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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점자블록 
선두기업

홍우비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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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
	 	 주식회사	홍우물산	설립

	 1997.01
	 	 보도용	점자블록	개발	(인조대리석)

	 2001.11
	 	 공장	설립

	 2002.02	
	 	 품질보증업체	지정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일본	마루엠과	점자블록	제조공급에	관한	수출계약	체결

	 	 주식회사	홍우비앤티로	상호	변경

	 	 점자블록	수출	개시	(일본)

	 	 우수제품마크(GQ)	획득	(중소기업청)

	 2006.02
	 	 K.S	품질	인증	및	생산설비	확충

	 	 조달청	제3자		체결	및	납품

	 2007.09
	 	 경영혁신	중소기업인증	획득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

	 2008.01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획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신축	이전

	 2010.1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소재	공장신축	이전

HISTORY



홍우비앤티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한발 한발 미래를 

지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창업 18년!

그동안 한결같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코자 변함없는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더욱 정진 하겠습니다.

홍우비앤티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연계하여 발전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등 8개 광역시

•강남구 송파구, 수원시 팔달구등 각 지방 지자체등

•국내 전국 전문건설업체 & 조경업체 등

Vision of message

Government

Construction

앞선 기술, 다양한 제품
정부기관과 함께하는 신뢰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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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톤 타일
방향표시, 야광등 실내용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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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기능성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수 있는 보행방향 유도 기능성 제품

대피유도 야광 제품
축광안료를 사용하여 유도표시부(화살표 모양)을 적용,

재난대피시 변별력과, 시인성을 높여 대피 유도기능을 가지는 획기적인 제품

국내 최초 콘크리트 실내용 KS제품
기존 자기질등 제품과 차별화하여 국내최초 콘크리트 실내용 KS제품

고품격 제품
탁월한 기능성과 품격을 고조시키며 다양한 칼라로

주변시설물과 조화되며 아름답고 기능적인 연출이 용이한 제품

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BLOCK
COLOR
SAMPLE

✽주문시 다양한 색상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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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자연광 모드

•시공현장 전경

•야광 모드 •자연광 모드 •야광 모드

야광 방향표시 세라톤 점형타일 야광 방향표시 세라톤 선형타일

논슬립 야광 방향표시 세라톤 타일 (재난 대피용)

ARREEW
COLOR
SAMPLE

✽주문시 다양한 색상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점형 300×300×13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선형 300×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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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FRONT VIEW

•시공현장 전경

•DETAIL VIEW •FRONT VIEW •DETAIL VIEW

방향표시 세라톤 점형타일 방향표시 세라톤 선형타일

논슬립 방향표시 세라톤 타일 (보행동선 유도용)

ARREEW
COLOR
SAMPLE

✽주문시 다양한 색상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점형 300×300×13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선형 300×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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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FRONT VIEW

•시공현장 전경

•DETAIL VIEW •FRONT VIEW •DETAIL VIEW

세라톤 점형블록 세라톤 선형블록

논슬립 세라톤 타일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점형 300×300×13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선형 300×300×13



고강도 블록
고강도 장애인블록 / 논슬립 고강도 장애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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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안전성 
제품의 변형(탈색, 변색)이 없으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제품

기능적 안전성
매립식으로 실내외 사용할수 있으며 동파나 유색층 분리등이 없는 제품

고강도 제품
기존몰탈 제품의 강도보다 50%이상 높은 내구성이 뛰어난 고강도 제품

미끄럼 방지 처리
표면 마찰계수 증대로 슬립현상을 방지하여 표면에 별도의 돌기형태를

소성하여 미끄럼 방지 처리한 제품

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BLOCK
COLOR
SAMPLE

✽주문시 다양한 색상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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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시공현장 전경

고강도 점형블록

고강도 선형블록

논슬립 고강도 점형블록

논슬립 고강도 선형블록

품  명 구  분 규격(mm) (조달)식별번호

고강도        

선형
300×300×60 22572999

300×300×30 22015322

점형
300×300×60 22015321

300×300×30 22572998

품  명 구  분 규격(mm) (조달)식별번호

논슬립
고강도

선형 300×300×60 22527991

점형 300×300×60 22527990

고강도 블록 / 논슬립 고강도 블록



인조 대리석
인조대리석 / 논슬립 인조대리석 / 세라스톤 인조 대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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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외관품질 
일반제품과 달리 혼합세라믹 경화수지로 제품의 외관성이 뛰어난 제품

우수한 내구성
일반콘크리트보다 우수한 강도및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 차별화된 제품

미끄럼 방지 처리
표면 마찰계수 증대로 슬립현상을 방지하며 지면이 미끄러울 경우

표면에 별도의 미끄럼 방지 처리(규사/세골재/유리비드등)한 제품

다양한 색상 연출
혼합세라믹 경화수지제품으로 안료에 따라 주변상황에 맞게 변별력 있는 

고급스러운 색등으로 다양한 색상연출이 가능한 탁월한 디자인성능 제품

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BLOCK
COLOR
SAMPLE

✽주문시 다양한 색상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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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인조 대리석

