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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호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받침대에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유도봉을 분리 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 개 발 자 : 신도산업㈜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922-3 (Tel. 031-942-7700)
∙ 보호기간 : 2011. 09. 29. ~ 2019. 09. 28. (8년)

1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중앙과 외곽에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3점 체결방식 받침대와 유도봉을 단일체결 부품인 나일론
소재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역톱니 나사체결 방식으로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제작
(2) 내용
이 신기술은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3점 체결 방식으로 도로상에 설치하고 차량의 타이어와 같은 외부충격
발생 시 체결부위의 파손이나 유도봉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중앙과 외곽에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을 받침대에
형성하며, 분리형 유도봉과 받침대의 간편한 조립을 위하여 단일부품인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역톱니
나사체결 방식으로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 유도봉 제작 및 설치기술이다.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가) 유도봉이 조립용 덮개에 의해 받침대(베이스)에 나사체결 방식으로 체결되므로 조립 및 분리가 간편하다.
(나) 받침대 중앙에 형성된 충격완충부에 유도봉의 하단부가 삽입되어 지지된 상태로 조립되므로 외부충격으로
유도봉이 이탈되지 않는다.
(다) 받침대는 3개의 앙카볼트로 지면에 견고하게 고정되며, 조립용 덮개와 받침대는 고강도 나일론 재질로
형성되어 반영구적으로 설치 및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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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시공 및 설치 순서]

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2010년∼2011년 7월 현재 국내시장 납품실적 (단위:개)]
구분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국도관리사무소

기타

계

수량

26,387

16,505

4,910

71,819

11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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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현재 시선유도봉 시장은 일체형 시선유도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높은 품질기준에 해당되는 시선유도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추세에 맞추어 본 기술은 신뢰성평가에서 품질이 검증되었고 아울러 조립식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하기
때문에 갈수록 시장수요가 증대되고 그 파급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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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
제11호

1

∙ 개 발 자 : ㈜현대표지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147-3 (Tel. 02-6458-7000)
∙ 보호기간 : 2012. 11. 09. ~ 2020. 11. 08. (8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
(1) 범위
접합 부위에 암수 요철을 이용하여 강재 압출 챈널 부재를 조립하는 “챈널식 도로 표지판” 제작기술
(2) 내용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은 각 조각의 챈널 결합 부위를 암수 요철 처리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잦은 지명 변경에 따른 문안 변경, 고속화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표지판의 대형화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현장에서 표지판의 규격 변경과 조립과 부분 파손에 대한 수리, 교체가 손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작기술이다.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도로 표지판은 차량을 운행중인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한다. 도로위에서 고속으로 운행중인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 상의 문양을 인지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게 하기 위하여
표지판의 시인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리기관에서는 이러한 시인성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인성의 저해 요인 파악과 다각도의 개선 노력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표지판의 제작 대부분의 공정을 용접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열로 인하여
표지판의 기판에 휨현상이 발생하여 평탄도가 크게 저하된다. 그러므로 평탄도가 하락된 기판에 반사지를
부착할 경우 재귀반사량이 줄게 되어 운행중인 운전자의 시인성은 하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우리회사는
시인성의 개선을 위하여 복합용접식 표지판, 조명식 표지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표지판을 고려하였고 경제성,
범용성, 유지보수성, 현장 적용성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하여, 표지판 기판의 제작에서 용접 공정을 배제한
표지판의 제작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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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은 폭 60cm의 양 끝단을 요철 처리하고 챈널의 중앙 부위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레일을 형성하여 차례로 연결하여 기판을 형성하여 챈널 어긋남을 방지하였으며 구조적인
결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챈널을 세로로 결합하고 볼트 체결부위의 돌출된 레일 밑단을 덧살 형강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챈널 끼리의 결합 편의성을 위하여 유격이 필요 없는 볼트구멍을 채택하여 용접을 하지
않고 단순한 조립의 공정만으로 기판의 완성이 가능하여 비숙련자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였다.

자재반입

표지판 크기 설정

볼트 체결

휨방지 보강대 부착

1차 완성

평탄도 측정

바탕지 부착

도안 부착 및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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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현재 해당 제작 기술에 의하여 제작한 표지판은 아래의 표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총 8개 현장에서 활용되어
7개 현장에서 준공되었으며, 1개 현장에서 시공중에 있다. 동 표지판은 간편한 시공성과 편리한 유지,
보수성과 우수한 평탄성 등의 제품성으로 발주처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적용제품 현황 표]
(2012년 11월 현재)

현장명

착공일

준공일

비고

구미지사 (경부고속도로)

2010. 07

2010. 10

준공

신갈-호법(영동고속도로)

2009. 12

2012. 12

준공

비봉-매송(서해안고속도로)

2011. 04

2011. 12

준공

전주-광양 1공구

2009. 12

2010. 12

준공

전주-광영 12공구

2010. 08

2011. 07

준공

전주-광야 13공구

2010. 03

2011. 08

준공

전주-마산(남해안고속도로)

2009. 06

2011. 12

준공

서평택 IC(평택-시흥)

2011. 05

2013. 03

시공중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동 신기술 적용 제품은 챈널을 가로로 체결만 함으로써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기에 차량의
고속화, 진출입 방법의 복잡화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증가추세 등으로 점점 넓어지는 차선의 폭과 그에
따라 점차 커져가는 표지판의 추세에 부응하여 대형화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존의 용접식 표지판은
가로재와 연결되는 연결판이 고정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솟음 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문형식 표지판의
캠버(가로재)에 부착을 할 경우 표지판이 기울어 질 수 밖에 없고 일식의 표지판 설치가 어려워 두장 이상의
표지판을 클립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으로 일식의 표지판의 설치가 어려우나, 동 제품은 세로로
형성되어 있는 레일의 임의의 위치에 캠버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문형식 표지판의 설치에 장점이 있어 점차
대형화 되어 가는 표지판의 추세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1

안개 발생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제12호

1

∙ 개 발 자 : 한국전기교통㈜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한강탑오피스텔302호 (Tel. 031-909-8114)
∙ 보호기간 : 2012. 12. 28. ~ 2020. 12. 27. (8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본 기술은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안개발생 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도로 안개등의
광도를 조절하여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게 제공하는 기술임
(2) 내용
본 기술은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임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시정계에서 적외선을 발광하게 되면 시정계 발광부의 내부 구조에 의해서
빛은 대기중으로 뿌려지게 된다. 이렇게 대기중으로 뿌려진 적외선은 맑은 날 일 때는 산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안개가 많은 날에는 안개의 수분성분에 의해 적외선의 산란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산란된
적외선은 적외선 수신부로 입력이 되어 시정거리를 산출하게 된다. 도로안개등(Light Bar)은 컨트롤러로부터
안개등급에 따라 다른 데이터를 받게 되며 데이터를 수신하면 도로안개등(Light Bar)에서는 안개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하게 된다. 안개상황이 아니면 작동을 하지 않고 안개상황이라면 안개등급에 따라 다른
광도로 작동하게 된다. 작동 모드에서는 보조등은 항상 점등상태가 되며 주발광원은 차량이 검지 될 때만
점등이 된다. 주 발광원은 일정시간 동안 점등한 후, 소등되도록 기본 설계되어 있으며 주 발광원과 보조
발광원의 운영방식은 관리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도로안개등(Light Bar)에
탑재된 차량 검지기는 기후의 영향이 적은 마이크로웨이브센서의 도플러효과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무를
판별하며, 센서의 전방에 물체가 움직이면 검지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컨트롤러는 시정계로부터 수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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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정거리로 환산하게 된다. 이때 시정거리 환산한 데이터는 다시 시정거리에 따라
안개등급별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나누어진 안개등급에 따라 도로안개등(Light Bar)의 광도를 조절하게
된다. 컨트롤러는 시정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온도, 송신출력,
기준전압, 밤/낮 구분, 창 오염도, 가시거리 측정값 등 총 6가지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수신한 시정계의
데이터 중 창 오염도 항묵을 통하여 유지보수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계는 창 오염된 경우, 자동으로
적외선 출력을 증가시켜 정산적인 가시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2) 시공･제작 방법
보급형 시정계

도로안개등

콘트롤러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에서 발생되는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적외
선 발광부와 적외선 수신부 사이에서
발생되는 적외선의 변화로 시정거리
를 산출하도록 설계

주 발광원의 경우 높은 광도를 가지고
있어 짙은 안개시에도 높은 시인성을
가지며 보조 발광원은 시선유도등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광도에 편광
필터를 사용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하
도록 설계

안개대응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정계
및 도로안개등의 모든 데이터를 취합
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정거리 정보를
도로안개등으로 전송하여 도로안개등
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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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현 장 명

설치거리

시정계

도로안개등

컨트롤러

설치간격

비고

파주 눌노천교

1km(양방향)

4대

70대

1대

30m

시범 사업

남양주 팔당댐

1km(단방향)

5대

35대

1대

30m

시범 사업

제주평화로 1차

1km(단방향)

1대

24대

1대

40m

사업화 사업

대관령

-

1대

-

-

-

사업화 사업

거가대교

-

1대

-

-

-

사업화 사업

경인 아라뱃길

2km(단방향)

1대

56대

1대

35m

사업화 사업

제주평화로 2차

1km(단방향)

1대

24대

1대

40m

사업화 사업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국내 교통산업에서 시스템의 단독 적용뿐만 아니라 구성요소의 일부를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국지적 도로의 상태정보 수집을 위해 시정계만을 사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으며. 우리나라도 이상 기후와
국지성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도로, 공항, 연안 해역 등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이 필수적이어서
주요구간, 지점 예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조기대응을 위한 상세 입체관측망의 지속적 확충을
필요로 하여 도로기상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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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
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 기술
∙ 개 발 자 : ㈜에이엘테크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5길 60 (Tel. 053-588-8901)
∙ 보호기간 : 2013. 11. 22. ~ 2023. 11. 21. (10년)

1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광섬유 케이블과 LED를 이용하여 내부의 LED 소켓에 근접 배치된 광섬유의 한 끝단(번들)에 빛을 간접
조사하여, 표지판 표면의 문양에 따라 배치된 광섬유의 나머지 끝단으로 전송하여 문자, 도형, 화살표 및
테두리에 발광 표시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 제작 기술
(2) 내용
제품 내부에 위치한 LED 광원으로부터 표지판 표면에 배치된 광섬유 끝단으로의광전송을 통해 표지판 정보
일체를 발광표현하는 기술로 소량의 LED로 충분한 표현력을 제공하며 태양광 발전만으로 구동 가능한
저전력 소비 구조이며, LED를 제품내부에 보호하며 약전력으로 구동함으로써 전기적 부하와 외부의 물리적
악영향에 따른 LED의 성능악화, 고장 문제를 개선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광섬유는 중심부(core)에 굴절률이 높은 투명소재를 사용하고 바깥 부분(clad)은 굴절률이 낮은 투명소재를
사용한 구조로, 중심부를 통과하는 빛은 전반사 특성으로 빛의 손실률이 낮고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이러한 광섬유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발광각 60° 내에 유효 광량을 집중함으로써 광원의 저전력
구동으로도 충분한 발광 품질을 발현할 수 있으며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2) 시공･제작 방법
발광형 광섬유 표지판은 외형을 구성하는 프레임, 고휘도 반사지와 광섬유홀더가 부착되는 전면 표시부의
패널, 후면 패널, LED광원모듈, 광섬유와 광섬유 번들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제작.
프레임은 고휘도 재귀반사지가 부착된 전면 표시부와 후면 패널을 연결하여 고정하며, 방수방진(IP68)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5

내충격구조를 가지는 LED광원모듈은 LED와 PCB,광학렌즈, 광유도관을 일체형으로 제작함. 광섬유의
입광부는 광섬유 번들로 제작되어 광원모듈과 연결되고, 반대쪽 출광부 영역은 광섬유 홀더에 고정되어 전면
표시부로 발광됨.
광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축전지와 컨트롤러는 별도의 외부함체로 구성되며,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전지는
일반적으로 광섬유 표지판의 상단에 고정.
제품의 상태를 무선통신으로 확인이 가능케 하는 무선통신 모뎀은 별도의 외부함체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제품의 함체 내부에 고정.
∙ 무선통신 자가진단기능 탑재
∙ LED광원 방수방진(I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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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제품 구조상의 우수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유지보수 효율성까지 극대화한 발광형 광섬유 표지판은 신기술
지정 이전 4년간 약3,000 여개, 지정 이후 4년간 약7,000여개가 설치되는 등 신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점진적으로 확대보급 추세에 있음.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교통사고 통계상, 야간 교통사고의 사고치명률은 주간 교통사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시각적 지각력과
주의력이 낮은 노인층 운전자의 사고 경향은 2~3배 이상 높음.
이러한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국내의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야간 시인성이 우수한 조명식 발광형
교통 표지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발광형 광섬유 표지판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납품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발광형 광섬유 표지판은 눈부심이나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을 피하면서도 주목성, 시인성 판독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나타내며,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data를 근거로 한 분석에 의하면 약 90%
수준의 사고 경감율을 보임.
또한, 태양광 발전 전력만으로도 안정적인 구동이 보장되는 유일한 제품으로, 전력선에 의존한 전력 소비가
없으므로 전기인입 설비비용 및 전기료와 관련한 유지비용이 절감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CO2)의 배출이 없음.

