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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합성목재 휀스

W-1008 (H1,200㎜×W2,000㎜)

W-1002 (H2,000㎜×W2,000㎜) 가림막형

SW-1002W (H1,200㎜×W2,000㎜) 가림막형 SW-1008W (H1,200㎜×W2,000㎜)

W-3000R (H500㎜×W2,000㎜) 

W-1002 (H1,800㎜×W2,000㎜) 가림막형

SW-1002S (H1,200㎜×W2,000㎜) 가림막형 SW-1008S (H1,200㎜×W2,000㎜) 



W-4000 (H1,950㎜×W1,500㎜)

친환경 합성목재 폐쇄형,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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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000대문 (H1,800㎜×W4,000㎜)

W-1002외문 (H1,800㎜×W1,000㎜) W-1002대문 (H1,800㎜×W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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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합성목재 복합휀스 (합성목재＋스틸디자인,  합성목재+AL-케스팅휀스)

HD-1004W (H1,200㎜×W2,000㎜)

HD-1002W (H1,200㎜×W2,000㎜)

HD-2003S (H1,200㎜×W2,000㎜)

HD-2004S (H1,200㎜×W2,000㎜)

HA-1002S (H1,200㎜×W2,000㎜)

HA-1001S (H1,200㎜×W2,000㎜)

HA-1003S (H1,200㎜×W2,000㎜)            

HA-1006W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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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합성목재 (난간 / 데크)

HN-3002W (H1,200㎜×W2,000㎜)

HN-3001W (H1,200㎜×W2,000㎜)                 HN-4002W

HN-4001W (H1,200㎜×W2,000㎜)                 HN-4003W

난  간 데  크(25T×150㎜주문형)



캐슬휀스

DJS-02-02 (H1,200㎜×W2,000㎜)

DJS-02-11 (H1,200㎜×W2,000㎜)

DJS-03-02 (H1,200㎜×W2,000㎜)

DJS-02-03 (H1,200㎜×W2,000㎜)

DJS-02-12 (H1,200㎜×W2,000㎜)

DJS-03-03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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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휀스

DJS-03-11 (H1,200㎜×W2,000㎜)

DJS-04-01 (H1,200㎜×W2,000㎜)

DJS-05-11 (H1,200㎜×W2,000㎜)

DJS-03-12 (H1,200㎜×W2,000㎜)

DJS-04-11 (H1,200㎜×W2,000㎜)

DJS-05-12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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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휀스

DJS-06-01 (H1,200㎜×W2,000㎜)

DJS-06-03 (H1,200㎜×W2,000㎜)

DJS-06-05 (H1,200㎜×W2,000㎜)

DJS-06-02 (H1,200㎜×W2,000㎜)

DJS-06-04 (H1,200㎜×W2,000㎜)

DJS-06-06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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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휀스

DJS-02-21 (H1,200㎜×W2,000㎜)

DJS-02-31 (H1,200㎜×W2,000㎜)

DJS-02-22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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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02-23 (H1,200㎜×W2,000㎜) DJS-02-24 (H1,200㎜×W2,000㎜)

DJS-02-32 (H1,200㎜×W2,000㎜)



캐슬휀스

DJS-03-22 (H1,200㎜×W2,000㎜)

DJS-03-24 (H1,200㎜×W2,000㎜)

DJS-03-21 (H1,200㎜×W2,000㎜)

DJS-03-23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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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02-33 (H1,200㎜×W2,000㎜) DJS-02-34 (H1,200㎜×W2,000㎜)



DJS-03-31 (H1,200㎜×W2,000㎜)

캐슬휀스

DJS-06-31 (H1,200㎜×W2,000㎜)

DJS-06-21 (H1,200㎜×W2,000㎜)

DJS-03-33 (H1,200㎜×W2,000㎜)

DJS-06-32 (H1,200㎜×W2,000㎜)

DJS-06-22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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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틱

H-1004 (H1,300㎜×W2,750㎜)    

H-1002 (H1,300㎜×W2,750㎜)  

H-1001 (H1,300㎜×W2,750㎜)  

H-2003 (H1,200㎜×W2,750㎜)  

H-2002 (H1,200㎜×W2,750㎜)  

H-2001 (H1,200㎜×W2,750㎜)  

하이라운드형 반달형



하이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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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004 (H1,200㎜×W2,750㎜)    

H-3002 (H1,200㎜×W2,750㎜)  

