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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밝히는 빛



이연쏠라스톤(주)는 태양광 보도블럭 및 태양광 

경계석 등의 녹색혁명의 대표 제품으로 태양광과 

자연석 석재를 이용해 친환경적이며, 아름다운 

미의 공간을 제공하고, 야간 보행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이미지 창출로 특정 지역 및 특성에 맞는 

광고, 홍보효과 제공, 제품 설치 후 공해 및 

부대비용이 필요 없는 반영구적인 미래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환경 및 국민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가겠습니다.

LIGHT UP,
BRIGH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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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ON SOLARSTONE Company Limited

도로를 밝히는 빛

이연쏠라스톤(주)의 적용분야

기존 경계석 위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효과 극대화
(위험, 충돌 방지, 길 안내 등), 지자체 및 
기업의 이미지, 슬로건 등 홍보 및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및 목적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특히 야간에는 어린이, 
여성과 노약자들의 보행 및 안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시설물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여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경계석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안내와 위험요소 방지 및
주정차 금지,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 등 필요한 요구사항 및 주의
사항을 24시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경계석

태양광 교명판 커버 태양광 실리콘 볼라드 태양광 실리콘 볼라드 커버

태양광 경계석 커버 태양광 보도블럭

기존 교명주 위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야간에
시인성을 높여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효과를 
극대화(차선이탈 방지, 충돌 방지, 길 안내 등) 
시키고 교각명 또는 지명 인식을 뚜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열악한 도서산간, 
시골길 교량에 설치 시 교통표지 역할 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길 안내, 
위치 표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설물 및 목적물에 대한 입·출구 표시 및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야간에 볼라드로
인한 차량 파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볼라드 위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각종 사고
로부터 예방효과 극대화(위험, 충돌 방지, 
길 안내 등), 지자체 및 기업의 이미지, 
슬로건 등 홍보 및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시인성을 높여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
효과를 극대화(차선이탈 
방지, 충돌 방지, 길 안내 
등)시키고 교각명 또는 
지명인식을 뚜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기업의 이미지 
슬로건, 인물사진 등 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공원 등에 
주·야 구분없이 
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자체 및 기업의 이미지 
슬로건, 인물사진 등 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공원 등에 주·야 구분없이 
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1인, 2인 석재, 우드 선택 가능)

기존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의자석 위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효과 등 
홍보 및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교명주 태양광 의자석 태양광 의자석 커버태양광 의자석 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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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제품의 개요

제품의 장점

경제성 안전성

심미성 기능성

태양광을 활용한 자연에너지로 전기에너지 대체
설치 후 추가 유지 비용이 적게 듦

조명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 방범 효과를 올림
위험 표시 및 유도등 역할을 하여 안전사고 방지

다양한 제품 디자인 및 제작 가능
24시간 이미지 홍보 및 광고 가능

24시간 지속적인 길 안내 및 광고, 홍보 효과 탁월
주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충전으로 야간조명 효과

제품의 특징

태양광 제품은 태양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전기에너지를 Hybrid System에 저장, 천연 자연석에 결합시켜 

야간에 고휘도 LED를 이용하여 조명하는 새로운 개념의 녹색 에너지 절약형 제품입니다. 

주간에는 디자인에 따른 Sign의 역할을 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활용하여 시인성이 높고 

해당 지역 홍보 외에도 동선 확보 및 간접 조명 기능에도 최적입니다.

