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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AVING
WATER REPELLENT

SHOCK RESISTANT
ANTI-BACTERIAL

PREFAB-SYSTEM
FOOD SAFE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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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OOd PROCESSINg, CLEAN ROOMS, SuPERMARkETS, CATERINg,PHARMACEuTICAL INduSTRIES,...

위생적인 벽 보호재

식품 업계, 클린 룸, 슈퍼마켓, 제약 업계 등을 위한 최고 위생적 설비



POLYSTO SANICOAT COVED SKIRTINGS AND KERBS - PROTECTION LEVEL 1 - 4

PROTECTION LEVEL  1
OP16F COVED

OP20F COVED

PROTECTION LEVEL 2

OP30F COVED

OP30RB WITH REBATE

OP30RB CLEAN ROOM WITH REBATE

PROTECTION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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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40 COVED

IP 30-40-50 WITH REBATE OR STRAIGHT

HPF COVED

PROTECTION 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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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F

PV15F PVC

OP10F 

PV8F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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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레벨 3 보호 레벨 4

보호 레벨 1 보호 레벨 2



MATERIALS - NATURAL, SANICOAT OR STAINLESS STEEL

INSTALLATION - MAINTENANCE - ACCESSORIES

FOOD SAFE SEALANT - SANISEAL

PolySto OP30F installed on  a concrete floor finished with Food Safe Sealant. PolySto OP30RB Sanicoat with epoxy floor coving applied into a rebate
and finished with PolySto Saniseal.

Save time and money!  
Open your factory faster by 
using the unique quick 
installed PolySto prefab system.

PolySto Hard Fix Glue: Hybrid polymer adhesive - fast drying, flexible, very strong, anti-mold and water proof.

PolySto Chemfix: A very strong 2-component epoxy adhesive to anchor PolySto kerbs , posts and barriers.

PolySto Sanicoat or Stainless Steel Cleaner: To maintain PolySto coved skirtings and kerbs.

PolySto Repair Kit: A 2-component gelcoat kit to repair PolySto Sanicoat kerbs.

PolySto Food Safe Sealant

1-component, ready to use neutral sealant with extra 

spectrum fungicide for a longer lifespan.

Available in white - transparent (grey) - Stainless Steel

PolySto Saniseal (chemical welding) creates a seamless 

transition by using a 2-component system which 

provides a very strong bond.

Available in white - transparent (grey) - Stainless Steel

Flexibility: 15%

Easy maintenance and repairs!
Complete set of products to 
maintain your PolySto kerbs in 
the future.

INTERNAL CORNERS

DOOR ENDPIECE LEFT/RIGHT OP30SF SMALL 
(TO BE PLACED BEHIND SLIDING DOOR) 

EXTERNAL CORNERS

STAINLESS STEEL
The complete PolySto range is available in high quality AISI 304L Stainless Steel 
finish. Any other thickness or quality is available on demand. 
End pieces and corners are pre welded for a perfect and smooth finish.

NATURAL 
PolySto Natural kerbs are the perfect food safe kerbs, they are smooth, impact 
and water resistant. These kerbs are purely made of polymer composite with-
out extra coating which makes them stronger and more economically. 

SANICOAT
PolySto Sanicoat is an impact resistant, smooth gelcoat which is resistant to 
continuous water exposure.
PolySto Sanicoat is very easy to clean with all regular food  and clean room 
industry cleaning products.

폴리스토 내츄럴 커브는 완벽한 식품 안전용 커브로, 부드럽고, 단단하고방수가 됩
니다. 이 커브는 코팅을 하지 않은, 완전한 고분자 복합체로 만들어져 더욱 경제적이
고 강합니다.

폴리스토 새니코트는 내충격성의, 부드러운 젤코팅이 된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수분
에 노출된 곳에 적합합니다.
폴리스토 새니코트는 스탠다드 식품 산업 및 클린룸의 산업용 세척 제품으로 매우 
쉽게 세척이 됩니다.