H-3001 (H1,200㎜×W2,750㎜) 

H-4004 (H1,200㎜×W2,750㎜)  

H-4002 (H1,200㎜×W2,750㎜)  

H-4001 (H1,200㎜×W2,750㎜)  

도시형 전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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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틱

H-5003 (H1,200㎜×W2,750㎜)   

H-5002 (H1,200㎜×W2,750㎜)  

H-5001 (H1,200㎜×W2,750㎜)   

H-6004 (H1,300㎜×W2,750㎜)    

H-6002 (H1,300㎜×W2,750㎜)  

H-6001 (H1,300㎜×W2,750㎜)   

수평형 보급형



하이스틱 / 가림막형, 폐쇄형 (전원형, 수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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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001 (H1,800㎜×W2,750㎜)

H-7005 (H1,500㎜×W2,750㎜)  

H-7003 (H2,000㎜×W2,110㎜)  

H-7002 (H1,500㎜×W2,750㎜)  

H-7006 (H1,800㎜×W2,750㎜)  

H-7004 (H2,500㎜×W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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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틱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한국전력, 아파트 재활용 공동집하장 

남해 창선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H1,800㎜×W2,110㎜) 한국전력 서인천 (H1,800㎜×W2,000㎜)  

한국전력 대구 (H1,800㎜×W2,000㎜)   

한국전력 파주 (H1,800㎜×W2,000㎜)  아파트 재활용 공동집하장 H-9001 (H1,700㎜×W2,110㎜)   

아파트 재활용 공동집하장 H-9006 (H2,000㎜×W2,110㎜)   



하이스틱 / 양면 폐쇄형, 가림막형, 폐쇄형 (반달형, 하이라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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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702 (H1,500㎜×W2,750㎜)   

H-8006 (H3,000㎜×W1,500㎜)   

H-8801 (H1,500㎜×W2,750㎜)   

하이스틱 계단형

H-8003 (H2,000㎜×W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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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틱 

H-1103 (H1,300㎜×W2,110㎜)    

H-1102 (H1,300㎜×W2,110㎜)   

H-1101 (H1,300㎜×W2,110㎜)  

H-2103 (H1,200㎜×W2,110㎜)    

H-2102 (H1,200㎜×W2,110㎜)  

H-2101 (H1,200㎜×W2,110㎜)    

하이라운드형 플러스 반달형 플러스



21page

하이스틱

H-4103 (H1,800㎜×W2,110㎜)   

H-4102 (H1,200㎜×W2,110㎜)   

H-4101 (H1,200㎜×W2,110㎜)   

H-5103 (H1,200㎜×W2,110㎜)    

H-5102 (H1,200㎜×W2,110㎜)  

H-5101 (H1,200㎜×W2,110㎜)    

전원형 플러스 수평형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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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틱

H-0103 (H1,000㎜×W2,000㎜) 

H-0102 (H1,000㎜×W2,000㎜) 

H-0101 (H1,000㎜×W3,000㎜)    

H-0203 (H600㎜×W2,050㎜)  

H-0202 (H700㎜×W2,050㎜) 

H-0201 (H500㎜×W2,050㎜) 

벽볼삽입형 잔디보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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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301 (H1,200㎜×W1,000㎜)   H-0303 (H1,200㎜×W3,000㎜)  

H-0302 (H1,500㎜×W1,200㎜)   H-0304 (H1,700㎜×W2,000㎜)  

H-0305 (H1,200㎜×W3,000㎜) H-0306 (H1,800㎜×W2,000㎜) 

하이스틱 /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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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001 (H1,000㎜×W2,000㎜)  

AL-005 (H1,100㎜×W1,980㎜)  

AL-003 (H900㎜×W1,280㎜)  

AL-007 (H1,200㎜×W2,000㎜)  

AL-009 (H1,200㎜×W2,000㎜)  

AL-002 (H1,100㎜×W2,000㎜)  

AL-006 (H1,100㎜×W2,080㎜)  

AL-004 (H1,100㎜×W2,000㎜)  

AL-008 (H1,200㎜×W2,000㎜)  

AL-010 (H1,100㎜×W2,080㎜)  

AL캐스팅 휀스 



25page

AL캐스팅 휀스 

AL-011 (H950㎜×W1,430㎜)  

AL-015 (H1,200㎜×W2,000㎜)  

AL-013 (H1,100㎜×W2,000㎜)  

AL-017 (H1,100㎜×W2,000㎜)  