나.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 교통사고 발생은 다소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야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한
후 그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더욱이 주간 대비 야간의 교통량이 1/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야간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은 주간 대비 약 2.6배로 매우 높은 수준임. 또한, 야간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주간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고의 치명율이 높은 야간 교통 환경에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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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고 대비 시간대별 비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우리나라의 2011년 도로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 7,601억원이며,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 비용을
포함한 피해종별 평균 비용은 사망자 1명당 약 4억 1,891만원, 부상자 1명당 약 470만원, 물적 피해 1건당
약 142만원임.
발광형 광섬유 표지판은 교통사고 치명율이 높은 야간교통사고 예방에 특화시킨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사회적
비용 기준으로 볼 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할 경우는 재귀반사형 표지판 대비 약 11%, 교통사고
사망자가 60% 감소할 경우는 재귀 반사형 표지판 대비 약 48%의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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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 교
통사고 예방기술
∙ 개 발 자 : ㈜지비
∙주
소 : 산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지사동) (재)부산테크노파크 POST-BI동 404호,
405호 (Tel. 051-972-9690)
∙ 보호기간 : 2014. 06. 05 ~ 2019. 06. 04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지정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생활도로구역 비신호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광센서로 인식하고 LED 색상변화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사전예방 기술
(2) 내용
생활도로, 이면도로의 무신호구간(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차량, 보행자의 상충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광센서, led, 제어회로를 내장한 표시등을 도로면에 매립설치하고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주간에는 황색 led의 점멸로서 주의와 경각심을 주며 야간에는 차량진입이 없을시 황색 led 점멸, 차량의
접근 시 차량의 전조등 빛으로 차량의 진입을 검지하여 상충방향의 차량 및 보행자에게 적색 led의 점멸로서
차량의 진입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또한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공급으로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며 기존의 분리되어 설치되었던 차량검지센서를 제품 내에 내장함으로서 경제성, 시공성,
유지보수성을 높임

나. 지정기술 소개
(1) 원리
야간의 차량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야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켜고 주행을 하며 이 전조등의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광센서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지하고 차량의 검지시 이를 LED를 이용하여 상충방향의 차량, 보행자에게
차량의 존재유무를 표현하여 사전에 차량의 진입 또는 존재를 인식시켜줌으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저전력의 부품을 사용함으로서 전력주, 가로등 등을 이용한 상용전원의 인입이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한
자체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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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및 제작방법
제품의 구성은 크게 표시발광부와 전력공급부로 구성되며 표시발광부는 led, 조도센서, 광센서, 제어회로를
내장한 표시등으로 구성되며 전력공급부는 태양전지, 축전지, 컨트롤러, 거치대로 구성된다, 주공정이 표시등
매립을 위한 거치홀의 천공과 전원인입을 위한 도로홈파기 등으로 이루어진 단순시공 공정으로 시공이
용이하다.
기술의 대표적인 설치개념도는 아래와 같다.
교차로 알림이 - 4방향 일체형(직각교차로) TYPE
개념도

설치도

교차로 알림이 - 1방향 일체형(예각교차로) TYPE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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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도

횡단보도 알림이
개념도

2

설치도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본 기술의 적용현장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과 같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보행자 등의 상충지역으로
Zone30(어린이 보호구역, 생활도로 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주택가, 상업지역, 단지 내 도로 등과 같은
생활도로 중 무신호의 교차로, 횡단보도 등이다. 현재 부산시, 대구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여러 지자체
및 건설업체에 납품되어 적용되고 있다.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이면도로, 생활도로의 무신호 교차로 및 횡단보도
-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 등의 상충구간
- Zone 30 구간(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생활도로 구역 등)
- 회전교차로, 굴곡도로, 위험도로, 주차장 등의 구간
- 주택가, 학교주변, 단지 내 도로 등의 생활도로의 무신호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시설의 설치가 어려우며 안전을 위한 지능적인 시설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런 장소는 많은 곳에
산재하고 있어 시장성이 높고 본 기술을 활용한다면 교통사고의 예방으로 물적, 인적피해 및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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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상하 이동과 좌우 회전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
∙ 개 발 자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정릉로 77 (Tel. 02-910-5072)
∙ 보호기간 : 2014. 08. 19. ~ 2019. 08. 18. (5년)

1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도로전광표지의 표출면을 상승/하강과 동시에 도로 가변측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표출면이
지지구조물에 대하여 승강 및 회전시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가지도록 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
(2) 내용
가변안내표지판 구조물의 구축 또는 설치 후 유지보수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현장의 접근 용이성
향상, 그리고 이러한 가변안내표지판의 유지보수 및 관리 효율성 도롤를 위해 상하 이동과 좌우 회전 기능이
적용된 도로전광판 지지구조물 기술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본 신기술은 도로전광표지의 표출면을 회전 및 하강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지지구조물 기술로서 [그림 1]과
같이 ① 함체 회전, ② 함체 하강의 순서로 동작된다. ① 함체 회전 동작에서는 보조 구동기(서브모터)의
동력을 체인과 체인스프로킷을 통해 웜축으로 전달하여 고정된 웜휠을 밀어내며 회전 운동을 수행한다. 회전
동작 후 웜축과 웜휠에 의해 회전이 고정되어 직선 하강 구간에서 바람에 의한 추가적인 회전을 방지 할
수 있다. ② 함체 하강 동작에서는 구동기(AC 모터)의 동겯을 베벨기어를 통해 지지구조물 내부의 스크류에
전달하여 상하 이동 동작을 수행한다.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동력을 스크류 너트에 전달하고, 스크류 너트가
회전면서 동력을 이축이동 베이스에 전달하여 이축이동 베이스가 회전하면서 이축이동부 전체가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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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이동과 좌우 회전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의 동작원리]

(2) 시공･제작 방법
[표 42] 생산공정 흐름도
생산공정 종류

소요기간

구조물 가공 및 후처리
- 토목 지지부 제작
- 메인 강관 제작

구조물 제작

목형 제작
- 메인 함체 연결부 목형
- 승하강용 지지부 목형
- 상부 고정부 커버 목형
- 회전가이드 목형

15일

30일

주물 제작
주물품 가공
메인 지지부 조립
구조물 조립

구동부 조립

10일

제어부 및 기타 부품 조립

현장 공사

현장 설치
[그림 41] 교통 22호 설계도면

총 소요기간

전기공사

5일

토목공사
-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

3일

콘크리트 양생

10일

지지구조물 현장 설치

3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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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현장명

활용기간

1

경기도 시흥 소재 충남CNC

2013.01 ~ 2013.03

2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소재
파이낸스센터 앞

2013.04 ~

비고
실도로 현장 적용을 위한 사전 동작
테스트베드
실도로 현장 테스트베드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본 신기술은 도로전광표지판 뿐만이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거치가 필요한 모든 교통 및
홍보 시설에 활용이 가능하다. 작게는 도로시설물에서부터 크게는 기업의 홍보시설까지 빈번한 교체 및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는 특히 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첨단 안전 교통분야를 비롯하여 국내외
홍보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본 신기술의 기술적 특징은 유지보수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면서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유지보수 시 도로전광표지는 도로 가변측으로 회전되어 하강하므로 도로 차단 없이 유지보수를 진행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본 신기술의 주요 목적은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 확보 중심으로,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다. “ITS 사업시행지침-도로전광표지(VMS)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에 따르면 도로시설물인
도로전광표지는 주간, 월간, 분기, 연간으로 구분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해야한다. 이는 연간 최대 48회의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것 이며, 돌발 장애 발생에 대한 건을 포함시키면 연간 최대 50회 이상의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 도심권 VMS의 경우 유지보수 시 사다리차 및 도로차단을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므로
연간 50회의 이상의 점검을 수행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 또한 도로차단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을 포함 할 경우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은 기존 도심권
VMS와 본 신기술이 적용된 VMS의 1일 1회 유지보수 비용이다. VMS의 연간 점검횟수가 최대 50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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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기존 도심권 VMS는 3,300만원, 신기술이 적용된 VMS는 800만원으로 2,5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 차이가 발생하며, 교통혼잡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그 차익은 수 십배 이상 날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6] 유지보수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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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로저감용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도로표지와 회전식
지주 제작 기술
∙ 개 발 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이에스컴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Tel. 031-910-011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187(Tel. 031-798-2920)
∙ 보호기간 : 2014. 10. 24 ~ 2019. 10. 23.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지정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 결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결로저감용 도로표지판과 최소한의 차로 차단으로
유지관리 작업이 가능한 회전식 지주 제작 기술
(2) 내용
∙ 결로방지 도로표지는 바탕면 기초재료를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하며, 유연성 합성수지는 열전도율이 낮고
대기온도 순응력이 높아 결로발생이 최소화되므로 결로방지를 위하여 에너지(전력)가 필요 없는 기술이다.
∙ 유연성 합성수지 위에 바탕면은 반사지를 부착하여, 자동차 전조등 빛을 운전자에게 반사시키는 재귀반사
기능을 가진다.
지주는 지주와 기초의 연결부를 지중에 매립하여 지상에는 지주만 노출되므로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회전기능이 있어 A/S 시 지주를 안전지역으로 회전하므로 도로차단이 필요 없다.
∙ 표지는 결로방지를 위한 발열장치가 없으므로 전력비 발생이 없고,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 없으며, 지주는
A/S 시 회전하여 안전지역에서 작업하므로 작업효율성이 높고 수직각도 조정이 간편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나. 지정기술 소개
(1) 원리
(표지)
∙ 표지면에 결로가 발생하면 빛이 결로방울에서 굴절을 일으켜 운전자에게 도달하지 못하여 표지판이 검게
보이므로, 결로발생을 최소화시켜 표지판의 정보전달력을 유지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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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 매립회전식 기초블록은 지주의 하단부를 콘크리트 블록에 삽입 설치하고,
∙ 블록본체에 매립된 앙카볼트와 조임너트, 고정패드로 지주를 고정한다.
∙ 조임너트 조절로 고정패드의 고정압력이 감소하여 지주의 회전이 가능하게 되고, 지주와 설치홈의 차이 범위
내에서 수직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 시공･제작방법
표지

2

지주/기초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적용현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경부고속도로 동탄IC

설치일자

2013. 12 – 2014. 1

2013. 5.

현장의견

･ 결로발생이 적고 소거시간이 짧아,
일반표지 대비 악천후 시 시인성이
뛰어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임.
･ 결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력비 발생 없음.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 결로가 적게 발생하고 소거시간이 짧아,
야간시인성이 좋으며,
･ 결로로 인한 도로표지의 오독을 감소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함.
･ 결로방지를 위한 비용발생이 없음.
･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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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우리나라의 지역별 결로발생 지도

결로발생현상

∙ 우리나라에는 약 20만개의 도로표지, 3백만개의 교통표지와 VMS, 과속카메라 등의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표지는 정보전달력 개선을 위하여 점차 고급화되고 있고 지주 또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추가하여 고급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유연성 합성수지를 이용한 결로방지 표지는 기존표지가 가지고 있던 결로로 인한 정보전달력 저해문제와
결로방지를 위한 전력비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면, 기존표지보다 생산비가
낮아지게 되어 가격경쟁력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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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 및 원격분사 시스템
제25호

1

∙ 개 발 자 : ㈜리트코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길 63 (Tel. 02-2009-1800)
∙ 보호기간 : 2015. 02. 06. ~ 2020. 02. 05.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지정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겨울철 강설 및 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안전 시설물로서, 노면의 결빙 우려
구간에 제설액을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는 시스템.
(2) 내용
겨울철 강설 및 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안전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입출구,
음영지역, 급커브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 설치하여 노면의 결빙 전 액상제설제를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여
사전에 노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노면 결빙방지 기술

나. 지정기술 소개
(1) 원리
∙ 강설 상태 및 노면 결빙 감지 기술
강설과 노면 결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후 상태와 노면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각 센서를 통하여 감지된 기상과 노면의 상태를 통해 제설액 분사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6가지의 판정 알고리즘이 적용되며, 결빙1, 2, 3 의 상태는 노면 습윤 등에 의하여 결빙이
우려되는 상태로 분사 주기를 다소 길게 설정하여 미끄럼에 의한 차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강설4, 5, 6 의 상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 상태로 기상 상태가 악화될수록 분사 주기가 짧아지도록 설정된다.
∙ 분사거리 및 분사너비의 확대 기술
본 기술의 분사헤드는 최대 7개의 분사노즐로 구성되며, 각 분사노즐은 동일한 크기의 직경으로 제작되어
제설액은 모든 분사노즐에서 동일한 분사거리로 분사된다. 각 노즐의 분사거리는 펌프로부터 분사헤드에 가해지는
제설액의 압력에 비례하며, 소형차 기준의 바퀴보다 높지 않은 높이에서 최대 10 m 내외가 되도록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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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 분사 제어 기술
본 기술에서 적용된 분사헤드는 별도의 밸브박스를 통하여 제설액의 분사가 제어된다. 전 노즐에서 동시에
제설액을 분사할 경우 펌프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노즐의 분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분사거리 및 분사량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분사헤드를 순차적으로 개폐하여 각 노즐의 제설액 분사거리를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 분사량 제어 기술
노면에 분사되는 제설액의 분사량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작된 ‘도로제설 핸드북’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본 신청 기술에서는 펌프의 압력, 분사노즐의 단면적, 노면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2차선
도로폭에 대한 단위면적당 제설액의 분사량을 설정한다.
∙ 원거리에서의 분사 성능 유지 기술
본 기술에서 적용되는 펌프 스테이션으로부터 원거리의 분사헤드까지 배관을 통하여 액체인 제설제를
이송된다. 배관내로 흐르는 액체에 대한 배관 및 기타 부품들의 압력손실수두를 계산하여 최종 관말에 위치한
분사헤드의 최소 분사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2) 시공･제작방법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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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기초

2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1

LG전자 V-ENS
인천캠퍼스 신축공사

LG전자

리트코

2012.09.26 ~
2013.03.30

왕복 2차선
/130M

127,900,000

2

민락 2지구 BRT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의정부시

리트코

2012.11.09 ~
2014.05.10

왕복 2차선
/550M

740,000,000

3

부안고가교 재가설
실시공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리트코

2012.11.16 ~
2013.12.30

왕복 4차선
/280M

324,000,000

4

대전 동서대로
(광로 2-10호선)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LH공사

리트코

2013,06,26 ~
2013,09,30

왕복 8차선
/450M

1,050,000,000

5

국도 59호선 막동마평 도로건설공사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리트코

2013.07.15 ~
2013.12.30

왕복 2차선
/174M

400,000,000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노면결빙방지시스템 설치 기준안이 정립되면 도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설치가 검토되어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함으로서 비용절감 기대
∙ 신규 도로 계획 및 기존 도로의 확장에 있어 결빙위험지역을 예측하여 적절한 위치에 노면결빙방지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차량주행안정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기대
∙ 도로 운영자로 하여금 결빙방지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가능
∙ 설치비 및 운영비의 저감 효과로 고속도로 내에 기 설치된 외산제품을 대체 가능하며, 나아가 국도 및
지자체 관리도로의 상습결빙구간의 예방적 대응책으로 적용 가능
∙ 도로 특성에 따른 도로 기상 변화 추이 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 관련 산업의 기반 기술로 활용
2010년 환경부 고시 2010-97호를 통하여 환경표지 대상품목에 제설제를 포함
- 제설제에 대한 환경적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적 제한 조건
- 강재에 대한 내부식성 강화, 콘크리트에 대한 내부식성 강화, 생태 동식물에 대한 독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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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설(Anti-icing) : 적극적 제설에 사용되는 액상 제설제의 분사 설비로 최적 기술 균일 분사에 의한
융설 효율 극대화 + 제어가능한 제설액의 분사 기술
환경 피해의 최소화에 더욱 더 긍정적인 해결방안
∙ 외산 기술 대체 효과
고가의 외산제품의 기능을 유사하게 구현한 국산 시스템 도입 요구가 증가 저가 국산제품의 저성능,
유지보수의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

나. 경제적 파급효과
∙ 공익성
- 지정체 감소
- 사고저감: 사고율 50% 저감 효과 예상
- 차량 지정체 약화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 고용창출 효과 50명/yr (설치, 유지보수, 관리 및 제설액 공급 분야)
∙ 시장 형성 가능성
- 국내시장 4,800억원
동절기 교통소통 취약구간 총연장 1,340 km * 중점 대상구간 30% * 신청기술
시장예측 480억(2015년, 10%) → 1,360억(2020년, 30%)
- 국외시장 73조 7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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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6억/500m)

스프링이 내장된 관절형 방호울타리의 지주 제작기술
제26호

1

∙ 개 발 자 : 정도산업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22층 (Tel. 02-3436-645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59-38
∙ 보호기간 : 2015. 05. 06. ~ 2020. 05. 05.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지정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한 2단 관절형 지주 제작 설치 기술
(2) 내용
방후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충돌 시 휘었다가 원상회복되도록 하는
관절형 지주 제작기술

나. 지정기술 소개
(1) 원리
방호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충돌 시 휘었다가 충돌 후에 다시
원상회복되도록 하는 관절형 지주 제작기술이다.

