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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고 혁신적인 케이블과 파이프 씰링 제품



Roxtec 씰링 시스템
단 몇 가지의 구성품만으로 Roxtec 씰링 솔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과 원형 프레임 
솔루션뿐만 아니라 키트로 구성된 제품도 있습니다. 

프레임 모듈 웨지

스테이플레이트 윤활유

사각형 프레임 솔루션

원형 프레임 솔루션

프레임 씰* 슬리브**

모듈 윤활유

*단일 케이블과 파이프 솔루션
**선택사항

roxtec.com



다수의 케이블과 파이프용 관통 장비

S 프레임 SF 프레임 SK 프레임 SBTB 프레임 SRC 프레임 SFHM 프레임

GHM 프레임 GH FL100 프레임 GH 프레임 G 프레임 GKO 프레임 B 프레임

Swan Neck 프레임 ComShelt™ 프레임 KFO 프레임 ComPlus 프레임

H 씰 R 프레임

R X 키트 SLA R 키트

플랜지가 있(없)는 
슬리브

RM 모듈 씰링 키트

웨지/웨지 키트 스테이플레이트

윤활유

GE 확장 프레임 주조 몰드 
주조 구조물

DD 커버 씰링 스트립/개스킷

SE PPS 확장 
프레임

사각형 프레임

원형 프레임/씰 씰링 컴포넌트 부속품



단일 케이블과 파이프용 관통 장비

RS 씰 RS OMD 씰

Sleev-it™  
방수용 씰

Sleev-it™  
이형질 이음관

RS X 키트 SPM™ 씰

SLA RS 키트 플랜지가 있(없)는 
슬리브

RS PPS/S 씰 RS PPS 씰

SL PPS 슬리브 SLFO/RI 슬리브

Sleev-it™  
방화용 씰

지중관로구 씰링 솔루션

Knock-out 
슬리브

RS UG™ 씰 H UG™ 씰 R UG™ 프레임 RM UG™ 모듈 윤활유

설치 도구 및 부속품

케이블 스트랩

Roxtec 웨지 풀러

스트랩 조임 도구

RG M63 설치 도구

Pre-compression 
wedge

스테이플레이트 
클램프

Pre-compression 
tool

스테이플레이트 클립

Pre-compression 
eccentrice tool

Pre-compression 
handgrip tool

모듈규격 선정 도구

원형 프레임/씰

원형 프레임/씰 씰링 구성품

모듈 홀더 공구



ComSeal™ 키트 ComSeal™ AISI 316 
키트

CF 8/32 키트 CF 16 키트 CF 24 키트 EzEntry™ 키트 

HD 키트 C ComShelt™ 키트 C KFO 프레임

판넬용 씰링 솔루션

CRL 씰 C RS T 씰 RG M63 씰

CM 모듈 C 웨지/웨지 키트 C 스테이플레이트 윤활유

사각형 프레임

원형 프레임/씰

씰링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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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xtec® 및 Multidiameter®는 스웨덴 외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Roxtec 등록 상표입니다.

안전을 고려한 유연한 
솔루션
Roxtec 표준 씰링 솔루션을 확인하세요. 
roxtec.com/kr에서 안전성을 갖춘 혁신적인 
제품과 구성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작과 검사, 공급도 가능합니다.

Roxtec Multidiameter™는 한 겹씩 
벗겨내어 다양한 규격의 케이블과 파이프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다양한 규격의 케이블과 파이프를 장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구성품으로 완벽하게 운영 
성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Roxtec Multidiameter™
Roxtec은 케이블과 파이프 치수에 관계없이 완벽한 씰링을 보장합니다. Roxtec이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설계, 설치, 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뒤늦은 변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막고 재고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분 모듈로 케이블과 파이프를 추가 
설치하고 다수의 케이블과 파이프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www.roxtec.co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