AL-021 (H1,200㎜×W2,000㎜)  

AL-012 (H1,200㎜×W2,000㎜)  

AL-016 (H1,500㎜×W2,000㎜)  

AL-014 (H1,000㎜×W2,000㎜)  

AL-018 (H1,100㎜×W2,000㎜)  

AL-022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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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023 (H1,200㎜×W2,000㎜)  

AL-027 (H1,100㎜×W2,000㎜)  

AL-025 (H1,200㎜×W2,000㎜)  

AL-029 (H1,100㎜×W2,000㎜)  

AL-024 (H1,200㎜×W2,000㎜)  

AL-028 (H1,200㎜×W2,000㎜, H1,500㎜×W2,000㎜)  

AL-026 (H1,200㎜×W2,000㎜)  

AL-030 (H1,200㎜×W2,000㎜)  

AL캐스팅 휀스 



AL-031 (H1,100㎜×W2,000㎜)  AL-032 (H1,2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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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033 (H1,200㎜×W2,000㎜, H1,500㎜×W2,000㎜)  

AL-037 (H1,200㎜×W2,000㎜)  

AL-035 (H1,200㎜×W2,080㎜)  

AL-034 (H1,200㎜×W2,000㎜)  

AL-038 (H1,200㎜×W2,000㎜)  

AL-036 (H1,200㎜×W2,000㎜)  

AL캐스팅 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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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043 (H970㎜×W2,080㎜)  

AL-045 (H1,200㎜×W2,000㎜, H1,500㎜×W2,000㎜)  

AL-044 (H1,200㎜×W2,000㎜, H1,500㎜×W2,000㎜)  

AL-046 (H1,100㎜×W2,000㎜)  

AL캐스팅 휀스 

AL-039 (H500㎜×W2,000㎜)  

AL-041 (H1,500㎜×W2,000㎜)  

AL-040 (H1,200㎜×W2,000㎜)  

AL-042 (H1,200㎜×W2,000㎜)  



AL-047 (H1,200㎜×W2,000㎜)  

AL-049 (H1,200㎜×W2,000㎜)  

AL-051 (H1,500㎜×W2,000㎜)  

AL-048 (H1,200㎜×W2,000㎜)  

AL-050 (H1,300㎜×W2,000㎜)  

AL-052 (H1,200㎜×W2,000㎜, H1,500㎜×W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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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053 (H1,200㎜×W2,000㎜)  AL-054 (H1,200㎜×W2,000㎜)  

AL캐스팅 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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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캐스팅 휀스 

AL-057 (H1,200㎜×W2,000㎜)  

AL-055 (H1,200㎜×W2,000㎜)  

AL-059 (H1,200㎜×W2,000㎜)  

AL-082 (H1,200㎜×W2,000㎜)  

AL-058 (H2,000㎜×W2,000㎜)  

AL-056 (H1,200㎜×W2,000㎜)  

AL-081 (H1,200㎜×W2,000㎜)  

AL-083 테니스장휀스 (H1,500㎜×W2,060㎜)  



BCD-001 (H1,200㎜×W2,000㎜)  BCD-003 (H1,000㎜×W3,000㎜)  

BCD-007 (H1,000㎜×W3,000㎜)  

BCD-009 (H1,200㎜×W2,000㎜)  

BCD-012 (H1,100㎜×W2,000㎜)  

BCD-004 (H1,200㎜×W2,000㎜)  

BCD-011 (H1,100㎜×W2,000㎜)  

BCD-013 (H1,100㎜×W1,800㎜)  

31page

보차도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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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014 (H1,100㎜×W2,000㎜)  

BCD-020 (H1,200㎜×W2,000㎜)  

BCD-018 (H700㎜×W2,000㎜)  

BCD-016 (H1,100㎜×W2,000㎜)  

BCD-015 (H1,000㎜×W3,000㎜)  

BCD-021 (H900㎜×W2,000㎜)  

BCD-019 (H1,000㎜×W2,000㎜)  

BCD-017 (H1,100㎜×W2,000㎜)  

보차도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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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F-101 (H1,000㎜×W2,000㎜)  

DSF-702 (H1,000㎜×W2,000㎜)  

DSF-103 (H1,000㎜×W2,000㎜)  

DSF-704 (H1,000㎜×W2,000㎜)  

DSF-706 (H1,000㎜×W2,000㎜)  

DSF-102 (H1,000㎜×W2,000㎜)  