① 충돌 전

② 충돌 시

③ 충돌 후

[관절지주 충돌 전 후 모습]

차량의 충돌 시 교량 등 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교량용으로 기초부와 지주부를 분리 제작･조립하여 충돌
시 지주가 휘여 충격을 흡수한 후 내장된 스프링의 탄성작용으로 원상으로 회복되는 지주로 구조물이나
교량에 설치 시 적용하면 유리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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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단 계

단위 관절 제작

지주캡 제작

분체

그 림

시공･제작 방법

① 단위 관절 절단 후 스프링 받침판 삽입
② 클램프 용접

①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지주캡 성형

① 자재 분체 처리

스프링 삽입 후
압축

① 지주 속에 스프링 삽입
② 스프링을 1차･2차에 걸쳐 압축

볼트박스 결합 및
와어어 인장

① 볼트박스 결합
② 인장기를 이용하여 와이어 인장

지주캡 결합

관절지주 제작 및
조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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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볼트로 체결하여 지주캡 결합

① 관절지주 조립 완료
② 도면과 일치 여부 확인
③ 연결부 및 결합부 확인

비고

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비고

407,575,140

수의

1

우회고가교 관절형
교량용 노측방호책구입

인천지방조달청

2013.12.30.~
2014.02.28

관교SB5
759경간
6개소

2

관급자재구매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오목교)

서울지방조달청

2013.06.05.~
2013.07.30

관교SB5
183경간

99,735,000

기타

3

천안대로 외1개소
중앙분리대설치공사

대전지방조달청

2013.06.13.~
2013.07.30

관중SB5
183경간
4개소

99,833,400

기타

4

암사대교
교량중앙분리대 제작
및 설치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식회사 2010.10.15.~
쓰리에스 2014.12.31

관중SB5
566경간

513,240,435

제한

5

강남순환도로8공구
구룡 지하차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식회사 2012.11.05.~
쓰리에스 2014.12.31

관중SB5
195경간

159,500,000

제한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충돌시험에 의해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테스트하여 이에
따라 도로 등급별 목적별로 방호울타리를 선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충돌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면 대부분의
방호울타리 충돌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을 면하게 되고 전복이나 추락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이전에 설치 된 방호울타리는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로 남아 있다.
(1) 교통 사고비용 절감
본 신기술, 3S관절형방호책이 설치 될 경우 원형의 충격흡수연결대에 의한 충격흡수 능력과 차량 충돌 시
관절지주가 휘면서 충격을 흡수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 및 구조물 파손, 보수비를 최소화
하게 될 것이다.
(2) 방호울타리 공사비 절감
본 신기술에 의한 가드레일은 현장설치 시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용접이나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치
않으므로 공정이 간단하여 비슷한 성능의 기존 제품에 비해 공사기간이 단축, 공사비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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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비 저렴
방호울타리가 자체 기능에 의해 대부분의 충격을 분산하여 흡수하기 때문에 응력을 기초로 전이하는 바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하여 기초나 구조물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관절지주가 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내장된 스프링의 탄성으로 원상회복되므로 구조물 보호에 탁월하며
시설물자체의 파손도 거의 없고 방호울타리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보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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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검지
기술기반 안전시스템
제27호

1

∙ 개 발 자 : ㈜온텍시스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아이라이트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65, 2층 (Tel. 031-291-399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Tel. 031-910-01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608호(Tel. 02-511-4835)
∙ 보호기간 : 2015. 06. 30. ~ 2020. 06. 29.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본 기술은 횡단보도 안전시스템으로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전방경고안전표지와
시스템제어기의 레이더검지기로 감응하여 횡단보도조명, 음성, 문자표시 등을 통해 보행자에게 접근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의 연직면 조도를 향상시킨 LED횡단보도조명등의 조명제어로 횡단보도 및 보행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는 기술임
(2) 내용
본 기술은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없을 경우 횡단보도조명등을 기본밝기로 점등하고,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검지되면 최대 밝기로 점등하고, 문자와 음성을 통해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경고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게 하는 시스템임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횡단보도 안전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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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은 보행자가 잘 보이는 조건인 연직면조도를 적용한 LED횡단보도조명등과 차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레이더 검지기술, 음성 및 문자표출장치를 개발하고 각 요소기술에 대한 동작 알고리즘을 시스템적으로
융합 및 구현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전방의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주행속도 감속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높이고, 횡단보도 보행자에게는 횡단보도로 접근하는 차량의 정보를 시각 및
청각적으로 제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사고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횡단보도 통행안전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한다.
(2) 시공･제작 방법

LED횡단보도
조명등

시스템
제어기

전방경고
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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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현장명

발주처

공사기간

컨트롤러

LED횡단보도
조명등

전방경고
안전표지

비고

고양
세원고앞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2014.05.15

2대

2대

1대

시험시공

제주 성산읍
한양연립 앞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2014.08

2대

2대

1대

시험시공

몽골 스쿨존 안전
대책 마련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2014.08

-

2대

-

사업화사업

제주 신산리
1046-2 횡단보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4.12

2대

2대

-

사업화사업

횡단보도 안전시스템
납품

모아

2014.12

2대

2대

1대

사업화사업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조명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횡단보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2차선부터 10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되며 주요 설치지역은 다음과 같다.
- 횡단보도조명기준에 만족하지 않은 도심부나 지방부의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횡단보도
- 횡단보도 보행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횡단보도(굽은 도로 등)
- 과속차량이 많은 횡단보도
- 기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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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내의 이용자 위치기반
연계환승지원정보 제공 기술
제30호

1

∙ 개 발 자 : 한국교통연구원, 씨티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Tel. 044-211-30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9, A-305호(Tel. 02-6959-5700)
∙ 보호기간 : 2015. 09. 25. ~ 2020. 09. 24.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복합환승센터 내의 운영상황 정보, 보행 및 시설 정보, 여행계획, 연계환승수단의 실시간 환승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융･복합, 가공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2) 내용
복합환승센터 내의 운영상황 정보, 보행 및 시설 정보, 여행계획, 연계환승수단의 실시간 환승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융･복합, 가공하여 제공하는 환승정보지원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개별
요소기술, 전파지도 작성법 및 위치보정 기술, 위치측위 응용시스템 기술, 보행환경 영상검지시스템 기술,
환승센터 공간DB구축 기술, GIS기반 환승센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스마트 환승안내 정보 제공 기술,
실시간 연계환승 정보 시스템 기술을 융･복합하는 기술임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복합환승센터의 운영상황정보, 보행환경정보, 시설정보, 이용자의 현재위치 및 여행계획, 연계환승수단의
실시간 환승정보 등의 다양한 상황인식정보를 수집하고 융복합 가공하여 다양한 환승수단 및 환승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최적의 연계환승지원정보를 제공함
(2) 시공･제작 방법
실시간 상황인식 기반의 대중교통정보, 환승정보, 시설정보 등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맞춤형 정보제공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연계환승 및 이용자의 정보 수집 및 가공, 이용자 및 운영자 상황에 맞게 처리 및
제공하는 단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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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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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1

KTX광명역 교통연계
한국교통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원
테스트베드

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한국교통
스마트 갈아타기
연구원
시스템 시험운영

시공자

공사기간

적용내용

유에스티

- KTX광명역사 내 실내위치측위 기술 시제품
2007.10.1.∼
시험 및 운영
2008.9.30 - 보행환경 수집/가공 시제품 시험 및 운영
- 공간DB 구축 기술 시제품 시험 및 운영

유에스티

2008.10.1.∼
2011.6.29

-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을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 통합운영시스템 및
환승지원정보제공 시스템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여행자정보제공 등 ITS 기술산업, 환승시설 설계 등 엔지니어링산업, 시스템통합 산업 등에 신사업분야를
제시하여 해당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신규 사업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교통신기술 시스템을 기능별로 패키지화하여 적용시설의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선택적 기능 구현을
통해 기술 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전국의 환승센터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전국단위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복합환승센터뿐만 아니라 백화점, 전시장, 복합쇼핑몰 등 고밀도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인한 이용자
혼잡이나 혼란이 야기되는 다양한 시설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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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제31호

1

∙ 개 발 자 : 정도산업, 신도산업㈜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59-38 (Tel. 02-465-123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1로 59-49 (Tel. 1588-0490)
∙ 보호기간 : 2016. 1. 5. ~ 2021. 1. 4.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정면 충돌 시 상부지주, 레일, 충돌판이 충돌 측으로 밀리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측면 충돌시 차량의 이탈을
막아주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2) 내용
차량방호책의 단부에 설치하여 차량의 정면 충돌시 상부지주가 하부지주에서 이탈되고, 레일이 차례로
겹쳐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ㄱ) 지주의 브레이크 어웨이 (Breakaway:충격분리) 구조
① 지주는 상부지주와 하부지주로 분리 형성되고, 상부지주플랜지와 하부지주플랜지는 볼트와 너트로
결합되며, 하부지주플랜지의 선단에는 하향경사진 경사판이 연장되어 형성됨.

[상, 하부 지주의 결합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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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부지주플랜지는 외측으로 개방된 수직형태의 경사 홈이 전, 후 2개소씩 형성되고 하부지주플랜지는
차량진행방향으로 경사지게 개방된 경사 홈과 볼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돌기가 전, 후 2개소씩
형성됨. 상부지주플랜지의 경사 홈과 하부지주플랜지의 경사 홈에는 각각 볼트가 관통하여 너트로
체결되어 상, 하부지주가 결합상태에서 볼트와 너트에 의해 체결된 상태를 유지함.

결합 구성요소

상부지주플랜지

하부지주플랜지

[상부지주플랜지와 하부지주플랜지]

③ 본 기술의 상, 하부지주 결합 구성요소는 상부지주플랜지, 볼트와 너트, 하부지주플랜지로 그성되어 있음.
또한 본 기술의 브레이크 어웨이 구조는 차량의 정면충돌 시에는 상, 하 지주가 분리되고, 측면충돌시에는
볼트가 하부지주플랜지의 돌기에 의해 구속되어 분리되지 않는 양면적인 작동 성능을 포함함.

분리전

분리중

분리후
[정면충돌시 하부지주와 상부지주 분리 동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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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가드레일 스페이서바에 의한 충격흡수 구조
가드레일의 곡부에 장공이 천공되어 있고 이 장공을 통하여 2중 스페이서바 및 볼트로 일부 겹치게 결합되어
있음. 차량 충격을 받게 되면 가드레일이 서로 포개지면서 스페이서 가드레일 사이의 마찰력으로 차량충돌에너지를
흡수함.

[스페이서바와 가드레일 체결 방법]

ㄷ) 정면충돌판 구조
정면충돌판 앞면에는 반원형의 헤드부가 있어 1차 충격을 흡수하고, 충돌판은 가드레일 선단에 부착되어
충격면을 넓게 하여 차량의 관통을 방지함.

[충돌 전. 후 헤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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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1.1 적용범위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1.2 시공 준비
가. 현장 토질조건 및 현장 여건(도로중앙, 도로노측)등을 조사하여 지주설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성토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노측용 단부처리시설은 1:1.5(V:H)인 성토부의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장지지력 측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명시된 도면을 명확히 검토한 후 발주처 관리 하에 지하매설물 (배수관,
통신관로, 가스관로, 가로등 전선관, 전력 선로 등)의 교차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 종류별 부품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1.3 시공기준 및 순서
가. 지주 설치
(1) 지주의 규격 및 설치간격은 도면을 확인한 후 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지주의 설치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설치 도중 손상된 것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설치할 곳은 미리 선정하여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설치위치에 따라 설치방법을 재분류할 수 있다.
(5) 설치된 지주 정확도에 따라 상부 조립품의 수평･수직･선형 등 시공품질이 좌우되므로 주의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레일 설치
(1) 레일의 규격 및 설치간격은 도면을 확인한 후 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레일은 선형 및 구배가 맞도록 설치하여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조립하여야 하며 높이 등은 설계도면의
+3cm, -2cm 범위에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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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비고

1

국도1호선 등 3개노선
도로안전시설 설치

논산국토관리
사무소

주식회사
쓰리에스

15.01.08

15

93,750,000

관급

2

국도21호선 홍성~예산
예산지역 중앙분리대
단부설치

예산국토관리
사무소

주식회사
쓰리에스

15.01.18

13

81,250,000

관급

3

국도33호선 칠곡 약목
관호교차로~구미시계
구간 도로정비공사

대구국토관리
사무소

주식회사
쓰리에스

14.06.26

7

43,750,000

관급

4

국도13호선 해남 송운교
광주국토관리
등 4개교 방호울타리
사무소
설치공사

주식회사
쓰리에스

14.9.10.