설치 시 추가적인 배선 작업 및 유지관리가 필요 없으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효율적이며, 

전력비 부담이 없어 경제성이 탁월합니다. 장마나 폭설 등 지속적으로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도 

태양광 제품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동하여 1일 12시간 기준 최소 7일 ~ 최대 14일(동절기는 계절의

 영향으로 성능 저하될수있습니다) 동안 발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투광체에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 위험표시, 광고홍보, 길 안내, 건물 표시, 야간조명으로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LAND MARK 역할) 발광 조명은 빛깔이 은은하며,

점멸 기능이 없어 운전자, 보행자 시야 방해나 생태계 파괴 등의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발광 형태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광원으로 LED를 사용하므로 조명이 적은 도로에 설치 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 

안전성은 높이고, 위험성은 낮출 수 있습니다. 전력을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기를 끌어오기 힘든 곳이나 기존의 경관이 중요한 곳에 사용하기 좋으며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점등, 소등됩니다. 간편한 설치로 주위 경관과 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광 Hybrid System 전기에너지



05

Patent & E-YEON Effect

이연쏠라스톤(주)는 신제품에 대한 5건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6건의 특허를 출원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품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지속적인 특허를 출원 예정입니다.

E-YEON SOLARSTONE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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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ON Effect

보도블럭 인도 및 시설물 안내

의자석                     머릿돌

볼라드의자석 커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정차금지 경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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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자 경계석커버           I자 경계석커버

교명주 교명판

난간 경계석커버            버스정류장 경계석

석재볼라드              실리콘 볼라드

E-YEON SOLARSTONE Company Limited



대
흥
교

불법주정차금지

당진소방서

소화전 5m이내

CCTV단속중

CCTV단속중

자전거전용도로

SCHOOL ZONE

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줄이시오 30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인도확보구간

무단횡단금지

자전거전용도로

대
흥
교

당
진
교

당
진
교

10M 앞

버스정류장

태양광 보차도 경계석커버(I자형)
 기존 경계석 위에 부착

 자전거도로 내 차량 진입봉쇄

 인도 및 산책로 경관 조성

 공원 및 주변 경관 조성

태양광 보차도 경계석 커버(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감속 효과

 주·야간 내내 안내시스템 가동

태양광 보차도 경계석(화강암)
 버스정류장 안내

 차량 인도 진입 차단

 주·야간 내내 안내시스템 가동

태양광 교명주 커버
 교량 또는 지명인식 및 사고예방효과

 기존 교명주 위에 부착

 주·야간 내내 안내시스템 가동

태양광 경계석 커버(소화전주정차금지)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

 주·야간 내내 안내시스템 가동



대
흥
교

불법주정차금지

당진소방서

소화전 5m이내

CCTV단속중

CCTV단속중

자전거전용도로

SCHOOL ZONE

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줄이시오 30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인도확보구간

무단횡단금지

자전거전용도로

대
흥
교

당
진
교

당
진
교

10M 앞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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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경계석 위에 부착

 자전거도로 내 차량 진입봉쇄

 인도 및 산책로 경관 조성

 공원 및 주변 경관 조성

태양광 보도블럭
 인도 및 산책로 테마거리

 자전거도로

 주·야간 내내 안내시스템 기능

태양광 의자석(1~2인 / 석재, 우드 선택)
 공원 및 주변 경관 조성

 인도 및 산책로 경관 조성

 각종 건물 앞 랜드마크

태양광 보차도 경계석
 주정차 금지 안내

 차량 인도 진입 차단

 주·야간 내내 안내시스템 가동

태양광 실리콘 볼라드
 인도 및 자전거도로 내 차량 진입 봉쇄

 공원 및 주변 경관 조성

 인도 및 산책로 경관 조성

 각종 건물 앞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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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ON Boundary Stone [화강암]

태양광 경계석

ESS-BS-S2-I
150X150X1000mm

인도 및 산책로  관공서 경관 조성  주차장 출입구  테마거리  각종 건물 앞 랜드마크

지역 특산물 및 지자체 홍보  소화전 옆 주정차 금지 표시

ESS-BS-S3-L 180X200X1000mm

ESS-BS-S5-L 200X250X1000mm

ESS-BS-S7-L 250X300X1000mm

ESS-BS-S3-L2 180X200X1000mm

ESS-BS-S5-L2 200X250X1000mm

ESS-BS-S7-L2 250X300X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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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ON SOLARSTONE Company Limited