시간과 소비의 절약
빠르고 독특한 폴리스토의 조립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장 가동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정비와 보수
나중의 보수를 위한 완전한 제품 
세트가 있습니다.  

PolySto 식품 안전 실런트

하이브리드 폴리머 접착- 빠른 건조, 유연성, 매우 강함, 곰팡이 방지 및 방수

1-성분으로, 뉴트럴 실런트에 추가적 스펙트럼 살균제가 더해져 
더 오래 지속 됩니다.
흰색 및 투명(회색), 스테인리스스틸로 가능합니다.

폴리스토 제품의 구부러진 커브 및 스커팅 정비

폴리스토 새니코트 커브를 보수하기 위한 2-요소 젤코트 킷

PolySto Saniseal (화학적 웰딩)

폴리스토 커브 및 포스트, 배리어 고정장치에의 매우 강한 2-성분 에폭시 접착

2-성분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음매 없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
고, 매우 강하게 본딩 됩니다. 
흰색 및 투명(회색), 스테인리스스틸로 가능합니다.

유연성:

폴리스토의 진정한 능력은 고퀄러티 AISI 304L 스테인리스 스틸 피니싱으로 완성됩
니다. 다른 두께나 퀄러티도 주문 제작 가능합니다.
코너와 끝마무리를 완벽하고 부드러운 피니싱으로 프리 웰딩 합니다.

식품 안전 실런트

설치 - 보수 - 악세서리

내추럴, 새니코트, 스테인리스스틸 



A polyethylene strip installed on 
a kerb is the perfect heavy impact 
protection for areas with high
internal traffic and constant impacts.

A polyethylene strip can quickly be 
fitted to our PolySto kerbs  using the 
selfadhesive tape on the back of the 
strip or by mechanical fix using stain-
less steel screws.

POLYSTO POLYETHYLENE WALL PROTECTION - PE500

POLYSTO EXTREME IMPACT

Fixed with self adhesive tape or Stainless Steel screws with cover caps.

Our PolySto polyethylene wall protection is available is all dimensions and RAL-colours.

Quality: Minimum PE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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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Sto OP20F installed on a concrete floor with PE strip.

PolySto OP30F installed on a tiled floor with 
optional extreme impact (selfadhesive).

PolySto OP30RB (optional extreme impact) with epoxy floor coving applied in to a rebate and red and blue  
PE wall strips.
 

커버 캡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류나 셀프 접착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폴리스토 폴리에틸렌 벽 보호재는 모든 사이즈와 RAL 색상으로 다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PE 스트립과 설치된 폴리스토 OP20F
에폭시 바닥 코브가 리베이트 및 빨강 파랑 PE 벽 스트립으로 설치된 폴리스토 OP30RB (옵션 최강 임팩트)

커브에 설치되는 폴리에틸렌 스트립은 내부
의 많은 트래픽과 지속적인 충격, 강한 임팩
트에도 완벽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스트립 뒤에 셀프 접착 테이프나 스테인리스 스
틸 나사를 사용하여, 폴리에틸렌 스트립을  폴
리스토 커브에 재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강 임팩트 옵션으로 타일 바닥에 설치된 
폴리스토 OP30F (셀프 접착)

최강 임팩트

폴리에틸렌 벽 보호재



POLYSTO STAINLESS STEEL  SAFETY POSTS

POLYSTO STAINLESS STEEL SAFETY BARRIERS

Protect your building, doors and 
other important fixtures by
 fitting PolySto Stainless Steel 
safety posts.

PolySto Stainless Steel posts and 
barriers can be filled with 
Polymer Composite or concrete 
to provide extra protection 
against heavy impacts.

PolySto Stainless Steel barriers 
provide the perfect protection 
for sliding doors and gates.

Quality: AISI 304L

Standard diameter:
104 mm and 204 mm

Other dimensions are possible!