10

98,200,000

관급

5

드림파크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주식회사
쓰리에스

15.01.29

10

62,500,000

관급

인천광역시
서구청

[단부처리시설의 설치 예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47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신기술인 단부처리시설은 중앙분리대와 성토부 노측용 ET2 등급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단부처리시설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속 80km/h인 고속구간의 중앙분리대, 성토부, 노측구간 등에서도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조물 보호용으로 시장 형성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지침의 개정으로 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단부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처의 수요도 점차 증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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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제32호

1

∙ 개 발 자 : 메타빌드㈜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 빌딩 (Tel. 02-598-3327∼8)
∙ 보호기간 : 2016. 1. 21. ~ 2021. 1. 20.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돌발상황 수집용 Ka-band 레이더 센서 / 수집 데이터
분석 및 돌발판단용 제어기 / 운영 관제용 S/W)
(2) 내용
본 기술은 직선부 1km, 5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레이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지차량,
역주행, 낙하물 등 도로상의 장애물을 돌발상황으로 인지, 분석･판단한 정보를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신청기술은 Ka-band 대역의 레이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낙하물
등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돌발상황으로 판단하여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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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특징
- 1대의 센서로 길이 1km, 너비 5차로 도로의 공간을 실시간 검지
-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사고, 낙하물, 보행자 등 도로상의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및 판단 가능
- 안개, 강우, 강설 등 기상여건에 따른 성능 감소 없이 전천후 주야간 상시 운영 가능
- 영상 시스템과 비교하여 정확한 검지성능과 오경보 감소
- 도로 운영자를 위한 관제 S/W 및 이벤트 발생시 알람 제공
- 자동추적 카메라를 통한 돌발상황 영상 확인 및 전후 15초 영상 자동저장
돌발상황 수집용
Ka-band 레이더 센서

수집 데이터 분석 및 돌발판단용
제어기

운영 관제용 S/W

Ka-band 대역 전파를 이용하여
도로상황을 검지하는 레이더 장치로
송신부에서는 전파를 발생시키며
수신부에서는 반사파를 수집하여
제어기로 데이터를 전달함

레이더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로상의 물체의 위치,
속도 정보를 생성하며, 돌발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실시간으로 유효한
판단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함

레이더센서 및 제어기들을 통합
관리 및 관제하는 S/W로 레이더를
통한 실시간 검지화면 및 CCTV
연동 추적기능, 이벤트 알람,
검지이력 및 이벤트 분류, 다수의
레이더별 상태정보를 제공함

※ 경부고속도로 신갈 JC부근 구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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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운영화면

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제품명

구매자명

수량

설치현장

판매일

비고

1

Smart-IDS

한국도로공사

4

경부고속도로

2014.07

연구사업 시범설치

2

Smart-IDS

한국도로공사

1

서해대교

2015.05

연구사업 시범설치

3

Smart-IDS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1

국토교통부 안산
성능평가 센터

2015.11

실도로환경 성능시험 방법
마련을 위한
돌발상황검지시스템 제조･구매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2015년 발생한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안개 상습구간 도로교통
안전관리 대책(2015.03)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에는 첨단기술 분야로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악천후 교통사고
대응 방안이 권고되어 있으므로, 도로 돌발상황 관리 부분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안개대비 안전시설 설치]
- 중 략 ∙ (첨단기술) 짧은 구간에는 안개소산 장비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야간, 안개시에도 상황관측이 가능한 레이더
기술을 도입

∙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등에서 돌발상황검지시스템과 터널, 교량 유고검지시스템 등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도로 운영자 측면에서 돌발상황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교통체계 지능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다양화되고, 스마트폰 등 개인 정보통신단말기의 보급으로 이동환경에서
실시간 돌발상황 정보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차세대 ITS 및 자율협력주행 등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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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도료를 2액 2공정용 차선도색 전용 장비로 상온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기술
∙ 개 발 자 : ㈜태웅산업
∙주
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농공단지길 36 (Tel. 062-571-2557)
∙ 보호기간 : 2016. 3. 30. ~ 2021. 3. 29. (5년)

1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용
도료를 주재와 부재용 2개의 노즐과 V자형 분사구를 갖는 차선도색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2액 2공정으로
상온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시공법
(2) 내용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용 도료(제품명:TW-153)를 주재와
부재용 2개의 노즐과 V자형 분사구를 갖는 2액 2공정용 차선도색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2액 2공정으로 상온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시공법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시공법
에어 분사구에 의한 청소

V자형 주재와 부재 분사구를
이용한 도색

비드 분사구에 의한 비드 분사

V자형 주재와 부재 분사구

상온경화형 차선도료를 살포하기
직전, 에어 분사구에서 에어를
분출하여 도로표면을 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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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부와 부재부의 도료를
2개의 노즐로 공급하여 V자형
분사구를 통해 분사시킴

비드 분사구를 통해
비드(유리알)을 살포하여 차선
도색을 완성함.

(2) 원리
모식도
주재
탱크

펌프

분사구

신청기술의 원리
1)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용
도료(제품명:TW-153)
2) 주재와 부재용 2개의 노즐과
V자형 분사구를 갖는 2액
2공정용 상온경화 차선도색
전용장비
3) 상기의 1)항과 2)항을
이용한 2액 2공정에 의한
상온경화 차선도색 시공 법

부재
탱크

펌프

2

사진

분사구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 2013년 6월부터 2015년 9월 까지의 적용 현장 수와 신기술 공사금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항목

적용 현장 수(곳)

신기술 공사금액(원)

국도

22

1,391,149,070

지방도

16

2,165,775,000

계

38

3,556,927,070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우리나라의 KSM 6080에는 차선도색용 도료를 제1종 - 제5종까지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는
2015년부터 고성능 차선도색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 중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기준치 이내이고
고성능 차선도색의 내구연한인 2년 규정을 만족하는 것은 제4종(융착식 플라스틱 도료)과 제5종(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임.
- 그러나 제4종의 융착식은 가열식으로써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균열발생으로 인해 내구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시공성이 불량하여 최근에는 이의 적용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나라의 차선도색
시장은 상온경화형 차선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됨.
- 본 개발 기술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기준치 이내이고 고성능 차선 도색기준에 부합되는 제5종의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와 이의 차선도색 기술로써 국내에서의 활용전망이 매우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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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
∙ 개 발 자 : ㈜옥련건설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55번길 82 (Tel. 032-832-6780)
∙ 보호기간 : 2016. 05. 17. ~ 2021. 05. 16. (5년)

1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원형과 직선의 절단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포장 절단기술 및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한 기술과 파이프
쿨링 장치를 설치한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맨홀인상 보수공법
(2) 내용
신청기술은 원형과 직선의 절단이 가능한 멀티 포장 절단장비를 이용하여 맨홀틀의 다양한 형상에 맞춰
포장을 절단하고,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3차에 걸쳐 높이를 정밀하게 조절한 다음, 파이프 쿨링
장치를 설치하여 수화열을 저감하면서 보수층의 전단면에 초속경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맨홀인상 보수 공법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다양한 형상의 포장절단 방법

정밀한 높이 조절방법

보수층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1회 타설

멀티 포장 절단 장비

6지점 3차 높이 조절장치

수화열 저감을 위한 파이프 쿨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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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법
포장 절단

포장 제거

높이조절 장치 설치 및
높이조절

멀티 커팅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기존포장 절단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기존포장
제거 및 맨홀틀 분리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3차 높이조절

파이프 쿨링 장치 설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시공 완료

보수층 중앙부에
파이프 쿨링장치 설치

보수층의 전단면에 초속경
콘크리트 1회 타설 및 양생

시공 완료

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 2014년과 2015년도의 활용실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년도

적용 현장 수

규격

신기술 공사금액(천원)

2014

5

∅265 - ∅1108

93,462

2015

8

∅265 - ∅1108

109,159

계

13

-

202,621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교통신기술은 맨홀틀의 형상과 현장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상으로 포장의 절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기술에서 가능한 원형맨홀 뿐만 아니라 사각맨홀, 인접맨홀 동시 보수 현장, 다양한 형태의 기존포장
파손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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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기술은 도로 미관 향상, 맨홀 개방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그리고 보수층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의
1회 타설에 의한 시공성 및 경제성의 향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손된 맨홀과 덧씌우기 공사 시 발생하는
맨홀의 인상 보수공사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교통신기술이 국내 맨홀 보수시장의 15%를 점유할 경우에 대한 시장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년도

2017

2019

2021

2023

2025

맨홀 보수공법 수급동향

495

540

585

630

675

교통신기술 수급 전망

74

81

88

9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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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
제38호

1

∙ 개 발 자 : ㈜엔라이트, ㈜인프라텍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2길 46(Tel. 042-936-8885)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149번길 62-18
∙ 보호기간 : 2017. 04. 28. ~ 2022. 04. 27.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중공 니들을 포함하는 광섬유 침직(針織) 헤드와 서포트 지그 및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
(2) 내용
이 기술은 광섬유 자동 침직(針織) 장치와 직경 0.25mm~0.5mm 의 광섬유 및 중공 니들(내경 0.6~0.7mm)을
사용하여 최소 침직 거리 2mm이하를 유지하고 집적도 와 생산성을 향상시킨 면 조명 효과가 가능한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이다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① 광섬유를 자동 침직하기 위하여 ▷(보빈에 감겨있는 광섬유 의 해사 과정시 정전기 및 잔류 응력에의한
광섬유 꼬임 방지 장치) ▷(중공니들 삽입시 거스러미 끼임 방지 장치) ▷(중공니들의 정상적인 스트로크
로의 삽입을 위한 워크피스 처짐방지 서포트 지그 장치) ▷작업중 광섬유 단선시 감지하여 작업자가항시
지켜 볼 필요가 없는 자동단선감지장치) 등이 구비된 광섬유 자동 침직장치 시스템
②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공법 으로 조명물의 크기와 로고에 따라 침직된 광섬유의 간격을 자유자재로
조정하여, 면조명 효과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조명의 시인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원리.
③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공법 으로 대형, 중소형 광섬유 조명 장치도 자유롭게 제작가능 하며,
조명장치가 외부의 온도 변화 및 태양의 자외선으로 보호될 수 있고, 방수 외장부를 가져 내구성이 높으며,
제작이 쉬워 저렴하게 상용화 가 가능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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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10공정: 표현부 디자인 및 설계 공정

▷20공정: 표현부 제조 공정

⇨ 30공정: 전달부 자동침직장치 침직 공정

⇨ 40공정: LED광원부 및 표현부 조립 공정

⇨ 50공정: 방수외장부 제조 및 표현부 조립공정

⇨ 60공정: 전원부 제조 공정

⇨ 70공정: 현장 설치 공정 - 일반형

⇨ 70공정: 현장 설치 공정 - 대형표지판 탈착식

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1) 적용현장 분석
①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법률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안개 잦은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곳, 도로의 구조 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등에는 표지판 자체에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최근에 계속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의식 고양 :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 하는 것이 중요 하고, 위험요소를 미리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매우 중요함.
(2) 활용실적
18set ⇨ 2014.06.17.

① 구미시청◼
② 제이에스컴
③ 큰그림

◼

◼

88set ⇨ 2016.04.22.
3set ⇨ 2016.06.16

④ 신영건설산업 ◼

4set ⇨ 2016.06.17

⑤ 비봉건설◼

4set ⇨ 2016.04.16

◼

1set ⇨ 2016.04.14

⑥ 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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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황토건설◼

9set ⇨ 2016.06.13.

◼

9set ⇨ 2016.06.17.

⑧ 큰그림

◼

22set ⇨ 2016.08.24.

⑩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set ⇨ 2016.11.15.

◼

17set ⇨ 2016.11.21

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⑪ 제주특별자치도

나. 향후 활용가능 분야 및 활용전망
①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기술은 ▷발광형 교통, 도로표지판 이외에도
⇨ 안전구조물
교통 표지판

⇨ 경관조명

⇨ 안전 및 패션의류 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안전 구조물

경관 조명

안전 패션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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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
제39호

1

∙ 개 발 자 : ㈜제이에스컴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187 (Tel. 031-798-2920)
∙ 보호기간 : 2017. 8. 1. ~ 2022. 7. 31.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유연성 원단과 재귀반사지 사이에 블라인드 코팅 필름층과 재귀반사지층 상단에 프리즘 집광 필름층을 사용한
도로교통표지판, 유도표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제작 기술
(2) 내용
본 기술은 교통정보 표지판의 내부 조명으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유연성 원단, 광확산 고강도 투명판, 블라인드
필름층, 집광 필름층 및 문자, 도형을 투과하면서 빛의 퍼짐 현상을 감소시켜 표현 문자의 선명도를 높이고,
야간/악천후, 정전 시에도 표지판의 주목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표지판 제작 기술과, LED 양면 도광판을
사용하여 집광 조명식의 특성과 절전성을 갖는 안내･유도표지 제작 기술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가)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① 알루미늄판은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의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내부조명의 광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② LED 광원은 알루미늄판에 부착되어 내부조명 표지판의 빛을 발광함.
③ 유연성 원단은 색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유연성 원단의 색상에 따라 색상 보호가 이루어지며, 유연성
원단이 녹색일 경우 녹색이 보호됨.
④ 블라인드 필름층은 필름층을 구성하는 망사 조직의 밀도에 따라 빛의 차단율을 조절하여 색 번짐을
방지함으로써 표지판의 색상을 야간에도 주간하고 동일하게 표출되도록 함.
⑤ 집광필름층은 프리즘의 빛 굴절 현상을 이용하여 광원으로부터 발광한 빛이 집광필름을 통과하면서
직진성을 갖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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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색반투명층은 빛이 투과되는 성질을 가진 재귀반사 필름층으로, 광원에서 빛이 발광될 경우에는 광원의
빛을 그대로 투과시켜 문자 또는 도형, 기호를 선명하게 표출되게 하고, 광원의 빛이 발광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재귀 반사되도록 하여 문자 또는 도형, 기호가 표출되게 함.
(나) 집광식 내부조명 안내표지
① 난연 PC판은 난연 기능을 가짐.
② 120도 이상의 확산 각도를 가진 확산필름이 난연 PC판 위에 적층됨.
③ 블록아웃시트에는 문자 또는 도형이 구멍으로 표현되어 광원 소등 시에는 지정색상을 표현하고, 광원
점등 시에는 블록아웃시트에 표현된 문자 또는 도형을 통해서만 빛이 투과되어 이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내부의 빛이 투과되지 않게 차단하는 기능을 가짐.
④ 집광조명필름은 광원이 발광하는 내부의 빛은 투과시키고, 외부의 빛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가져, 광원
소등 시 외부의 빛을 반사시켜 시인성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함.
⑤ 블라인트 시트는 빛의 투과에 따르는 색도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광원 점등 시와 소등
시에 동일한 색상이 표현되게 함과 아울러 50~80%의 빛 차단율과 UV 차단 기능을 가짐.
⑥ 지정색 시트는 블라인드 시트에 적층됨.
⑦ 반투명 유색필름은 문자 또는 도형이 표현되어 색도 기준과 투과 성능을 가짐
(2) 시공･제작 방법
화면 디자인

