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제품 논슬립 조달 단가표(알루미늄틀포함)

안전성을 극대화한 미끄럼 방지 표면구조 
제품 표면에 불규칙한 돌기형 형상으로 기후 및 

환경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40BPN) 이상의 

미끄럼 저항성 형성

7.5mm 좁은 틈 설계
보행공간 부족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걸림, 빠짐 등)의 문제점 해결

유럽 표준까지 만족한 고하중 주철 제품
국토교통부 도로 설계 기준 대비 10배 높은 

50kN 하중설계로 유럽 표준까지 만족하는 

국내 유일 제품

논슬립 주철 가로수보호판 국내유일 조달우수제품

(VAT포함)

규격(WxDxH)

표준형 로고형

뚜껑 세트 뚜껑 세트

가로수보호판 식별번호 단위 단가 가로수보호판 식별번호 단위 단가

1000 x 1000 x 30 TGS-1000-SB30 23597955 조 364,000 TGS-1000-DB30 23597956 조 419,000

1200 x 1200 x 30 TGS-1200-SB30 23597957 조 504,000 TGS-1200-DB30 23597958 조 583,000

1400 x 1400 x 30 TGS-1400-SB30 23597959 조 665,000 TGS-1400-DB30 23597960 조 772,000

1600 x 1600 x 30 TGS-1600-SB30 23597961 조 847,000 TGS-1600-DB30 23597962 조 988,000

1200 x 1000 x 30 TGT-1210-SB30 23597965 조 428,000 TGT-1210-DB30 23597966 조 494,000

1400 x 1200 x 30 TGT-1412-SB30 23597970 조 579,000 TGT-1412-DB30 23597971 조 671,000

1600 x 1200 x 30 TGT-1612-SB30 23597972 조 654,000 TGT-1612-DB30 23597973 조 759,000

1600 x 1400 x 30 TGT-1614-SB30 23597974 조 750,000 TGT-1614-DB30 23597975 조 874,000

다이나믹 코리아

로고형

주철 보호판의 양각형 로고는, 압연보호판의 관통형 로고보다 더욱 고급스럽게 지역의 로고를 표현합니다.

양각 로고

※로고의 위치와 크기는 보호판 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서울 유 남산 옛길부산진구 고양시

논슬립주철 가로수보호판 특징

현장 맞춤 제작
식재 위치와 굵기, 지장물에 구애받지 않는 

수목 맞춤형으로 규격 제품이 설치 될 수 없는 

환경에도 적용

총 34가지·4종류의 부품군
1,064가지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모듈 구조의 

높은 호환성으로 다양한 수목의 굵기 및 위치에 

대응하여 설치가 가능

노출 면적 4.5mm의 알루미늄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받침틀로, 

노출되는 면적이 슬림하여 보도폭이 좁거나 

경계석에 붙은 나무가 있는 현장에 더욱 적합

안전성과 도시 미관까지 생각한 지주구 캡 
지주목을 제거한 후에 남은 지주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지주구 캡.

볼트홀 캡
비정형 미끄럼 방지 패턴과 동일한 표면의 볼트홀 

캡은 고정용 볼트와 홀을 보호판과 이질감이 없도록 

동일한 느낌으로 마감

고객 맞춤형 양각 로고
주철 보호판의 양각형 로고는, 압연보호판의 관

통형 로고보다 더욱 고급스럽게 지역의 로고를 

표현

표준형

지주구 캡 설치 전 볼트홀 캡 설치 전지주구 캡 설치 후 볼트홀 캡 설치 후

우선 구매대상 의무 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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