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목 식재 사후관리 문제
어떻게 예방 할 수 있을까?

조경수목 하자 저감·활착률 증진 제품 전문 개발사

 대표전화 02-402-2577, 031-626-7708

점적 관수·점적 시비 매트

수목 방초용 생분해 매트
MADE B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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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無제초제 친환경재배용)

제품 개요

제품 용도

설치 사진

수목 주변 방초·관수·시비 등 

유지관리 자동화, 이제 트리매트 하세요!

제품 종류

Lack of fulfilment of conditions as set out in the Certification Agreement may render this Certificate invalid.
This certificate is the property of DNV GL Business Assurance Sweden AB and must be returned onrequest
ACCREDITED UNIT: DNV GL BusinessAssurance Sweden AB, Box 6046, 171 06 Solna, Sweden Tel.: +46 8 587 940 00. www.dnvgl.com

�

Certificate No:
DNV-COC-000943
Issue Number:
1.0

Initial certification date:
14 December, 2007

Validity:
14 December, 2017 - 13 December, 2022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shall be verified on www.info.fsc.org

This is to certify that

Hankuk Paper MFG. Co.,Ltd.
F2 and F19, Haesung Bldg, 504, Ta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and the sites as mentioned in the Appendix accompanying this Certificate

has been found to conform to FSC standard(s):
FSC-STD-40-004 ver 3.0, FSC-STD-40-007 ver 2.0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the following Scope:
Purchasing of FSC mix pulps, FSC controlled wood pulps and production of FSC mix
and FSC recycled papers under the credit system.

A list of the certificated products can be obtained from the FSC database, www.info.fsc.org.
This certificate itself does not constitute evidence that a particular product supplied by the certificate holder is FSC-
certified (or FSC Controlled Wood). Products offered, shipped or sold by the certificate holder can only be
covered by the scope of this certificate when the required FSC claim is clearly stated on invoices and shipping
documents.

Place and date:
Solna 27 November, 2017

For the issuing office:
DNV GL – Business Assurance
Sweden A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n-Louise Pått
Management Representative

www.fsc.org
FSC® A000509

The mark of  
responsible forestry

※ 대량 주문시 맞춤형 디자인 및 별도 규격 제작 가능

>> 토양 수분 유지 및 토사 유실 예방

>> 빗물 저장 점적 관수 · 점적 시비 (비료형 限)

>> 한해 · 동해 · 염해 · 답압 등 수목 재해 예방

>> 입목에 간편히 설치되는 최적화 구조

      (멀칭 불필요: 비료형 限)

| 비탈면 설치 | 트리매트 퍼틸라이저 | 친환경 재질(생분해 3년)

● 재질     생분해성 펄프     ● 내구성 3년 이상

● 규격  대형  1100mm*1100mm  / 중형  750mm*750mm

 소형  500mm*500mm

● 색상 베이지색      ● 수량    50개/1BOX (낱개 판매 가능)

*점차적으로 생분해되어 퇴비로 변하는 친환경 제품

*제품 철거가 필요없어 인력 및 유지비용 절감 제품

*멀칭핀 필요 

생분해 매트

내구성 매트도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및
특허 등록 완료

지자체 로고 및 
사업목적을 담아 

맞춤형 디자인 가능

빗물 저장 점적관수 및
점적 시비 기능

(비료형 限)

방사형 절개부 제작으로
수목 직경에 상관없이

입목에 간편한 설치 가능

조림지
(식재 사후관리용)

조경수 농장
(방초·수분 관리용)

산불피해지
(토사유실 방지용)

수목원·공원
(식재 관리용)

가로수
(한해, 염해, 동해 예방용)

● 재질     생분해성 필름      ● 내구성 3년 이상

● 규격  700mm*700mm 

● 색상 반투명색      ● 수량    50개/1Pallet (낱개 판매 가능)

*빗물을 저장하여 자동으로 점적 관수와 시비가 되는 제품

*점차적으로 생분해되어 퇴비로 변하는 친환경 제품

*제품 철거가 필요없어 인력 및 유지비용 절감 제품

*멀칭핀 불필요 

점적 관수·시비 매트

춘천시는 1억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민의 소중한 공공수목을 건강하게 가꾸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