태양광 경계석 커버

ESS-B-CV-L 
150X1000mmX15T

기존 노후된 경계석 위에 간단하게 부착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효과 극대화

기존 경계석 교체 불필요

ESS-B-CV-L  150X1000mmX15T

ESS-B-CV-L  150X1000mmX15T

ESS-B-CV-L  150X1000mmX15T

ESS-B-CV-I 150X1000mmX15T

ESS-B-CV-I 150X1000mmX15T

ESS-B-CV-I 150X1000mmX15T

E-YEON Boundary Ston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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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ON Side Walk [화강암]

ESS-BS-300P 
300X300mmX60T

ESS-BS-400
 400X400mmX60T

태양광 보도블럭

태양광 의자석

자전거도로  공원 및 주변 경관 조성  주차장 출입구  인도 및 산책로  관공서 경관 조성

지역 특산물 및 지자체 홍보  테마거리  각종 건물 앞 랜드마크

자전거 도로  출입 금지구역  각종 건물 앞 랜드마크  인도 및 산책로  공원 및 주변 경관 조성

테마거리  관공서 경관 조성

E-YEON Bench Stone [화강암]

ESS-BBS-1700-L 
400X400X1700mm

※규격 및 석재, 우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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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ON SOLARSTONE Company Limited

태양광 볼라드
ESS-SB-310 
200X240mmX850(규격변경가능)

태양광 실리콘 볼라드
ESS-SB-150-2
150∅X800mm 

E-YEON Bollard [화강암]

E-YEON Bollard Cover

태양광 볼라드 / 태양광 실리콘 볼라드

태양광 실리콘 볼라드 커버

자전거도로  출입 금지구역  해안 및 낭떠러지 도로  인도 및 산책로  공원 및 주변 경관 조성

각종 건물 앞 랜드마크  테마거리  관공서 경관 조성 

기존 노후되어 위험한 볼라드 위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주·야간에 시인성을 높여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효과를 극대화(차선이탈 방지, 충돌 방지, 길 안내 등) 시키고, 조명시설이 열악한 산책로, 

도서산간에 설치 시 정확한 길 안내, 위치 표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ESS-BCV-15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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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ON Bench Stone [화강암]

ESS-BW-400-2 
600X400X400mm

(규격변경가능)

ESS-BS-400-2 
400X400X400mm

(규격변경가능)

ESS-BBCV-400-U
400X400X15T(규격변경가능)

태양광 볼라드

자전거 도로  출입 금지구역  각종 건물 앞 랜드마크  인도 및 산책로  공원 및 주변 경관 조성

테마거리  관공서 경관 조성

태양광 의자석 · 태양광 볼라드 커버

기존 의자석 위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야간에 시인성을 높여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효과를 극대화(차선이탈 방지, 

충돌 방지, 길 안내 등) 시키고, 조명시설이 열악한 도서산간에 설치 시 정확한 길 안내, 위치 표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E-YEON Bench Ston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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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ON SOLARSTONE Company Limited

ESS-SG-900-L
600X500X900mm

(규격변경가능)

ESS-SG-1200-L
600X900X1200mm

(규격변경가능)

E-YEON Bridge Name Plate [화강암]

태양광 교명주

주·야 차량 충돌 방지  지명 표시  교량 표시  시골 교량 안전시설물

E-YEON Bridge Name Plate Cover
태양광 교명주 커버

기존 교명주 위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야간에 시인성을 높여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효과를 극대화(차선이탈 방지, 충돌 방지, 길 안내 등) 시키고 교량 또는 지명 인식을 뚜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열악한 도서산간, 시골길 교량에 설치 시 교통표지 역할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길 안내, 위치 표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ESS-GCV-L
500X600X15T(규격변경가능)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통미2길 51

041-573-7200

041-573-8100

www.eyss.co.kr



E-YEON
SOLAR
STONE

도로를 밝히는 빛

유튜브에서   ‘이연쏠라스톤’을 검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