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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순환형 수목생육환경 개선장치

가로수 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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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인증신제품(NEP)인증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빗물 침투 원리 개념도]

가로수 주변에 설치되어 수목에

빗물공급 과 영양분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빗물 침투관 및 가로수 보호 조립체

빗물 침투관이 있는

가로수 보호판

2.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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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보호틀빗물 침투관 가로수 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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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W*L*H)

1 22181961 EGK-1010 SQ, 1000*1000*80mm

정

사

각

형

2 22390069 EGK-1111 SQ, 1100*1100*80mm

3 22181962 EGK-1212 SQ, 1200*1200*80mm

4 22390070 EGK-1313 SQ, 1300*1300*80mm

5 22390071 EGK-1414 SQ, 1400*1400*80mm

6 22181963 EGK-1515 SQ, 1500*1500*80mm

7 22390060 EGK-1616 SQ, 1600*1600*80mm

8 22390061 EGK-1717 SQ, 1700*1700*80mm

9 22181964 EGK-1818 SQ, 1800*1800*80mm

10 22390062 EGK-1919 SQ, 1900*1900*80mm

11 22181965 EGK-2020 SQ, 2000*2000*80mm

12 22181966 EGK-1208 RT 1200*800*80mm 직

사

각

형

13 22181967 EGK-1210 RT 1200*1000*80mm

*재질 : 보호판, 엘보, 빗물침투통 - H.D.P.E

보호틀 – PVC 

14 22181968 EGK-1510 RT 1500*1000*80mm

15 22181969 EGK-1512 RT 1500*1200*80mm

W

L

2. 제품소개 (1)가로수 보호판 - 규격표



보 호 조 립 체 (보호판)

1. 미끄럼방지기술 (안전성)

– 보호판 상부 미세한 다방향, 사선, 점선형의

미끄럼방지 돌기가 형성되어 빗길·눈길에서의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끄럼저항성(BPN)수치 : 76 [기타제품BPN수치(10) 대비 약 7배]

2. 크기조절 기술 (경제성) 

- 수목크기나 수목주변,지형에 따라서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어느 방향으로 절단하여도

형태와 무늬가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3. 연결 구조기술 (기술성) 

– 보호판 과 보호판, 보호판과 지지유닛, 지지유닛과

연결L보 등이 서로 유기적 결합체로 안전하고 변형

없는 구조기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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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저항성(BPN) : 76

2. 제품소개 (1)가로수 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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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소개 (1)가로수 보호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건설기술연구원

양천구민 체육센터 성북구청



2. 제품소개 (1)가로수 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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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인천 연수구 인천 아라뱃길

인천 서구 경명대로



2. 제품소개 (1)가로수 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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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불로중학교 인천 서구 불로중학교

인천 서구 경명대로 인천 서구 승학로



2. 제품소개 (1)가로수 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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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 새나라 어린이 공원 시공 전 용산 새나라 어린이 공원 팔각보호판 시공 후

군산시청 팔각보호판 시공 후군산시청 시공 전

2. 제품소개 (1)가로수 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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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전 (2012년 7월 창원시 성산구청) 시공 후 (2013년 9월 : 눈에띄게 개선된 수목의 생육환경)

10

빗물침투관 설치 수목일반 수목 (시공 전)

·창원시 성산구청 정우상가

3. 제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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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침투관 설치 수목

일반 수목

빗물침투관 설치 수목

일반 수목

·인천 아라뱃길 (수자원 공사)

3. 제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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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침투관 설치 수목일반 수목

빗물침투관 설치 수목

·시공 : 2013년 5월, 시공 후 관찰 : 2014년 5월

3. 제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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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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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침투관 설치 수목 일반 수목

빗물침투관 설치 수목 일반 수목

3. 제품의 효과 : 빗물침투관 설치 수목과 일반 수목의 개화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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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공 구간의 소나무

빗물 다량 공급에 의한 소나무의 생육 환경 개선

3. 제품의 효과



[기존 물공급 방법] [자사제품 물공급 방법]

·물공급 사례

[다량의 빗물유입으로 인한 생육환경 개선]

4. 제품의 실용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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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로수 및 띠녹지 실태]

[자사제품 시공으로 도시미관 개선]

·도로환경 미화

4. 제품의 실용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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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철 제품)] [자사제품 시공사례]

[보행자를 배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미관 개선

·보도의 면적 증가

4. 제품의 실용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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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빗물연구센터 협약 체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공현장]

·MOU체결 및 연구 실험

5. 국내 물순환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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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

신청제품 설치 시도시강우발생시

빠르게 강우유출수를 토양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지표 유출수량을

감소시키고, 도시 홍수 저감에 기여

할수있을 것으로 판단 됨

[실험 개요도]

[유입,유량별 실험 모습]

·MOU체결 및 연구 실험

5. 국내 물순환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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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도시물순환 인프라 그린보도 조성기술 시범적용

[건설기술연구원 LID연구시험동 설치]

5. 국내 물순환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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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저영향 개발 연구단 참여기업으로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 세
계 최초 빗물연구센터

·서울시 노원구 한글 비석로 : 보도투수능력 평가 진행

5. 국내 물순환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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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과학기술청(DOST7)청사 시범시공

[UNESCAP 지원사업] [필리핀 세부 과학기술청(DOST7)청사 시공현장]

[필리핀 세부 과학기술청(DOST7)청사 시공현장]

6.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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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MOU협약 및 수출실적

[베트남 MOU 협약식 사진 및 협약서]

[호치민시 4.30 공원] [호치민시 대통령 궁 앞]

[붕따우]

6.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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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공항 고속도로]



·중국 동북삼성 지역 기술이전 협약 체결
(2014년 3월. 금성녹화시설유한공사)

[중국 길림성 시공현장]

[동북삼성 기술이전 협약]

6.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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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 지역(동북삼성 제외) 기술 이전 협약 체결
(2014년 11월. 어스그린 상해)

[중국 전 지역(동북삼성 제외) 기술이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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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진출

[중국 상해시]

[중국 길림성 시공현장]



1. 생육개선 3통관

2. 가로수 보호판

3. 띠녹지 보호판

4. 이중안전보호판

5. 가로수 벤치

어스그린코리아㈜의 신기술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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