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FGN200300L 제품코드 SAT-CCPGN200300L 제품코드 SAT-CCLGN200300L

사이즈 Ø200*300 사이즈 Ø200*300 사이즈 Ø200*30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LTN200300L 제품코드 SAT-CCPN130100LNO 제품코드 SAT-CCTN130NO

사이즈 Ø200*300 사이즈 Ø130*100 사이즈 Ø13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EN130NO 제품코드 SAT-CCVN130NO 제품코드 SAT-CCPTN100200S

사이즈 Ø130 사이즈 Ø130 사이즈 Ø13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 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HCCV20080S 제품코드 SAT-HCCV200150S 제품코드 SAT-CCVN25S

사이즈 80A-60KG 사이즈 150A-80KG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600 사용온도(℃) -40 ~ 6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동파방지 Pot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Level Transmitter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Pip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Te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Elbow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Flow Gauge 커버 동파방지 Press Gauge 커버 동파방지 Level Gauge 커버

자켓소재 자켓소재 자켓소재

동파방지 밸브커버 25A 

자켓소재

 컨트롤 밸브 단열커버  

자켓소재

 컨트롤 밸브 단열커버  

자켓소재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TN130SNO 제품코드 SAT-CCEN130SNO 제품코드 SAT-CCPN130L1000NO

사이즈 Ø130 사이즈 Ø130 사이즈 Ø13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VN130S 제품코드 SAT-CCVN25S 제품코드 SAT-CCPHN95L130

사이즈 Ø13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사이즈 Ø95*13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두께(㎜) 1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LTN80L100 제품코드 SAT-CCPRGN90L160 제품코드 SAT-CCACSN120L240

사이즈 Ø80*100 사이즈 Ø90*160 사이즈 Ø120*24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 10 두께(㎜) 10 두께(㎜)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ACSN170L360 제품코드 SAT-CCFIT1111BSPC 제품코드 SAT-CCPIT1361SPC

사이즈 Ø170*360 사이즈 및 구성 배관 Ø175*3.4m 사이즈 및 구성 배관 Ø175*1.6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동파방지 PH미터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충돌방지 센서 B 커버 FIT1111B 동파방지 커버 PIT1361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자켓소재 자켓소재

동파방지 레벨 발신기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AIR 퍼지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충돌방지 센서 A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밸브커버 Ø130

자켓소재

동파방지 밸브커버 25A 

자켓소재

동파방지 Tee 커버 Ø130 동파방지 엘보 커버 Ø130

자켓소재 자켓소재

동파방지 단관 커버 Ø130

자켓소재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1160SPC 제품코드 SAT-CC1118SPC 제품코드 SAT-CC1130SPC
사이즈 및 구
성

배관 Ø175*9m 사이즈 및 구성 배관 Ø175*6.5m 사이즈 및 구성 배관 Ø175*7.8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1177ASPC 제품코드 SAT-CCLIT1160ASPC 제품코드 SAT-CCLIT1160BSPC

사이즈
및 구성

박스 200*200*500
배관 Ø175*4m

사이즈
및 구성

박스 400*400*600
배관 Ø175*2.9m

사이즈
및 구성

박스 400*400*600
배관 Ø175*2.9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LIT1130ASPC 제품코드 SAT-CCLIT1100ASPC 제품코드 SAT-CCLIT1130BSPC

사이즈
및 구성

박스 300*300*600
배관 Ø175*3.8m
배관 Ø350*0.8m

사이즈
및 구성

박스 200*200*350
배관 Ø175*3.5m
배관 Ø350*0.7m

사이즈
및 구성

박스 200*200*500
배관 Ø175*2.5m
배관 Ø350*0.6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FIT1111ASPC 제품코드 SAT-CCPIT1001SPC 제품코드 SAT-CCLIT1100BSPC

사이즈
및 구성

박스 200*200*800
배관 Ø175*1m

사이즈
및 구성

배관 Ø175*5.4m
사이즈
및 구성

배관 Ø175*5.2m
배관 Ø350*0.6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LIT1160B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LIT1130A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LIT1100A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LIT1130B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1177A 동파 방지 커버 

자켓소재

LIT1160A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FIT1111A 동파방지 커버 PIT1001 동파방지 커버 LIT1100B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자켓소재 자켓소재

