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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진성익스테리어

그레이팅

Grating for Preventing Bac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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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

스틸그레이팅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물건입니다.
주로 빗물이 흐르도록 조성된 하수관의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밀폐를 시키고 어디선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끗한 빗물이 흘러야할 빗물관이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여 제2의 오수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는 오수와 달리 별도의 정화과정 없이 하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무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는 하이힐의 굽이 빠지는 일을 방지하고, 인라인스케이트나 작은바퀴 등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협잡물 낙엽 등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의 기능과 하천의 오염방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변 집수정(설치전)                                                                  도로변 집수정(설치후)

유니버셜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로널드 메이스교수에 의해 주창된 논리로서 인간은 평생동안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만나게 될수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시선없이 만인이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즐길수있는 디자인으로서 유니버셜디자인을
주창했다.

이는 기존의 배리어프리에서 한층 진보된 개념으로서 현재 공공시설물의 설계의 출발점이 되고있다.

학교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운동장'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의 '2015년 사고 발생 통계'를 보면 당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 12만123건 중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5만1559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한다.
학생 간 충돌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낙상'도 빈번한 사고 요인이다. 낙상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는 운동장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을 빼놓을 수 없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주로 설치되는 배수로 시설물 덮개인 스틸그레이팅은 창살 모양의 격자형 구조로 설계돼 격자 공간이
지나치게 넓으면 낙상 사고를 유발하기가 쉽다.

 

                

                                      운동장 배수로(설치전)                                                                  운동장 배수로(설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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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상판형, 일체형, 집수정용, 배수로용

학교운동장 안전사고예방, 학교단지 內 청결유지, 유치원內 발빠짐방지,아파트단지 환경조성

병원단지 內 병.해충 차단, 골프장 주변환경 개선, 공공청사및 대중이용시설 환경개선 사업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화(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 2014.7.31)

연질플라스틱계열로 인체에 무해하며 보행시 쿠션감이 있는 배수로 그레이팅안전덮개 제품
특허출원번호: 10-2017-0096170

상판형 (배수로 운동장용)

에코안전그레이팅

표면 확대 결합 탄성클립

“위에서 누르면 자동체결”

종    류 

P-그레이팅

상판형 (기존스틸그레이팅에 상판 결합) 상판형  후면



상판형 (배수로 운동장용)

일체형 (배수로 운동장용)

상판형 (기존스틸그레이팅에 상판 결합) 일체형 (집수정용)

비점오염원(낙옆및담배꽁초등) 쓰레기차단, 하이힐 빠짐 방지 기능을 가진 배수로 그레이팅안전덮개 

낙엽방지 그레이팅

“위에서 누르면 자동 체결”



상판형 (배수로 운동장용)

인체에 무해하고 낙상시 충격흡수기능 및 악취차단, 비점오염원(낙엽및담배꽁초등)쓰레기차단
하이힐 빠짐,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배수로 그레이팅 안전덮개 제품  

인조잔디 그레이팅

인조잔디 배수량(면적)
∮6 x 682구=19,283(개당)
관로∮300=70,685/19,283=3.6개
관로∮500=196,349/19,283=10개
관로∮1000=785,398/19,283=40개

결합 및 고정 브라켓

상판형 (기존스틸그레이팅에 상판 결합) 일체형 (집수정용)

설 치 전 설 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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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화(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 2014.7.31)

특 징
1. 강하고 표준무게에 비해 가볍다
2. 스테인리스 구조로 미관이 우수
3. 이물질(담배꽁초등)의 배수구 유입이 적음
4. 미끄럼방지기능
5. 발빠짐 및 하이힐빠짐 방지
용 도
집수정용, 측구수로관용, 급식실용, 건축물배수로용, 재래시장배수로, 학교운동장 등

에코안전그레이팅

STS T-바 그레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