화면 제작

프레임 제작

광원부(생산/구매)

커팅, 조립

배선, 광원 부착

광원부 제작

점등 시험

화면 커팅

화면 제작

화면 부착, 검사

출고(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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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현장명

구매자명

총 판매금액/
신청 기술 금액

판매일

비고

1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 제1공구

동양건설산업

183,691,200
159,720,000

16.12.20 적용현장

2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 제19공구

(주)건영

200,970,000
200,970,000

16.12.10 적용현장

3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 제4공구

(주)흥화

233,200,000
188,752,300

16.11.23 적용현장

4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제4공구

한국도로공사

68,277,000
68,277,000

16.12.29 적용현장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1)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 도로정보의 시인성, 판독성, 주목성 개선은 교통사고의 감소라는 적극적 공익성
추구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안전한 정보룰 제공하여 교통체증의 해소, 도달 시간의 단축 가능.
(2) 철도와 터널 내부는 사회불안 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평상시에도 정전과 화재 등의 예측 불가능 상황에 대처 가능
(3) 기존 도로표지판의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광학기술과 색채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일반 안내판, 광고판
등 주변 산업과 시너지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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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카메라 기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제43호

1

∙ 개 발 자 : ㈜한일에스티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중앙인더스피아5차 709호 (Tel. 031-739-5700)
∙ 보호기간 : 2018. 5. 28. ~ 2023. 5. 27.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만으로 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통행량과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술
(2) 내용
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차로별 조명장치와 하나의 고해상도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에서 차량번호판을 검지, 인식하여 차로별 통행량과 차량번호를 생성하는 기술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본 기술은 차로별 조명장치와 하나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구성된 차량영상수집장치에서 차량 주행영상을
수집하고, 제어기는 수집된 차량영상을 분석하고 동영상 번호인식을 수행하여 차로별 통행량과 차량번호
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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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로 차량영상수집장치

영상분석 및 차량번호인식 제어기

차로별 조명장치와 하나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차로 차량영상을 수집하여 제어기로
전달함

[UERON-LPR3]

2

수집된 차량영상을 분석하고 동영상 번호인식을
수행하여 차로별 통행량과 차량번호 정보를 생성하여
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함

[UERON-LPR4]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제품명

구매자명

수량

설치현장

판매일

비고

1

UERON-LPR3

㈜한일에스티엠

1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연구과제
시범설치

2

UERON-LPR3
UERON-LPR4

㈜한일에스티엠

2

국토교통부 안산 ITS
인증성능평가센터

-

연구과제
시범설치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교통구간 정보수집

구간 속도 단속

갓길 주행 단속

버스전용차로

방범용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

스마트 단속시스템
(비접촉식)

노후 경유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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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후된 AVI 장비 교체와 신규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과 시스템 구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사회 간접비용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 지점속도 단속 장비와 달리 연속적인 구간 단속 장비로 활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의 구축에 일부 활용하여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한 정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신호 제어 장치와 연계하여 신호 위반 차량의 자동 단속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교통흐름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의 구축에 활용하여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편도 3･4차로, 편도 2차로와 갓길, 왕복 4차로 등과 같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차로 ANPR
편도 3차로 번호인식

편도 2차로 + 갓길 번호인식

4차로 ANPR
편도 4차로 번호인식

편도 2차로 + 반대방향 2차로 번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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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 구간검지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조밀한 간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교통정보의 정확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차량별 구간 주행속도 정보를 생성하는 구간단속 장비로 활용하여 구간 단속의 확대가 가능하므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기존 방범시스템과 연계하여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향상 및 예방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적 파급효과
∙ 차로별로 루프나 레이저 등의 외부 차량검지기와 번호인식 카메라를 사용하는 제품과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차로별 번호인식 카메라를 사용하는 제품과 신청기술을 비교하면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한대의 카메라로
다차로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하므로, 도입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총 소요비용(TCO)에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신청기술

유사제품
루프식

레이저식

영상식

3차로

4차로

3차로

4차로

3차로

4차로

3차로

4차로

제품 및 공사비

37,783

41,740

50,597

64,399

57,204

73,485

47,874

61,046

유지비용

23,510

25,237

49,789

64,333

52,309

68,243

48,109

62,643

TCO

61,292

66,976

100,386

128,721

109,513

141,728

95,983

123,688

연간 TCO

8,756

9,568

14,341

18,389

15,645

20,247

13,712

17,670

66 ∙ 교통신기술소개 요약 자료집

02
철 도

연속패드(PURailstrip)와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이용
한 매립형 철도 궤도 시스템
제13호

1

∙ 개 발 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포스코건설, ㈜이알에스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Tel. 031-460-5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Tel. 031-748-2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8동 117호 (Tel. 070-7019-2221)
∙ 보호기간 : 2013. 1. 11. ~ 2022. 1. 10. (9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레일설치용 홈을 포함하는 궤도슬래브를 현장 또는 공장에서 제작/시공한 후, 합성수지로 제작한 연속패드
(PURailstrip)와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이용하여 레일을 체결/지지하는 매립형 철도 궤도 시스템
(2) 내용
매립형 철도궤도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것으로 궤도슬래브는 레일의 형태(I형 또는 Grooved형)와
작용하중 그리고 크게 콘크리트, 석재, 아스팔트, 그리고 잔디마감의 4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 상부마감에
따라 그 상세를 달리하며, 레일설치용 홈을 형성하도록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한다. 레일은 연속레일패드
(Railstrip)와 고정수지(Polycork), 그리고 레일조정장치로 이루어진 수지고정형 레일체결장치를 이용하여
홈내에 설치한다.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지정기술은 탄성패드(PURailstip)와 레일을 슬래브 내에 매립시키고,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홈에
충전하여 레일을 고정시킴으로써 레일의 소음 및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레일이 탄성기초 위에
연속적으로 지지된 보와 같은 거동을 한다.

(a) 탄성기초위의 보

(b) 레일고정수지의 레일지지강성 모델
[그림 1] 지정기술의 이론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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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Step 1 궤도노반 시공
- 설계에 따른 지반강도 조성
∎Step 2 슬라브철근 조립
- 비닐을 깔고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슬라브 철근을 조립
∎Step 3 슬라브홈 시공
- 레일 설치를 위해 슬립폼 기계나 형틀을 이용하여 슬래브 콘크리트 위에 레일 홈 형성
∎Step 4 레일패드 설치
- 바닥에 패드접착제 도포 후 연속레일패드(PURailstirp) 설치
∎Step 5 레일설치 및 선형점검 후 가고정
- 연결된(용접 혹은 이음매판 이용) 레일을 측량작업과 병행하여 레일의 수평, 수직, 캔트 등을 조정하여
레일을 임시 고정. 수직방향 조정은 일반패드와 경사패드를 이용하며 수평방향 조정은 가고정장치 혹은
쐐기를 이용
∎Step 6 레일프리 셋팅 및 프라이머 도포
- 작업 시 온도변화에 따른 레일의 응력을 줄이기 위해 레일프리셋팅 실시 및 레일과 슬라브의 접착을 위한
프라이머 도포.
∎Step 7 폴리콜크 타설 레일고정
- Polycork 타설 및 ERS 완성.
- Polycork 양생 3일 후 차량 통과.

철근배근

철근배근

(a) 석재마감

철근배근

(b) 아스팔트 마감

(c) 잔디마감

[그림 2] 지정기술의 설치도(석재형(좌), 아스팔트형(중간), 잔디형(우) 매립형궤도)
① 레일고정수지
(Polycork)

ERS
System
④
레일수직조정패드

③레일고정장치
(TFIXB)

② 연속레일패드
(PURailstrip)

[그림3] 수지고정형 레일체결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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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지정기술은 주로 트램(노면전차)용 궤도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아직까지 국내에 트램이 도입되지 않은 관계로
일반철도의 경우 중부내륙화물기지에 지정기술이 활용되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무가선저상트램
실용화사업」의 시험선인 시설공단 오송기지 내 시험선로 1.6㎞ 건설에 활용되었다.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세계적으로 136개 노선의 트램이 운행 중이고, 현재 50여개 노선 추가 건설 중이다. 국내의 경우 서울,
대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철도시설로서 트램 도입 추진 중에 있는데 국내에 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국산기술인 지정기술 활용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지정기술을 이용하여 침목 사이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체결구의 파손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속패드와 합성수지를 이용해 레일을 체결하여 연속지지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레일의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키고 수지가 레일의 대부분을 감싸게 하여 주변온도 변화에 의한 레일의 열 변형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레일의 파손감소효과가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현장제작 설치 뿐 아니라 궤도지지 슬래브를 공장제작 후 현장설치에 따른 공법 확보를 통해 공사기간 단축 뿐
아니라 공사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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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지능형 DCU와 기계식 잠금장치를 구비한 철도차량용
출입문 시스템 기술
∙ 개 발 자 : ㈜소명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2-203(월암동, 한국철도기술연구소) (Tel. 031-455-3936)
∙ 보호기간 : 2014. 4. 24. ~ 2019. 4. 23. (5년)

1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본 기술은 철도차량 출입문의 기계적 잠금 기능 및 이중 보조제어 기능, 무선 점검 기능, 화재연동 기능,
조기 경보 기능 및 인접 출입문의 백업 기능을 갖는 DCU를 적용한 출입문 시스템
(2) 내용
본 기술은 전기식 잠금장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계식 잠금장치(후크형, 캠형, 롤러형, 복합형)와
1. 평상시 DC모터의 속도제어를 엔코더에 의한 제어를 하다가, 엔코더 고장 시 Back EMF기술로 제어가
가능하고, 역으로 Back EMF 기술 고장 시 엔코더 모드로 제어가 가능한 이중 제어 기능
2. 기존 출입문 커버의 덮개를 열고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RF방식을 이용해 무선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
3. 출입문의 부하상태여부를 DCU의 LED에 사전에 표현해 줌으로써, 출입문 고장을 미리 예측하여,
안전사고 등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조기경보 기능
4. 서로 독립된 DCU에서 도어 개폐제어권이 서로 전환됨으로써, 외부외란에 독립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중계기능
5.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자동 해제되어 승객이 수동개방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한 화재 연동기능을 탑재한 DCU를 적용한 출입문 시스템임

나. 지정기술 소개
(1) 기계식 잠금 장치
- 잠금장치를 위한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모터의 회전력만을 가지고 잠금장치를 잠그거나 해제하는 방식인
기계식 잠금장치는 공압식 또는 전기식 잠금장치 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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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제작사는 Solenoid 또는 전기식 Brake를 통한 잠금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Solenoid 및 전기식
Brake는 그 자체의 고장 및 이완으로 인하여 잠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후크형, 캠형, 롤러형,
복합형 기계식 잠금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롤러형 기계식 잠금장치

후크형 기계식 잠금장치

캠형 기계식 잠금장치

복합형 기계식 잠금장치(후크형 + 캠형)

(2) 이중 제어 기능
- 모터의 속도제어를 엔코더와 Back EMF 기술로 이중 제어함으로써 둘 중의 한 기술이 동작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기능이 이를 대신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영업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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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 점검 기능
출입문 엔진을 보호하고 있는 커버를 열지 않고서도 출입문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출입문 제어기와 노트북등을 통신 Cable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기존의 기술과 차별화가 되며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시간 단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기술

(4) 화재 연동 기능
차량 및 건물등에 설치되는 화재 수발신기와 연결이 된 DCU는 화재 발생 시 그 신호를 받아 사용자의
요구조건 및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폐 혹은 잠금장치 해제를 통해 인명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화재 연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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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 경보 기능
DCU는 출입문의 부하상태 변화를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도록 하여 유지보수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장 이전에 미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기술

(6) 이중계 백업 기능
전기적인 충격에 의하여 DCU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인접 DCU가 고장난 DCU가 담당하는 출입문도 같이
동시에 제어해 주는 이중화 백업 기능. 서로 독립된 DCU에서 도어 개폐제어권이 서로 전환됨으로써,
외부외란에 독립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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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 본 교통신기술의 적용현장으로는 현재 주로 전동차 출입문과 KTX 통로 출입문에 적용되고 있음
∙ 제품판매 실적으로, 현대로템㈜을 통해 간선형 전동차, 분당선 전동차, 수인선 전동차, 1호선 전동차,
호남고속차량 에 적용된 실적이 있음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전동차 출입문 외에 아파트, 빌딩 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 과 같은 출입문과 관련된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함
∙ 차량 내구연한이 없어짐과 함께 유지보수 및 안전성이 중요하게 인식 되는 바, 유지 보수성이 뛰어난
본 기술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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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1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 개 발 자 : ㈜포스코아이씨티, 오성기전㈜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Tel. 031-723-265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136 (Tel. 031-944-3521)
∙ 보호기간 : 2015. 6. 30. ~ 2020. 6. 29.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을 제조하는데 있어, 본체인 알루미늄 레일과 접촉부재인
스테인리스강을 시밍공정을 통해 일체형으로 압착하기 위한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2) 내용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3레일방식 전차선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로
일반적으로 접합이 어려운 재질인 알루미늄 레일에 스테인리스강을 압착시키는 기술로 포밍된
스테인리스강을 알루미늄 레일에 부착 후 커링, 시밍 공정을 통해 일체형으로 압착하여 제작하는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이다 지정증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도전레일의 본체(알루미늄)는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접촉부재 스테인리스강은 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되어 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므로 도전레일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두가지
금속을 결합하여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두금속을 결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본 기술은 접속부재인
스테인리스 판재를 포밍하여 본체인 알루미늄 레일과 일체형이 되도록 커링&시밍 설비를 이용하여 압착하는
무용접 압착방식으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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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부재
(스테인리스강)
본체
(알루미늄)

[전차선로]

[도전레일]