1160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1118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1130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FIT1147ASPC 제품코드 SAT-HCRDR200ASPC 제품코드 SAT-HCRDR200BSPC

사이즈
및 구성

배관 Ø175*4.7m
배관 Ø350*0.6m

사이즈 Ø240*290 사이즈 Ø240*29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 10 두께(㎜)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CHVBVN50S 제품코드 SAT-CCMNVN65S 제품코드 SAT-CCMNVEXPN65S

사이즈 50A 사이즈 65A 사이즈 65A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MNVN80S 제품코드 SAT-CCBUFVN80S 제품코드 SAT-CCBUFVN100S

사이즈 80A 사이즈 80A 사이즈 100A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CHVN125S 제품코드 SAT-CCGLVN125S 제품코드 SAT-CCBUFVN125SI

사이즈 125A 사이즈 125A 사이즈 125A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FIT1147A 동파방지 커버 동파방지 레이저 센서 커버 A형 동파방지 레이저 센서 커버 B형

자켓소재 자켓소재 자켓소재

동파방지 CHECK, BALL_폐수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BALL-MANUAL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BALL-MANUAL & EXPANTION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BALL-MANUAL-PLASTIC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BUTTERFLY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BUTTERFLY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CHECK VALVE 커버 동파방지 GLOBE-AUTO VALVE 커버 동파방지 BUTTERFLY VALVE 커버

자켓소재 자켓소재 자켓소재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CHVN50S 제품코드 SAT-CCMNVN50S 제품코드 SAT-CCMNVN100S

사이즈 50A 사이즈 50A 사이즈 100A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mm)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MNVN50S 제품코드 SAT-CCGTVN100S 제품코드 SAT-CCSQB263130M

사이즈 50A 사이즈 100A 사이즈 32A(함석 사이즈 제작)
260*310*300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10 두께(mm) 10 두께(㎜)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SQB354540M 제품코드 SAT-HCCHVST300300S 제품코드 SAT-HCCHVSW300300S

사이즈 80A(함석 사이즈 제작)
350*470*400

사이즈 300A(스트레이트타입) 사이즈 300A(스윙타입)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세라크울 단열재 에어로젤, 세라크울

두께(㎜) 10 두께(mm) 30 두께(mm) 3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300 사용온도(℃) -40 ~ 3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HCCV30080S 제품코드 SAT-CCKSS24SPC 제품코드 SAT-CCKSS16SPC

사이즈 80A 사이즈 24가닥*0.5m 사이즈 16가닥*0.5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세라크울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mm) 30 두께(㎜) 10 두께(㎜) 10

사용온도(℃) -40 ~ 3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KR Slag Skimmer LINE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KR Slag Skimmer LINE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CONTROL VALVE  단열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GATE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GATE VALVE 커버

자켓소재

CHECK VALVE  단열커버

자켓소재

CHECK VALVE  단열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BALL MANUAL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GATE VALVE 커버

자켓소재

동파방지 CHECK VALVE 커버 동파방지 MANUAL VALVE 커버 동파방지 MANUAL VALVE 커버

자켓소재 자켓소재 자켓소재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KSS8SPC 제품코드 SAT-CCHDL12SPC 제품코드 SAT-CCHDL10SPC

사이즈 8가닥*0.5m 사이즈 12가닥*0.5m 사이즈 10가닥*0.5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 10 두께(㎜) 10 두께(㎜)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HDL8SPC 제품코드 SAT-CCHDL4SPC 제품코드 SAT-CCHDL2SPC

사이즈 8가닥*0.5m 사이즈 4가닥*0.5m 사이즈 2가닥*0.5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 10 두께(㎜) 10 두께(㎜) 1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색상 회색 색상 회색

품     명 사     양

제품코드 SAT-CCPCV250L2500

사이즈 Ø250*2.5m

실리콘 코팅 유리섬유

테프론코팅 유리섬유

단열재 에어로젤

두께(㎜) 10

사용온도(℃) -40 ~ 200

색상 회색

배관 밸브 SET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Hood Dampper Line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Hood Dampper Line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KR Slag Skimmer LINE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Hood Dampper Line 동파방지 커버 Hood Dampper Line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자켓소재

Hood Dampper Line 동파방지 커버

자켓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