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안 서

시원 그레이팅 안전덮개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업체

시원교구사
(051)522-7435
(051)532-7435



기존 철제 그레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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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효과

학교 및 도시 미관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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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서식지 차단 효과

하수관 악취 및

쓰레기 유입 방지 효과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휠체어,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사고 방지
-신발이나 하이힐이 그레이팅에 끼어 넘어지는 사고 방지
-빗물에 젖은 스틸그레이팅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방지
-지갑,휴대폰,동전 및 열쇠가 빠지는 사고 방지

-하수구안쪽을시각적으로차단하여깨끗한 학교,도시이미지강조

-하수관에서 서식하는 해충및 쥐 바퀴벌레 출입구 차단

-하수관으로 쓰레기,담배꽁초 투척 행위 방지효과
-길가에 쌓여있는 낙엽 담배꽁초 쓰레기가 빗물과 함께
들어가는유입 방지

시원 그레이팅 안전 덮개의 효과



시원 그레이팅 안전덮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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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설치 받침대 특허 개발로
설치가 안전하고 간편하여
설치비용 절감으로
타사 제품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우수함

• 부드러운 고탄성 두께
9mm의 두터운 덮개로
밟아도 변형이 없는
반영구적 제품임

• 국가공인 기관에서
미끄럼방지,인체무해
시험성적서 발급및 특허와
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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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그레이팅 안전덮개의 우수성

• 신체에 맞닿아도 안전한 최고가 원료 사용
• 미끄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재질에 안전한 경사면과 충분한 배수구 형성
• 여름과 겨울 온도 변화에 수축과 팽창이 없고 고탄성과 부드러움을 유지

• 무거운 철제그레이팅을 뽑아 내지 않고 설치하여 시공이 안전하고 간편함
• 피스로 설치하여 외관이 깔끔하고 반영구적임
• 다양한 형태의 그레이팅에 맞는 받침대 부품 개발[특허3종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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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전국 공공기관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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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울산,경상, 62.3%

지역별 설치현황

대전,충청, 8.1%

광주,전라, 1.9%

강원, 3.1%

제주, 0.5%

• 초,중,고등학교 및 공원 녹지시설에 전국 총 579개소에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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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식별번호/학교장터 물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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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그레이팅덮개 3010329801

학교장터 물품번호 나라장터 식별번호 규 격 단 가(세금포함)

202209194928614 24565228 400x500x9mm 49,500

202209194928826 24565229 500x500x9mm 55,000

202209194928926 24565230 600x500x9mm 60,500

202209194927810 24565223 200x995x9mm 55.000

202209194927880 24565224 300x995x9mm 66,000

202209194928088 24565225 400x995x9mm 88,000

202209194928529 24565226 500x995x9mm 93,500

202209194928598 24565227 600x995x9mm 99,000

*제품 및 설치단가를 그레이팅 사이즈별 1m 단위로 등록



시공비 산출 예시

- 운동장 시공 예시

. 설치 품목

. 품목 별 시공비(=단가 x 설치 수량)
(1) 93,500 x 67개 = 6,264,500 원
(2) 60,000 x 6개 = 360,000 원
(3) 49,500 x 6개 = 297,000 원

. 전체 시공비 = (1)+(2)+(3)
= 6,921,500원

600 X 500500 x 995 400 X 500

운 동 장

제품종류 품목별단가 설치수량(개)

500 x 995 93,500 67

600 x 500 60,000 6

400 x 500 49,5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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