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규격의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

식품, 음료 산업, 화학, 제약 및 건설업 등 업계 전반

정밀한 소형 바닥 배수구
표준형 트렌치 및 좁은 폭 트렌치
곧고 매끄러운 면 처리
맨홀 커버
소형 소모품 및 건축 부품
식품 산업 기기
마감 높이 조절 가능 부품

바닥 배수구

다양한 종류의 바닥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라인

커버 사이즈

방향: 수직 및 수평

사각형 타입 150x150 mm 부터 400x400 mm 까지

직경 사이즈: D50, D75, D110, D160, D200 mm

원형 타입 직경 160 mm 부터 300 mm까지

그레이팅

구성

상부 하중 및 물 흡입량에 따름: 타공, 격자, 그물망, 플레이트

기본 부품

원자재

마감 높이 조절 가능 부품

- AISI 304, AISI 316L, AISI 316Ti

악세서리

다른 규격은 문의 바랍니다.

트랩, 필터 바스켓, 침전물 통, 여과기

트렌치
맨홀 커버

표준형 및 좁은 폭 트렌치
표준형 트렌치는 바닥의 물을 배수하거나 하수도로 배
출하는데 쓰입니다.
식품 처리 공장 (양조장, 도축장 등) 화학 공장, 식당, 병
원 등에 적합합니다.
좁은 폭 트렌치는 많은 양의 하수가 필요치 않은 표면
배수를 위한 심플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기기의 결로 현상이나 에어컨 사용에서 생기는 적은 양
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입니다: 베이커
리, 유제품공장 및 수영장 등

트렌치 사이즈: 폭, 길이, 깊이 및 경사와 배수구 개수,
격자 타입은 프로젝트에 따라 맞춤 제작됩니다.
설계 초반 단계의 디자인 부터 제작 과정, 제품 설치까
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품 데이터 자료는 요청
시 보내드립니다.

맨홀 커버
.맨홀 커버는 산업 현장과 공공 장소 (가게, 전

시회장,
식당,
물류창고
등)에서
쓰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으로 제작, 설치 가능
합니다.

식품 산업에서의 다양한 소형 소모품 및 건축 부품

소형 건축 부품

주문 제작 및 정밀 시공

계단 디딤판, 챌판 및 계단참- 모든 종류의 건축 프로젝트
에 사용됩니다.

생산 라인, 용기, 탱크 및 지붕 등과 같은 집기류 및 부
품들을 주문 제작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높은 수준의 내식성과 강도
를 자랑하며,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증합니다.

또, 규격화 되어 나와있는 제품들에서도 변형이 가능
합니다.

식품 산업 기기

전문 엔지니어들이 필요 부품에 대하여 설계 부터 제
작 및 설치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식품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테이블 및 캐비넷 테이블 디스펜서, 휴지통 등의 가구 용
품 및 세면대와 싱크 등의 위생 용품,

트롤리, 육류용 용기, 컨테이너 등의 운반 용품

CONTACT INFORMATION
ATT Sp. z o. o.
ul. Albatrosów 16c,
30-716 Kraków, Poland
tel.: +48 12 290 29 30
fax: +48 12 290 29 31
att@att.eu, www.at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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