(2) 시공･제작 방법
[철제 차륜형 경량전철 제3레일 전차선로 및 도전레일 구성]

□ 신청기술의 제조공정

[철제 차륜형 경량전철 제3레일 전차선 공정도]

- 도전레일 제작 설비 및 기술
도전레일 가공설비는 신청인이 제조 공정에 맞게 제작하여 운용되는 설비로 스테인리스강 형상 가공하는
포밍기(forming Machine), 이종금속을 결합 시키는 커링&시밍기(Curling & Seaming machine), 후가공
설비로 구성 되어 있다.
- 커링&시밍기(Curling & Seaming machine) : 도전레일 결합 설비
도전레일 제작 공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알루미늄 레일 본체와 스테인리스강을 일체형으로 결합시키는
커링(Curling) & 시밍(Seaming) Machine과 결합과정에서 휨이 발생하므로 이를 곧게 펴주는 직진기(Straight
Machine)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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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링(Curling) & 시밍(Seaming) Machine

2

직진기(Straight Machine)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경량전철 철제차륜 제3레일 전차선로 시스템의 부품 및 시스템 TEST를 거쳐 김해 경량전철 유치선 #10번
라인에 자재 및 시공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우이~신설 경량전철 사업에 적용 되어 시공중에 있다.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시

포스코ICT

2011~2016

9111억

시공중

2

김해경전철

김해경전철주식회사

포스코ICT

2013.10~2014.3

2.1억

상업운전중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우리나라의 경량전철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도시철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 10월까지
개통 운행 중인 경전철은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 4호선(반송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이 있고, 건설
중인 사업으로는 서울, 인천, 김포, 대구에서 총 5개 사업이 있다. 또한 2013년 서울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인 15개 노선 외에 경기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건설계획이
있는 사업이 사업비 15조 규모의 19개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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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짧은 토목섬유 보강재와 강성벽 힌지 일체형 철도 보강노반
시스템
∙ 개 발 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화건설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Tel. 031-460-5305)
∙ 보호기간 : 2016. 7. 1. ~ 2021. 6. 30. (5년)

1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짧은 토목섬유 보강재(높이의 35%수준)와 기준틀로 조성된 토체를 강성벽체와 힌지형 연결재로 일체화하는
기술로, 토공을 선 시공한 후 벽체를 후 시공하는 시공순서로 소요용지 및 잔류침하를 저감할 수 있는 철도
보강노반 시스템
(2) 내용
옹벽과 보강토옹벽의 장점을 조합하여 반복 이동하중을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철도 보강노반 시스템 기술로,
1. 높이의 35%수준의 짧은 보강재가 적용된 토체와 휨 및 전단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 벽체가 힌지형
연결재를 통하여 일체화 되어 상재하중을 분담함으로써 벽체는 전철주 기초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2. 토체를 선 시공한 후 벽체를 후 시공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 기능
3. 사전 제작된 힌지형 연결재를 기준틀에 고정 설치하여 시공오차 및 침하에 대한 변위 조절 기능
4. 토체 시공 시 안정성 확보 및 다짐 정밀도 향상이 가능한 기준틀 적용 노반구조와 노반 상부 배수층과
토체 외측자갈 배수층이 상호 연결된 이중 배수구조로 조성된 노반시스템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높이의 35%수준의 짧은 보강재와 장 보강재를 철근 콘크리트벽체와 일체화하여 대용량 열차하중을
분담한다. 벽체와 보강토체는 공장 제작하여 품질이 확보된 힌지형 연결재를 이용하여 쉽게 일체화할 수
있다. 보강토체를 선 시공한 후 벽체를 후 시공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용지를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크레인 사용이 필요 없어 운행선 근접공사 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시공성 및 경제성, 사용성 측면에서 토공, 옹벽과 보강토옹벽의 단점을 극복한 기술로
열차하중을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 보강노반 시스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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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a. 원지반 기초처리

b. 벽체 기초 설치

c. 기준틀 및 보강재 설치

d. 배수층 및 뒤채움 포설

e. 다짐 및 시험

f. 보강재 말아감기

g. 토체 반복조성

h. 토체 시공완료

i. 연결재 설치

j. 철근 배근/거푸집 설치

k. 벽체 콘크리트타설

l. 양생 후 완공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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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천원)

비고

84,000

단선철도를 고려한
시험시공 후 열차
정･동하중 재하시험

210,000

강우로 유실된 철도
노반 비탈면 보강 및
테스트베드 구축

1

고품질 철도보강노반
한국철도 홍지기술 2010.10시험시공
기술연구원 산업㈜
2011.8
(철도연 의왕시험동)

길이 20m
높이 5m

2

고품질 철도보강노반 한국철도
2013.10(장항선 주포역
기술연구원, 바울산업
2014.6
TestBed 구축공사) ㈜한화건설

길이 40m
높이 7.7m

3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GS건설
한국철도시
홍지기술
설공단
산업㈜

2016.22016.10

경부고속철도
인접공사로 말뚝시공
길이157.9m
799,942 시 장비반경 부족으로
높이 7.4m
역T형 옹벽을 본
공법으로 변경 적용함.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신설선 : 소요용지 최소화 용지보상을 위한 민원 저감

기존선 : 추가용지 없이 선로용량 증대

용지폭 : 29%, 단면비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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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를 구비한 탄성 레일체결장치
(KR형 레일체결장치)
제36호

1

∙ 개 발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Tel. 042-607-333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Tel. 031-460-5328)
∙ 보호기간 : 2016. 11. 15 ~ 2021. 11. 14(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이 기술은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횡방향 하중이 체결볼트에 대한 굽힘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에 의하여 굽힘하중을 대폭 저감하여 전단하중의 형태로 작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체결볼트의
손상을 억제하고 제품 전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횡방향 하중이 체결볼트에 대한 굽힘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도중에 대폭 상쇄된 후
전단하중의 형태로 작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를 구비한 레일체결장치
(2) 내용
이 기술은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횡방향 하중이 체결볼트에 대한 굽힘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에 의하여 굽힘하중을 대폭 저감하여 전단하중의 형태로 작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체결볼트의 손상을 억제하고 제품 전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개발된 레일체결장치는 레일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을 가이드플레이트와 언더플레이트로 지지하여 체결볼트의
하단부에 하중을 전달을 유도하여 체결볼트의 굽힘피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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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개발체결장치의 개요도 I

레일을 통해 가이드플레이트로 전달되는 횡방향하중은 언더플레이트로 지지되며, 침목상면과 언더플레이트의
마찰력으로 인하여 감소된 횡방향하중은 언더플레이트에 의하여 체결볼트의 하단부로 전달되어 횡방향하중에
의한 체결볼트의 굽힘피로가 완화된다.
(2) 시공･제작 방법
개발된 레일체결장치(KR형 레일체결장치)는 강봉이나 플라스틱 원소재를 이용하여 가공 또는 사출 성형에
의하여 해당 부품을 생산하여 조합하는 제품이며, 대부분 생산 설비가 범용화 되어 있어 생산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다. KR형 레일체결장치의 시공방법은 기존의 레일체결장치와 동일하며, 언더플레이트, 고정용패드,
탄성패드, 베이스플레이트, 가이드플레이트, 레일패드 설치 후 가이드플레이트 위에 놓인 체결 스프링을 체결
볼트를 이용하여 눌러 줌으로써 레일을 고정하는 구조이다. KR형 레일체결장치는 기존제품에 적용되는
기계식 시공이 가능하다.
3

가일레가

7

나나체나나나

5

베나체가가나가

탄탄레가

4

8

의고기레가및높나기고기레가

6

언언가가나가

34

3.5

76

와셔

19
21
강제기분
5.6

제기제

26

+2.0

35-1.0

161±0.5

제기제제, 제
16, 00

28

나나체나나나규격
강질

비의

145

115

250mm

250

105

KS D 3752
기기기기기
탄탄강강
기표규격

허나가가가나가

34.5±1.5

7

UIC60(60E1), KR60 레일공용(12mm)

언더플레이트

7

나사스파이크

8

고정용 패드
높이조정용 패드

UIC60(60E1) 레일용
UIC60(60E1), KR60 레일공용
UIC60(60E1), KR60 레일공용(4mm)
UIC60(60E1), KR60 레일공용(2,3,5,10mm)

EVA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2
2
2
4

HDPE

2

61±1.5

1

R3

-1 0

R1
7.
25
±
0.
5

30

12+1.5
-0.5
158.5±1

4

(14.4)

141
32

표표치치방의하KS 일일일허제의의의의한한.

2

PU or EPDM
폴리아미드+GF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138.5±1.5

1. 치치및허기허허않제제제제제의의의, 허기허허허없않치치제대대대않

30

2. 양제부의잘잘나않곳제가일레레,제제제제또않약상, 제제제제영
1. 치치및허기허허않제제제제제의의의, 허기허허허없않치치제대대대않

기조조부부상상상영영영주주않않방방방방양양또않음양표조할것.

26
86.5

9
16.5

143

HDPE

표표치치방의하KS 일일일허제의의의의한한.
2. 양제부의 잘잘나않곳제가일레레,제제제제또않약상, 제제제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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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60(60E1), KR60 레일공용(16mm)

탄성패드

6

138.5±1.5

143
160±0.5

15

UIC60(60E1) 레일용(6mm)

베이스플레이트

5

비 고

45
52

레일패드

4

수량

61.5±1.5

13

4

3

재 질

30+10

4

폴리아미드+GF

71±0.5

.5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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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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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mm

218±1.5

L

280mm

318-30

규격

290mm

15

1
±
50

4-R3.5

L: 250±5.0
26±1

214±0.5

8.0

I : 105

110±5.0

50
44

3

318±1.5
218±1.5

159

44
50

24+0.7
-0.5

24±0.5

영영A

4

25

62.5±5.0

149±1

6

20.0

99.4±1.5

5
8

12.5
12.5 12.5

50.0

2

°
90

(17.4)

1

R9

3

4

16±0.5

제부길나: L

28.5+20

173±1.5

R5
0°
11

16±1

180

40

7

448.5±0.5
457.3±0.5
214±0.5

체체체체체

1

UIC60

기조조부부상상상영영영주주않않 방방방방양양또않음양 표조할것.
단, 의고기레가및높나기높기레가않두두두추허방표기할것.

[그림2] 개발체결장치의 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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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1) 적용현장 분석
개발된 레일체결장치는 KTX 열차운행 상태 및 기후환경 조건에서 레일체결장치의 동적, 정적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정읍~광주송정구간(상선 160k800~161k100, L=300m)에 시험 부설되었으며, 1년
이상의 현장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그림3] 호남고속철도 현장 시험부설구간

KR형 레일체결장치는 [그림 4]와 같이 원주~강릉 철도사업구간에 2015.10 납품계약 체결 후 336,488조
적용되었다.

KR형레일체결장치적용구간

[그림4] 원주~강릉철도사업 실용화 구간

(2) 활용실적
연번

제품명

구매자명

판매수량

판매일

비고

1

KR형 레일체결장치

삼표이앤씨

1,232조

2014.3

시험부설

2

KR형 레일체결장치

한국철도 시설공단

336,488조

2015.10

실용화

84 ∙ 교통신기술소개 요약 자료집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철도의 고속화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궤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콘크리트궤도용 레일체결장치 활용가능
시장은 확대될 것을 판단된다. 특히, 철도분야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보다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의 개방에 따른 북한 철도분야 진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
(TCR)등을 고려할 경우 국내 철도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철도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콘크리트궤도용 레일체결장치 소요량과 민간투자사업, 지하철, 도시철도 등
소요량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소요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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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기술
제37호

1

∙ 개 발 자 : ㈜진합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Tel. 070-7430-1800)
∙ 보호기간 : 2017. 3. 23. ~ 2022. 3. 22.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승강장 연단면에 설치하는 스크린도어의 가이드 슈에 대한 간섭이 없고, 승강장 발판과 차량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기계식 충돌방지 범퍼 및 비상 복귀장치를 적용한 무경첩(Hingeless)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 기술
(2) 내용
기존 승강장 연단면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PSD)의 가이드 슈와 간섭되지 않고 연단면에 매립 설치되어
건축한계를 준수할 수 있는 무경첩(Hingeless) 링크형 구조를 적용하였고 차량과의 충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충돌안전성 확보를 위한 Fail Safety 기능이 탑재된 기계식 충돌 방지 범퍼 및 비상상황 하에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계식 안전장치인 비상 자동/수동 복귀장치가 구비된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 기술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승강장 안전발판은 승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제공하는 기술임과 동시에 승강장 건축한계를 초과하여
열차의 진입로에서 동작하는 고위험 장치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발판과 열차와의 충돌을 예방하는 제어
및 관제 기술뿐만 아니라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안전한 조치가 가능한 충돌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이어야
하며 기존 연단면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PSD) 가이드 슈와 간섭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동안전발판 이어야 한다. 이에 본 기술은 좁은 공간에서 Pop-up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관절링크가
적용된 Twisting 방식의 하중지지부가 설계 적용되었고, 연단면의 건축한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힌지형
접이식 발판이 힌지 회전 중심을 따라 회전하는 것처럼 가상의 회전 중심(Virtual Swing Center)을 따라
접이식 발판과 동일한 회전 운동성을 발휘하는 무중심 링크 구조가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힌지형 발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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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가이드 경로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하여 무경첩 방식의 안전발판이 가능케되어 스크린 도어
가이드 슈와의 간섭을 도피할 수 있게 되었다.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은 구동부와 안전발판을
링크로 연결하어 기계적 맞물림을 제공하고 링크의 구동 형태에 충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범퍼의 개념을
접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충돌이 발생할 경우 충돌 에너지를 발판을 강제적으로 하강시키는 데 작용토록
하여 발판과 차량이 충돌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 이 기술에 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충돌 범퍼가 자동
안전발판과 항시 동작하면서 충돌이 발생하면 범퍼에 전달된 에너지로 발판을 강제적으로 복귀시켜 발판과
열차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비상 자동 복귀 장치는 제어기나 구동부의 고장 등의 상황에서도 자동
안전발판의 복귀를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존재해야 한다. 본 기술의 비상 자동 복귀 장치는
구동부 내부에 설치된 영구 자석을 비상 상황에 탈자기 유도하여 구동부와 안전발판의 동력 전달을 끊고
기계적 물림에서 해제된 안전발판을 강제 복귀 스프링에 의해 강제적으로 복귀시킨다. 비상 수동 복귀는
최악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역무원의 수동 레버 조작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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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본 기술은 열차 운행 시스템과 통신 및 연동하는 제어 장치(SCU), 자동안전발판, 비상제어(복귀)장치, 관제
장치 및 비상수동복귀 장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대전도시철도공사 1호선 판암역 하선 승강장에 아래
순으로 적용 설치 완료하였다.
1) 고무발판 및 지장물 제거
2) 승강장 안전발판 연단부 커팅 / 치핑 /에폭시 도포 / 스텐레스 부착 및 양생
3) 승강장 안전발판 프레임 앵커 시공
4)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하부 브라켓 설치 및 전면부 커버 작업 등)
5) 승강장 안전발판 전진감지바, 안전발판 조작반, 승무원 현시장치 설치