품  명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인조
대리석

선형 300×300×60 20751485

점형 300×300×60 20692406

품  명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논슬립
인조

대리석

선형 300×300×60 20923743

점형 300×300×60 20949766

논슬립 인조 대리석

•점형 DETAL VIEW •선형 DETAIL VIEW

세라스톤 인조 대리석

품  명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세라스톤
인조 

 대리석

선형
W300×D300×D60 21150723

W300×D300×D30 21150725

점형
W300×D300×D60 21150721

W300×D300×D30 21152645

•점형 DETAL VIEW •선형 DETAIL VIEW

인조대리석 / 논슬립 인조 대리석 / 세라스톤 인조 대리석

•점형 DETAL VIEW •선형 DETAIL VIEW



유도 안전 보행 블록
고강도 유도 띠블록 / 논슬립 고강도 유도 띠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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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Free 기능  
보행 안전구역 이탈을 방지하는 유도, 경고 기능성 블록

미끄럼 방지 처리
표면 마찰계수 증대로 슬립현상을 방지하여 표면에 별도의 돌기형태를

소성하여 미끄럼 방지 처리한 제품

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BLOCK
COLOR
SAMPLE

✽주문시 다양한 색상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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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FRONT VIEW

•시공현장 전경

•FRONT VIEW

고강도 유도 띠블록 논슬립 고강도 유도 띠블록

고강도 유도 띠블록 /  논슬립 고강도 유도 띠블록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고강도
유도

띠블록
300×300×60 22530141

구   분 규격(mm) 식별번호

논슬립 
고강도

유도 띠블록
300×300×60 22401576



세라톤 시공사진

고강도 논슬립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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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 사진



유도 띠블록 시공사진

인조대리석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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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 사진



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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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s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성능인증서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이노비즈 연구개발전담부서 건마크

KS F 4561(콘크리트제) KS F 4561(인조대리석제) KS F 4001



성능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형 기업인증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특허 2006.10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및 그 제조장치

특허 2012.09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INNO-BIZ

디자인등록증

 2012.02

도로용

유도블록

실용신안 

 2012.05

경계석용 표지병

디자인등록증

 2013.01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디자인등록증

 2013.01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기업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특허
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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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앞선 기술개발(開發) 내일을 생각하다

•자체적 연구개발

   전문적인 장애인블록 생산업체,
   창조적 연구개발 선두기업

•신뢰의 기업

   전국 건설사및 각 정부산하기관과 함께하는
   신뢰의 기업



     충남행복도시 첫마을 조성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동림건업(주)

     삼성로 확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CJ산업개발(주)

     광교 택지개발 3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현대건설

     충남 중앙 행정구역 2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동양건설산업

     인천청라지구 3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SK건설(주)

     비전동 한신탕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삼성로 320번길 점자블록 정비공사

     수원시 영통로

     충남 행복도시 대중교통 중심도로 건설공사 1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울트라건설(주)

     대전시 서구 경성큰마을 아파트

     대전시청 건설관리부 

     파주 운정 롯데캐슬

     한국토지주택공사 - 아세아 환경 조경(주)

     도청 주변 등 도로정비 공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지

     수원시 팔달구

     성동초교-한전사거리간 가로환경 정비사업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시도 15호선 능평교차로-시안공원간 보도설치

     경기 광주시

     영종하늘도시 조성공사 2-1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두리아이앤디

     인천 청라 2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연훈건설

     인천 영종하늘도시 2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하건설

     평택 플러스마트 - 강남부동산간 가로환경정비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인천 영종하늘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장차건설

     행정중심복합단지 1-4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아르케포롬건설(주)

     성남시 상대원동 대원초교 정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

     지동사거리 주변 도로정비공사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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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어린이 교통공원 정비공사

     수원시청

     합정대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평택시 건설교통 사업소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가성건설

     수원 호매실 택지2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양(주)

     세종시 연기면 세종2리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하도시개발(주)

     세종시 1-4생활권

     한국토지주택공사 - 비디에프(주)

     충남 네포 신도시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 코오롱글로벌(주)

     양주옥정 3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써머스건설(주)

     인천 서창 2택지개발 2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비더씨건설(주)

     SK건설 장안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간케어

     매탄로 도로정비공사

     수원시 영통구

     치유거리 조성공사

     수원시 영통구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도로 확포장공사

     평택시 송탄출장소

     행정복합단지 2-2생활권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기업

     전북 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금강스틸산업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 1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GS건설

     고양 원흥지구 조성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현대건설

     평택 현촌도시개발 사업지구

     군인공제조합 - 금호건설

     서울 연세로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

     아산 배방2단계 조성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의정부 민락지구 변산건설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 동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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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637
TEL. 031)336-2121(代)  
FAX. 031)337-1052
www.hong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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