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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석에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

제품의 장점

1) 본 제품은 경계석에 감압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는 제품(LED경계석표지병&델리네이터)으로 차량의 타이어가
경계석에 충돌하였을 경우 부서짐 방지를 하기 위하여 경계석의 외부보다 내측으로 삽입되어 제품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함
2) 현재 도로(제설) 청소시와 한 여름의 뜨거운 열기, 우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도로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병
제품은 빠짐과 깨짐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에 위협을 주는 일이 있음
본 제품은 상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제품임
3) 경계석 내측에 감압 삽입하는 방식으로 휴대용 전동공구(제작TOOL)로 제품을 조립 및 분해를 손쉽게 할 수
있게 개발하여 교환 할 수 있게함
특히 제품(LED경계석표지병&델리네이터) 체결과 교환시 작업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음
4) 특히 감압 착탈식 LED경계석표지병&델리네이터(LED Off시)는 외형이 빛에 의한 반사기능(Polly carbonate)
이 첨부되어 최상의 시선유도와 도로 선형의 정보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최상으로 유지함
5) 기존 경계석 이미지를 벗어나 야간 또는 악천우에 도로와 보도 경계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차량 파손 및 보행
자의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하는 목적에 있음
6) 특히 야간에 시인성이 좋지 않은 다발성 사고 지역에 일부 구간을 재시공 하여 인명과 차량 및 도로 유지보수에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효과적임
7) 기존 경계석의 틀에서 벗어나 야간 도로 부분에 있어서 도시미관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음
8) 부분 공사가 가능하며 경계석만 교체하면(LED 도로표지병&델리네이터) 기능이 갖쳐진 제품으로 원터치 볼트
감압 방식(5분이내)으로 기존 방식보다 비용과 교체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9) 제품의 유지 보수와 A/S 발생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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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및 실용신안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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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증

기존 도로 표지병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기존 표지병은 지중 매립형으로 도로에 ø50~ø100mm 코아드릴로 깊이
60~80mm 가공 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에폭시 (본드) 도포 후 표지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원, 시간과 장비
가 필요 하다
춘, 하절기에는 빗물과 고열에 인하여 빠짐현상이 발생되어 도로 파손의 원인 pot hole(폿홀)의 발생과 지속적인
차량의 통과 로 규모가 커지게 되어 차량파손(각 지자체변상)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특히 겨울에 제설작업시 제설차의 스크레이퍼가 도로 표지병에 의해 파손됨
표지병 빠짐으로 인한
자동차타이어 파손

기존 표지병 설치 방법

기존 표지병 빠짐 현상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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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경계석표지병 & 델리네이터

•시인성 및 설치가 용이한 경계석표지병(Solar LED) 기능을 구비한 델리네이터 제품

구분

상세내용

LED 고휘도 확산형 램프

진행방향 Yellow 2EA 진행후 Red 2EA 색상변경 가능

반사체

Yellow Polly carbonate

태양광밧데리

3.2V 800mAH Ni-mh 배터리

동작시간

완충 시 120Hr 야간 자동점등 / 주간 자동소등

작업모드

지속등 타입 / 점등 타입 선택가능

가시거리/조도

1~500 M / 150~500 Lux

재질

AL DC / Polly carbonate

규격

130mm x 68mm x 36mm (가로 x 세로 x 높이) IP68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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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LED가 작동 되어 있는상태

•진행 방향은 옐로우 LED / 진행후 뒷면은 레드 LED

•LED색상은 주문자의 옵션에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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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LED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

•야간 LED의 미작동(off)시에도 빛에 의해 반사 되어 있는 비교 상태

빛에 반사되기 전 상태 (Polly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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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에 반사되어 있는 상태 (Pollycarbonate)

시인성 디자인경계석 및 LED 경계석표지병 & 델리네이터

•LED 경계석 표지병 & 델리네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디자인 - 경계석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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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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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석 좌,우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제품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디자인 경계석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품 디자인 경계석(1M)

•R 경계석 설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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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주, 야간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 교차로 이미지 사진

•주, 야간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 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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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 After service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16-45
031) 296-8822
H.P) 010-4317-8822
e-mail) minjintec@hanmail.net

TWIN KOREA CO., LTD.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59 2층
031) 354-2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