[그림1] 승강장 안전발판 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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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본 기술을 통하여 개발된 충돌안전성을 확보한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은 연단면에 완전 매립된
상태에서 발판이 동작할 때에만 발판부가 튀어나오는 팝업(Pop-Up)형식의 동작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하여 발판이 동작하기 전에는 연단면 안쪽으로 완벽하게 매립되어 돌출부 없이 주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안전발판 동작 시에는 발빠짐 틈 사이에서 발판이 튀어 올라오는 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동작성이 미려하고 세계적으로도 자동 안전발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동작 방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공 시 발판의 동작을 위한 별도의 승강장 상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승강장 상면과
스크린도어의 구조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안전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타 시설을 희생할 필요가
없고 승강장 상면의 대리석이나 화강석 타일 등을 보존할 수 있고 연단면 끝단부에 안전발판 힌지 등을
연장하여 미관을 헤치는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즉, 충돌안전성을 확보한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은 역사 내의 환경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도시 철도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대전도시철도공사 1호선 판암역 하선 승강장에 8SET 설치되어 현재까지 안전사고 없이 운영
중이다.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1) 향후 활용 가능 분야
- 승강장과 차량간 이격거리가 규정을 초과하여 발빠짐 사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승강장 및 교통약자 보행이동편의 증대가 필요한 공간
(2) 활용전망
-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개발을 통한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의 안전사고 저감 효과 및 차량과의 충돌
안전성 확보
- 제시하는 시스템 사양(안) 및 신뢰성확보 방안은 적용기술 표준화에 기여
- 성능 시험, 충돌시험 및 설치운용시험 결과는 상용화 시 개선된 제품 생산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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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
(급곡선 구현 가능) 패널 제작 및 시공기술
제40호

1

∙ 개 발 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씨에스글로벌㈜, ㈜천경기업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Tel. 031-460-5000)
경상북도 성주권 선남면 문방길 25-28(Tel. 070-4290-308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210호(Tel. 031-461-9690)
∙ 보호기간 : 2017. 10. 17. ~ 2022. 10. 16.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가이드롤러와 잭압량 조절장치, 상하좌우조절이 가능한 몰드를 사용하여 터널구간의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능) 패널을 제작하고, 좌우측조절기와 상하조절볼트(패널 거치대)를 이용한 시공기술
(2) 내용
본 기술은 현장의 완화곡선, 종곡선, 캔트 등을 반영하여 공장제작된 우수한 품질의 프리캐스트 패널을 현장에
운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고무차륜 AGT 차량의 주행성능, 승차감,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주행로 패널 제작
및 시공기술이다.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현장 선형좌표에 부합하는 직선형 및 곡선형 프리캐스트 패널을 제작하기 위하여, 3차원 입체평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좌우･상하 조절이 가능한 패널 제작몰드를 개발하였다. 제작몰드의 좌우방향 이동은 가이드롤러를
이용하여 조절이 가능하고, 상하방향 기울기는 스크류 방식의 잭압량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조절이 가능하다.
개발된 제작몰드를 이용하여 궤도패널 자체에 시공현장의 완화곡선, 종곡선 및 캔트 등이 반영된 직선형
및 곡선형 프리캐스트 패널을 제작하였으며, 평삭장치를 이용하여 주행로면을 연마하였다.
공장에서 제작된 직선형 및 곡선형 프리캐스트 패널은 패널 거치대를 이용하여 시공되었다. 패널 거치대는
3개의 패널이 거치･정정될 수 있도록 10.8m의 길이로 제작되었으며, 패널의 좌우방향 이동은 좌우측조절기를
이용하여 조절하였고, 상하방향 기울기는 4개의 상하방향 조절볼트(스핀들)을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또한
고무차륜 AGT 운행에 따른 정적･동적 하중이 프리캐스트 패널 하부의 콘크리트 노반에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패널하면에 충전재로 충전하였고, 충전층에서의 전단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차륜 AGT의
주행검토를 통하여 패널 1개소당 2개의 전단앵커를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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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프리캐스트 패널의 제작공정은 그림 1과 같고, 공장생산된 패널의 현장 시공공정은 그림 2와 같으며,
프리캐스트 패널의 제작 및 시공 도면은 그림 3과 같다.

제작 몰드

철근 및 인서트 설치

콘크리트타설 및 증기양생

몰드해체 및 탈형

패널평삭

패널야적

[그림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제작 방법

패널설치 및 선형검측

패널정정

전단앵커 설치

충전재 주입

신축이음매 시공

설치완료 후 전경

[그림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시공 방법

[그림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제작 및 시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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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부산 반송선 저심도 프리캐스트
분리형궤도 개량공사

씨에스글로벌㈜
㈜천경기업

2016.03.15.
∼ 2016.05.21.

36,152,370 원

시험부설

2

경산시험선 저심도 프리캐스트
분리형궤도 제작･설치

씨에스글로벌㈜
㈜천경기업

2016.07.15.
∼ 2017.02.28

186,244,520 원

시험부설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공장 제작되는 직선형 및 곡선형 프리캐스트 패널은 유지보수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급곡선 및 급구배
구간에서도 사용성이 뛰어나 열차 승객의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도심지 지역에서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도심지 경전철 신설에 적용이 기대된다. 또한 작은 규모의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원지,
첨단업무단지 등 특화지역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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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선용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및 제어/보호기술
제41호

1

∙ 개 발 자 : LS전선㈜, ㈜재영테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Tel. 031-450-8296)
경북 김천시 어모면 다남로 166 (Tel. 054-433-7544)
∙ 보호기간 : 2017. 12. 22. ~ 2022. 12. 21.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화물취급선에 설치된 다수의 구동형 브래킷을 개별 보조 제어장치들이 제어하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감지장치들과 연결된 주 제어장치가 제어하는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2) 내용
이 신기술은 이동식전차선 시스템이 설치된 화물취급선에 전기기관차가 별도의 입환용 디젤기관차가 필요
없이 자가입환 완료 후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이동식전차선을 분리하여 전차선 간섭 없이 하역이 가능하도록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의 다수 구동형 브래킷은 개별 보조 제어 장치에 의해 각각 개별 제어
되며, 보조 제어 장치는 Profibus 와 Ethernet 통신의 이중화로 주 제어장치에 연결되어 제어되는 분산
제어 기술과 작업자의 안전과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전압 가압 감지, 열차 감지, 판토그래프 감지, 컨테이너
간섭감지 기능을 가진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보호기술이다.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구성
화물취급선에 설치되어 전기 기관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동식 강체전차선 시스템으로, 강체전차선
(R-BAR)시스템, 구동장치, 제어장치, 보호장치, 급단전장치로 구성됨
구분
R-BAR시스템
구동장치
급단전장치

구성품
R-BAR, 연결금구, 이행장치, 지지클램프
구동형 브래킷, 회전형 브래킷, 고정형 브래킷, 폴리머애자
부하개폐기(차단기), 동상구분장치, 전원접속장치

제어장치

PLC, HMI, 인버터, 각종 스위치 및 램프류

보호장치

차량감지, 판토그래프감지, 가압감지, 컨테이너 간섭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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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선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차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해서는 리치스태커를 사용하는데, 컨테이너
상부에 전차선이 있는 경우 리치스태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디젤 기관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차를
입환함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은 컨테이너 화차 상부의 전차선이 다수의 구동형 브래킷에 설치되어
이동 가능하므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시 전차선을 이동시켜 전차선과의 간섭 없이 리치스태커가 컨테이너를
화차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함
(2) 시공･제작 방법
① 전철주 기초

② 전철주 건식

③ 브래킷 설치

④ R-BAR 설치

⑤ 전차선 포설/조정

⑥ 부하개폐기 설치

⑦ 보조제어장치 설치

⑧ 보호장치 설치

⑨ 주제어장치 설치

⑩ 종합 시운전

⑪ 모터카 습동시험

⑫ 전기기관차습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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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경부선 옥천역 컨테이너야드의 화물취급선에 이동식전차선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운전 및 운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한 결과 우수하게 평가되어 확대 설치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E&S시스템(Effective & Speedy Container Handling System; 입환생략 시스템)과 DST(Double Stack
Train; 컨테이너 2단적재 열차) 등의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게 되면 철도 물류산업 발전에 더욱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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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옥외 사용을 위한 브래킷, 지지클램프, 주위 온도변화에도 일정한 간격유지가 가능한 전원접속장치, 유지보수
편의성과 확장성이 높은 제어장치, 안전과 설비보호를 위한 보호장치 등을 개발하였음.
항만, 컨테이너 기지에서도 별도의 입환기관차가 필요 없이 전기기관차 자가입환이 가능하므로, 전기기관차를
이용한 E&S시스템 구현 용이함.
디젤기관차를 전기기관차로 대체함으로써 CO2 배출량, 배기가스 감소로 환경오염방지와 소음이 저감되어
친환경적 철도화물운송이 가능함.

나. 경제적 파급효과
이동식전차선은 작업선에서 전차선을 접었다 폈다 하도록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기관차의
운행률을 높임으로써 동력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이동식전차선 시스템의 주요 자재 국산화로 시스템 기술 내재화로 해당 자재 및 기술 수입비용 절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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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
제42호

1

∙ 개 발 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니슨테크놀러지㈜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031-460-5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5로 52 2층(041-577-3457)
∙ 보호기간 : 2017. 12. 22. ∼ 2022. 12. 21.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주파수 튜닝 내부격자가 다중 배치되고 흡읍소재를 삽입한 장치를 선로변 벽체 상단에 설치하여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하는 회절소음을 저감하는 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상단장치 내부에 고속철도 소음특성에 최적화된 내부격자의 다중 배치 및 흡음소재의 삽입으로 소음저감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로서, 방음벽을 높이지 않고도 고속철도 소음을 3.0dB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신청기술의 핵심은 아래 그림과 같이 폭과 깊이가 다양한 내부격자를 수평방향으로 이중으로 연속 배치하여
다중 배치된 내부격자로 소음을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다중 배치된 격자구조를 이용하여 소음을
저감하는 기본 원리는 격자형으로 구성된 공동의 상단에 입사파와 반사파의 간섭효과로 상단부 표면에
경계면이 형성되어 음의 위상차에 의하여 장치 상부로 회절되는 고속철도 소음성분을 저감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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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1) 제작 방법

1. 금형가공

2. 금형제작

3. 사출기에 금형설치

4. 사출원료 투입

5. 내부격자 사출물 제작

6. 외형 절곡 및 조립

7. 내부 및 외부 구조물 조립

8. 조립완제품

2) 시공 방법
순서

공정

1

비계 작업대 설치

선로 내부 또는 외부 방음벽에 설치에 필요한 비계
작업대 설치

2

브라켓 설치

부자재 설치를 위해 브라켓을 지주에 용접

3

상단장치 설치

직결피스 이용 각관에 상단장치를 체결

4

시공 완료

시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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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부 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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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총 판매금액/
신청기술 판매금액

연번

현장명

구매자명

판매일

비고

1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간 (익산~정읍) 현장부설

한국철도시설공단

540,200,000
13.10.29
448,000,000

적용현장

2

미사리 경정경기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본부

232,000,000
16.11.01
232,000,000

적용현장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고속철도망의 지속적인 건설(신규 및 기존선 고속화 건설 연장 351km) 및 속도 증속에 따른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방음벽의 높이를 절감할 수 있고, 공사비 절감 및 검증된 소음저감 성능을 바탕으로 고속철도 방음시장에
급속도로 보급될 수 있다.
[표1] 고속철도 속도 증속에 따른 구간별 방음벽 추가 설치 현황
고속철도 구간

방음벽 증가 높이

설치연장 추가량

증가 필요 개소

경부고속철도 1단계

6.5m

400m

45

경부고속철도 2단계

12m

800m

25

호남고속철도

4.5m

450m

20

수도권고속철도

4.5m

450m

6

소요비용

1,830.45억원

출처: 차세대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보고서, 국토교통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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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본 신기술의 적용범위는 현재 운영되는 KTX, SRT, 산천 뿐 아니라 차세대 고속철도인 HEMU-430X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400km/h 이상의 첨단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성능을 인증 받은 기술이다.
연구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다중격자의 연속 경계면 형성 기법을 고속철도 및 격자구조 변경을 통해 도로
및 플랜트 산업현장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고속철도 증속에 따른 방음벽 추가 및 높이 증가 비용에 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방음벽 공사비 1,830.45억원
대비 47% 절감 가능하다.
[표2] 신청기술 적용에 따른 고속철도 구간별 방음벽 건설비용
고속철도 구간

방음벽
설치
증가 높이 연장 추가량

증가 필요
개소

방음벽 추가비용
(억원)

신청기술
적용 비용
(억원)

총 추정비용
(억원)

경부고속철도 1단계

0m

400m

45

463.14

58.27

521.41

경부고속철도 2단계

8m

800m

25

617.05

64.74

681.79

호남고속철도

0m

0m

20

0

29.13

29.13

수도권고속철도

0m

0m

6

0

8.74

8.74

1,080.19

160.88

1,241.07

합 계
출처: 차세대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보고서, 국토교통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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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구조 시스템 및 그 부설 방법

