증합니다.

오일 분리기 (AQUAFIX®Separators)

폴리에틸렌 수지로 만든 “10 PE” 시리즈

엄격한 요구조건에 대한 손쉬운 해결안  

 

요약 :
 높은 안전도를 위한 10 mm 두께 벽 

 FE분석을 거친 최적화된 제조

 최적의 생산공정에 순수한 고품질의 원재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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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ATON GmbH & Co. KG 
Werkstraße 13 
76437 Rastatt 
Germany 
Tel. +49 7222 958 0 
Fax +49 7222 958 222 
info@hauraton.com
www.haura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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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ATON partner

비엘텍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607호

우편번호 : 07299

Tel  : 02-722-0760
Fax : 02-722-0763
Email : sales@bl tec.co.kr 

www.bl-t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