Finishing: Matt - gloss - brushed

BUILT IN 

BUILT IN 

FIXED ON

FIXED ON
Finishing: Matt - gloss - brushed

PolySto’s impact prevention systems protect your important fixtures using technically advanced
and aesthetically attractive solutions. The surfaces of all our safety devices are rust-proof and finished in 
special weather resistant paints. High-reflection colours ensure maximum visibility even at night. 
And stability is guaranteed by robust anchoring systems.

POLYSTO IMPACT PREVENTION SYSTEMS

PolySto built in Stainless Steel posts and OP10F installed on a concrete floor.

PolySto built in Stainless Steel posts and barrier and OP30RB Sanicoat with granite
floor coving applied into a rebate.

PolySto PMA (left) and PML (right) installed on a concrete floor.

폴리스토 스테인리스 스틸 배리어는 
슬라이딩 도어 및 게이트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폴리스토의 충격 방지 시스템은 고객의 중요한 고정물들을 최첨단 기술과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보호해줍니다. 
폴리스토의 모든 안전 장치 표면은 녹 방지와 특수 기후 조건에 강한 페인트로 피니싱 되었습니다. 높은 반사율을 지닌 색상은 
밤에도 최대 가시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robust anchoring systems 덕분에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폴리스토 스테인리스스틸 안전 포
스트를 이용하여 빌딩, 문, 중요한 
설비를 보호하세요.

폴리스토 스테인리스 스틸포스트 
및 배리어는 고분자 복합재나 콘크
리트로 채워서 강한 충격에 더욱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스틸 안전 포스트

스테인리스스틸 안전 배리어

충격 방지 시스템

피니싱: 매트 - 글로스 - 브러싱

다른 사이즈도 가능합니다.

퀄러티:

104 mm 및 204 mm
기본형 지름:

피니싱: 매트 - 글로스 - 브러싱 폴리스토 스테인리스스틸 포스트와 배리어 및 OP30RB 새니코트에 리베이트 안
으로 coving된 화강암 플로어 



Hygienic Wall Protection

CHARACTERISTICS

APPLICATIONS
Meat Processing Industry - Abbatoirs - Fish Processing Industry - Dairy Industry - Beverage Industry - 
Fruit and Vegetable Industry - Confectionary Industry - Supermarkets - Freezers - Logistics - Catering - 
Retail Shops - Restaurants - Pharmaceutical Industry - Hospitals - Industrial Bakeries - Cosmetics - 
Tobacco - Chemical Industry - Blast Freezers - Electronical industry,... 

PolySto bvba - Maesbossen 3 - BE 9160 Lokeren - Tel.: (0032) 9 33 77 66 0 - Fax: (0032 9 33 77 66 9) - info@polysto.com

PolySto IP40F Sanicoat installed on a concrete floor and Stainless Steel posts and barrier 
built in a concrete floor.

PolySto OP20F Stainless Steel installed on an epoxy floor.

PolySto OP30F, OP30SF Sanicoat and polyurethane post installed on an epoxy floor. PolySto OP30RB with granite floor coving applied into a rebate.

creates a seamless 

) 

육가공 산업 - 수산물 가공 산업 - 유제품 산업 - 음료수 산업 - 과일 및 채소 관련 산업 - 제과 산업 - 슈퍼마켓 - 냉동 - 물류 - 케이터링 -
소매 가게 - 레스토랑 - 제약 산업 - 병원 - 제빵 산업 - 코스메틱 - 담배 - 화학 산업 - 전자 기기 산업.... 

폴리스토 IP40F 새니코투를 콘크리트 플로어 위로 설치하고 빌트인 스테인리스스틸 포스트 
및 배리어를 설치.

폴리스토 OP20F 스테인리스스틸을 에폭시 플로어 위로 설치.

폴리스토 OP30F, OP30SF 새니코트 및 폴리우레탄 포스트를 에폭시 플로어 위로 설치. 폴리스토 OP30RB 에 리베이트 안으로 coving된 화강암 플로어 

영동E&TS - 서울 서초구 언남11길 34-2 영동빌딩 - Tel: 02-2695-915 - ydtech@ydents.com - yden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