DSF-703 (H1,000㎜×W2,000㎜)  

DSF-701 (H1,000㎜×W2,000㎜)  

DSF-705 (H1,000㎜×W2,000㎜)  

DSF-707 (H1,000㎜×W2,000㎜)  

디자인 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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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휀스 

DSF-801 (H1,000㎜×W2,000㎜)  

DSJ-205 (H500㎜×W2,000㎜)  

DSF-803 (H1,000㎜×W2,000㎜)  

DSF-자바라(바퀴형) (H1,200㎜)  

DSF-802 (H1,000㎜×W2,000㎜)  

DSJ-206 (H500㎜×W2,000㎜)  

DSF-804 (H1,000㎜×W2,000㎜)  

DSF-자바라(레일형) (H1,200㎜)  



자전거 거치대

DSBP-107

제품 사이즈 

DSBP-105 

DSBP-101 

DSBP-108

DSBP-103 (볼록형)

DSBP-106 

DSB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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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딩도어

스틸가설방음벽

스틸가설방음벽

RPP가설휀스

그릴형EGI휀스

그릴형EGI휀스

EGI휀스

가설방음벽

36page



방음벽

B-001  목재＋투명방음벽

B-003  스틸방음벽

B-004  입체칼라＋투명방음벽

B-006  목재＋투명방음벽B-005  목재＋투명방음벽

B-007  목재＋투명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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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메탈라스 완자형 3단

Y자 EX 메탈라스 

EX 메탈라스 완자형 

국방색 군부대 EX 메탈라스

EX 메탈라스 

기타 휀스

Y자 군부대 EX 메탈라스

Y자 PVC망 Y자 아연도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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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휀스

ㄱ자 능망형 강관기둥 ㄱ자 아연망

낙석방지책 야생동물보호 능망형 휀스

야생동물보호 아연망형 휀스 철조망 휀스

철조망 휀스운동장휀스 (그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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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망 / 가드레일 / 창살형휀스

가드레일 (H750㎜×W4,000㎜)

창살형휀스 U형 (H1,200㎜×W2,000㎜)

낙석방지 고정구

가드레일 단부

창살형휀스 I형 (H1,200㎜×W2,000㎜)

낙석방지 커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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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메쉬 (합성목재기둥) / 메쉬휀스

친환경메쉬  MH-1001 (H1,200㎜×W2,000㎜) 친환경메쉬  MH-1002 (H1,200㎜×W2,000㎜)

메쉬휀스  MS-1001 (H1,200㎜×W2,000㎜)

메쉬 양개문

메쉬  MS-1006 (H1,200㎜×W2,000㎜)

메쉬 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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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난간 

- 합성목재난간 

합성목재난간3단 (H1,200㎜×W1,500㎜)

천연목재와 같이 자연 풍화되는 합성목재
목재와 같이 시공 후 10~12주 정도면  
자연스럽게 색상이 옅어지며
목재질감과 향기가 지속되는 친환경 소재 입니다.

합성목재난간4단 (H1,200㎜×W1,500㎜)

크기 (H30㎜×W70㎜)
보강재 : 아연도각관 20×40

크기 (H45㎜×W75㎜)
보강재 : 아연도각관 30×50

크기 (H130㎜×W75㎜)

크기 (H125㎜×W60㎜)

크기 (H125㎜×W60㎜)

크기 (H125㎜×W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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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데크, 기둥, 캡

- 데  크

- 기  둥

- 기둥캡

- 앙카캡

크기 (H150㎜×W25㎜)

크기 (H75㎜×W75㎜)
보강재 : 아연도각관 60×60

크기 (H86㎜×W86㎜×T64㎜)

크기 (H132㎜×W132㎜×T50㎜)

크기 (H150㎜×W25㎜)

크기 (H100㎜×W100㎜)
보강재 : 아연도각관 75×75

크기 (H114㎜×W114㎜×T45㎜)

크기 (H173㎜×W173㎜×T60㎜)

크기 (H120㎜×W120㎜)
보강재 : 아연도각관 100×100

크기 (H134㎜×W134㎜×T50㎜)

크기 (H193㎜×W193㎜×T60㎜)



본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6 (망우동)
Tel : (02)496-1001
Fax : (02)439-0576

부천사무실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90  위브더스테이트 101동 2403호
Tel : (032)662-0515
Fax : (032)662-0517

http : //www.histick.co.kr
E-mail : abc36936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