제44호

1

∙ 개 발 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금호석유화학㈜, 한국석유공업㈜, 삼표레일웨이㈜, ㈜태명실업,
이엔이건설㈜, ㈜케이알티씨, ㈜임진에스티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Tel. 031-460-5000)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시그니쳐타워 동관 10-14층(Tel. 02-6961-11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이촌동)(Tel. 02-671-31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7층)(Tel. 02-6270-0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7길 21 평원빌딩 3층(Tel. 02-501-55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3층(Tel. 02-2152-52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4길 (남현동)(Tel. 02-2186-1800)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 5로 19(용탄동) (Tel. 031-945-4001)
∙ 보호기간 : 2018. 6. 14. ~ 2023. 6. 13.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 개질 아스팔트(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공중합체 함유)를 적용한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용 도상과
침목 및 패널의 측방에 위치한 수평변위저항장치를 이용한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기술 및 부설 방법
(2) 내용
∙ 콘크리트 도상에 비하여 댐핑 능력이 뛰어나 열차 주행 시 충격감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개질제와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고속화에 따른 유지보수기간을 줄일 수 있는 중고속 대역에 적합한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기술로써, 열차하중에 의한 발생응력을 최소화하고 변형이 작게 발생되도록 하면서, 자외선에 민감하고
감온성이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용 도상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광폭침목 및 패널의
수평방향변위를 측방에서 고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광폭침목과 패널의 슬림화가 가능한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기술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신청 기술은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도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궤도 구조 시스템으로서 유지보수
용이성, 시공 효율성 및 승차감 향상을 도모한 궤도 구조시스템임
개발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은 콘크리트 도상에 비하여 댐핑 능력이 뛰어나 열차 주행 시 충격 감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철도에 특화된 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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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패널과 광폭침목은 도상의 응력발생을 최소화하고 도상의 노출면적을 감소시켜 온도영향에 따른
도상의 소성변형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제작
개발된 수평변위저항장치는 광폭침목 및 패널의 수평방향변위를 측방에서 고정하는 장치로서, 장치의
측방배치를 통해 광폭침목과 패널의 슬림화가 가능함. 또한 도상에 홀을 형성한 후 파이프 앵커를 삽입하는
형태로서 시공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그림1]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핵심기술

∙ 개발된 접속구간 처리기술은 이종 궤도와의 접속구간에서 승차감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침하를 수반한
동적 변위의 증폭을 방지하고, 접속구간 궤도 강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등침하 및 부등강성 방지대책의
처리기술을 구비한 기술임.
(2) 시공･제작 방법
∙ 고강도, 고품질의 공장제작 광폭침목 및 패널을 이용하여 도상 상부에 설치하고 선형조정을 시행한 후
수평변위저항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공법임([그림 2] 참조)

[그림2]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주요 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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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1

(광폭침목형, 패널형)

발주처/시공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장설치공사

㈜ 천경기업 등

신청기술만의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2016.10.04 ~
2016.11.30
290,000,000원

시공 장소

경북 상주시
북상주로 사벌면

비고

준공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본 신청기술은 자갈 궤도와 콘크리트 궤도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개념 궤도 시스템으로써,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소음･진동 저감이 탁월함으로 향후 국내외 철도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의 원천 기술력 확보로 고속철도, 일반 철도는 물론 도시철도, 트램 등 다양한 철도
기술 분야에서의 활용이 전망되며, 특히 대륙 횡단철도 연결 시 북한 철도의 신속 개량 및 신설 등의 철도
노선망 확충에 활발한 적용이 전망됨.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 본 신청기술은 ‘저온균열 및 고온변형’의 저항성을 개선한 개질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철도
도상으로의 저온/진동(충격)시 점성/탄성력을 제고하고, 고온, 수분접촉 등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함으로써,
궤도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함. 또한 열차의 탈선으로 인한 궤도 파괴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선로 유실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며, 노반 침하 등에 의한 궤도 침하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
∙ 본 신청기술은 아스팔트 배합설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설계, 유지보수 기술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기술은 독일,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어 기술력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철도분야 기술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개발을 통한 석유화학분야, 환경분야, 시공분야,
유지보수 분야, 설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상호 융합되어 있는 기술로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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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파급효과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1,719km의 선로 연장이 증가될 예정이다. 철도연장
계획 선로의 예상 점유율 30%인 500km를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광폭침목형, 패널형)로 부설한다면, 콘크리트
궤도 대비 평균 약 16.5% 초기 건설비가 절감될 것이 예상되므로 약 825억원(500km×10억원/km×16.5%)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됨
∙ 경부고속철도 자갈궤도 유지보수비는 42백만원/㎞/년, 유지보수비용은 약 60%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콘크리트 궤도의 경우, 국내에서 85% 적용), 효율적인 궤도 유지보수를 통해 유지보수비용을 약
25백만원/㎞/년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저감온성 및 고내구성의 철도에 특화된 개질아스팔트의 해외 수출이 가능할 것이며, 글로벌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 고유 아스팔트 노반구조 모델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및 기술력 선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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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도로를 활용한 톱니바퀴 철도주행추진 및 프리캐스트
매립형 궤도시스템 기술
제45호

1

∙ 개 발 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에코마이스터, 동부엔지니어링㈜, 빌드켐㈜
∙주
소 :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Tel. 031-460-5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67 (Tel. 043-210-0953)
인천 서구 정서진로 117 (Tel. 031-576-0501)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Tel. 02-2122-8905)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36 (Tel. 041-858-1160)
∙ 보호기간 : 2018. 8. 2. ~ 2023. 8. 1.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급구배와 급곡선의 산악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톱니바퀴 철도주행추진 및 프리캐스트 매립형 궤도시스템
기술
(2) 내용
급구배 및 급곡선 궤도에서 주행할 수 있는 저진동 톱니바퀴, 밴드제동장치, 독립구동 차륜을 포함한 대차와
추진시스템 및 기존 산악도로에 부설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탄성충진재로 매립된 레일, 중앙
톱니궤도를 포함한 궤도시스템 기술

추진제어장치

급곡선 주행을 위한
독립구동차축
밴드제동장치
기술

대차시스템
견인전동기 및
추진시스템

탄성충진재
및 베딩재
기술

급구배
상승 기술

탄성톱니바퀴
기술

매립형 콘크리트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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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술의 구성]

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 톱니 바퀴 및 궤도(Rack & Pinion)에 의한 급구배 180‰ 상승
∙ 차륜과 차축 사이에 베어링을 삽입하여 좌우 차륜 독립 회전에 의해 급곡선 주행
∙ 톱니바퀴의 진동‧소음 저감을 위해 톱니바퀴 바깥 타이어와 축 사이에 탄성체 삽입
∙ 드럼 주위를 감싸는 밴드에 유압을 이용한 레버 조작력을 가하여 제동 토크 및 제동력 발생
∙ 프로펠러 추진축과 감속기를 통해 차축에 동력 전달
∙ 3상 PWM(Pulse Width Modulation, 펄스폭 변조) 제어, Slip/Slide 제어, 벡터 제어 방식의 추진전동기 제어
∙ 충전된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무가선 주행
∙ 급곡선 급구배 주행 추진 대차
- 최대 구배시 종방향 하중과 구배와 곡선 병합조건에서 비틀림을 견디는 대차프레임
- 견인전동기를 차체에 취부하고, 프로펠러 추진축과 감속기로 연결된 직각카르단 방식의 동력 전달
- 좌우 차륜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중앙 톱니바퀴(pinion)에 의한 추진력 발생
- 공압 디스크 제동장치 및 유압 밴드제동장치에 의해 요구 제동력 발생
∙ 도로 겸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매립형 톱니 궤도
∙ 저온 경화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 기반 탄성 충진재 및 베딩재에 의한 레일 고정
∙ 추진시스템의 자가 구동(self propulsion)에 의해 대차의 주행이 가능한 중앙 회전 톱니궤도 부착 동특특성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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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방법
∙ 주요 부품 제작 및 조립에 의한 대차시스템 완성

[독립구동 차축]

[탄성톱니바퀴]

[밴드제동장치]

[대차시스템]

∙ 견인전동기 및 추진제어장치 제작, 배터리 구성
∙ 대차동특성 시험장치 제작 및 대차 주행시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제작 및 패널을 조립한 시험궤도 건설
∙ 시험궤도상에서 대차 및 차체 주행시험

[추진제어장치 구성]

[배터리 형상]

[콘크리트 매립형 톱니 궤도]

[시험궤도]

[대차 동특성 주행시험대]

[동절기 주행시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07

2

교통신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및 전망

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1) 궤도 건설 및 주행 시험
∙ 길이 40m, 곡선반경 10m, 구배 100‰ 시험 궤도 건설
∙ 시제 대차 및 차체 주행시험 결과 양호한 주행 추진 성능 확인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1) 산악철도 적용 가능 지역
∙ 지리산, 한라산, 남산, 평창 등 산악관광지역의 대중교통수단 활용(국내 시장 규모 7,783억원 예상)
∙ 대도시 고지대 교통 사각 지역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 세계 최고 수준(급구배 180‰, 곡선 10m)기술 개발로 폭설 결빙 시 고립되는 산악벽지 거주 주민들에게
교통기본권 제공
∙ 산악지역 자연 훼손이 없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 실현

나. 경제적 파급효과
∙ 산악관광지 동절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 자동차 감소 및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
∙ 지리산 산악철도의 총경제적 파급효과 8,232억원(생산유발액 5,720억원, 수입유발액 60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9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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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 항

항공기를 위한 지상 전원공급장치(AC-GPS)
제19호

1

∙ 개 발 자 : 이화전기공업(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 (Tel. 031-760-1117)
∙ 보호기간 : 2013. 12. 20. ∼ 2018. 12. 19.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탑승교 하부에 취부되어 위상각제어 방식이 적용된 정류부(AC/DC 변환부)와 멀티레벨 PWM 인버터 방식이
적용된 인버터부(DC/AC 변환부)를 출력케이블 이동설비와 연동하여 계류중인 항공기에 400Hz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지상 전원공급장치(AC-GPS :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2) 내용
AC-GPS는 380V/60Hz 상용전원을 공급받아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200V/115V, 400Hz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전원공급장치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에 정류하여 이륙하기 전, 항공기 내부 전기기기들의 정비를
위하여 항공기 내부에 탑재된 보조엔진 대신 본 장치를 사용하여 항공기 부하에 적합하도록 전력을 변환하여
항공기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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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기술 소개
(1) 출력케이블에 의한 전압강하 자동 보상
- 부하 전류 연산을 통한 전압강하 보상
- 항공기 입력 측 전압제어를 통한 전압강하 보상

(2) External GUI 연동
- GUI 판넬을 외부에서 연동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 유지보수의 편의성 강조

(3) 다양한 운용 환경 제공
- 본 장치는 다양한 운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자의 편리성을 확보함
* 본체용 GUI
* Remote Control BOX
* 출력케이블 전기플러그
* External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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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통신 환경 지원
- RS232, RS485
- MODBUS
- TC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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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적용되고 있음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국내공항 및 타 산업의 AC-GPS 사용 예상
구

분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위산업

고

국내공항

∙ 신규 수요 예상

대한항공

∙ 항공기 시험 및 정비 용

아시아나항공

∙ 항공기 시험 및 정비 용

미얀마 신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수주 참여에 따른

신규수요

막탄 세부 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수주 참여에 따른

신규수요

국내공항

국외공항

비
∙ 기존 운용 장비 대체
∙ 신규 공한 건설에 따른 수요

육군 비행단

∙ 항공 장비 시험 및 정비용

해군 비행단

∙ 항공 장비 시험 및 정비용

공군 비행단

∙ 항공 장비 시험 및 정비용

112 ∙ 교통신기술소개 요약 자료집

용량가변형 지상설치 항공기 냉난방 공급 장치(PC-AIR)
제29호

1

∙ 개 발 자 : 서진공조 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1517번길 90(장기동) (Tel. 031-983-459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Tel. 032-741-5348)
∙ 보호기간 : 2015. 7. 28. ~ 2020. 7. 27. (5년)

교통신기술의 내용

가. 교통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고압의 급기 송풍기와 저소음 냉각 FAN, 송풍공기 냉각장치(HEAT PIPE), 친환경 냉매 (R407C)와 프로그램
제어(PLC)를 적용한

용량가변형 지상설치 항공기 냉난방 공급 장치(PC-AIR)

(2) 내용
PC-AIR는 항공기의 보조엔진(APU)을 사용하여 기내의 공기조화를 하는 대신 상용의 전원을 공급받아 계류
중인 항공기 내부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조화된 공기를 외부의 호스를 통해 항공기 용량에
맞게 기내에 공급하는 용량가변형 지상설치 항공기 냉난방 공급 장치(PC-AIR)임

PC-AIR 현장설치 사진(인천공항 #43 게이트)

PC-AIR 감시용 모니터닝 및 조작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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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신기술의 원리 및 시공･제작 방법
(1) 원리
∙ 고압의 급기송풍기 적용 : 항공기 요구정압 충족 (5,480 Pa 이상)
∙ 독립된 각각의 냉동시스템 : 항공기 요구온도 층족(0∼5℃)
∙ 히트파이프 열교환 방식의 송풍공기 냉각장치 : 냉각부하 저감장치
∙ 급기송풍기 및 응축송풍기의 인버터 : 항공기등급별 송풍량제어, 외기보상제어
∙ PLC 프로그램 제어방식으로 조화된 공기를 항공기에 공급하는 항공기 전용 직접팽창방식의 일체형 공기조화
장비
(2) 시공･제작 방법

1.완제품

2.완제품 출하

3.현장 입고

4.콘크리트 기초

8.시운전

7.전원 및 기타

6.제어반 설치

5.PC-AIR 고정

∙ 설치된 PC-AIR는 항공기가 게이트에 계류중 제어반을 통해 Local 제어 할 수 있으며, 중앙감시반에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통신시스템이 구성됨
∙ PC-AIR와 연결된 고압호스를 통해 항공기에 냉난방 공기를 공급

[PC-AIR 운영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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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 현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43게이트 현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인천국제공항에 PC-AIR 4대 1차분 수주(2015.6.1.), 2차 4대분 수주 예정
∙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PC-AIR의 내구연한 도래 장비의 연차별 교체 및 신규 수요 10여대 발생 예상

나. 향후 활용가능분야 및 활용전망
∙ 항공기와 같은 특수목적용뿐 아니라 산업용, 일반 주거환경용 제품개발 적용 가능
∙ 임시 가설 실내 공연장 이동형 냉난방 장비로의 활용
∙ 국내공항 판매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해외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참여로 해외공항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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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관련 담당부서 안내
주요 역할

담당기관

전화번호(팩스)

교통신기술
업무 총괄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www,molit.go.kr)

044-201-3818, 3821

심사 및 제도
운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www,kaia,re.kr)
교통신기술 정보마당
(tl.kaia.re.kr)

031-389-6481~5
(Fax. 031-381-4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