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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건축단지 내 조명수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

(57) 요약

본 발명은 건축단지 내 횡단보도용 볼라드에 관한 것으로,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진입영역에 통행 제어 수단을 설치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등의 동작과 연동하여 동작함으로써 통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도

로의 횡단보도 통행제어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횡단보도에 인접한 보행도로의 횡단보도진입지역에 횡단보도의 폭에

맞도록 횡단보도 양측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영역표시기둥; 상기 영역표시기둥의 상단부에 구비되는 설치홈에 착설되어 보

행자의 횡단보도로의 진입을 감지하는 진입감지센서; 상기 영역표시기둥의 사이에 해당하는 영역의 보행도로의 바닥면에

매설되도록 설치되고, 다수 개의 발광램프로 구성되는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 그리고 상기 진입감지센서와 횡단보도신호

등으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비교검토하여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를 구성하는 발광램프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이

루어지는 건축단지 내 조명수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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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횡단보도(100)에 인접한 보행도로(200)의 횡단보도진입지역에 횡단보도의 폭에 맞도록 횡단보도 양측 또는 그 내측에 수

직하게 설치되어 볼라드로 사용되는 다수개의 영역표시기둥(300);

영역표시기둥(300)의 상단부에 구비되는 설치홈에 착설되어 보행자의 횡단보도로의 진입을 감지하는 진입감지센서(310)

;

영역표시기둥(300)의 사이에 해당하는 영역의 보행도로의 바닥면에 매설되도록 설치되고, 다수 개의 발광램프(420)로 구

성되는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00);

그리고 진입감지센서(310)와 횡단보도신호등으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비교검토하여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00)를 구

성하는 발광램프(420)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500);로 구성된 건축단지 내 조명수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에

있어서,

상기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00)에 설치되는 다수개의 표시등은 진입표시등(440)과 진입불가표시등(430)은 상호 각각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교대로 설치되고,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00)는 직육면체의 형상을 갖으면서 양측 끝단은 라운드형상을 갖는 메인케이스(410)와, 메인케

이스(410)의 상단면으로부터 내측으로 파인 다수개의 착설홈(412)에 내설되는 램프(420)와, 착설홈(412)의 상면을 밀봉

패킹(416)과 함께 덮는 덮개(434)로 구성되며, 덮개는 진입불가표시등(430)을 나타내는 투명창(432)이 구비되는 제1덮

개(434)와, 진입표시등(440)을 나타내는 방향표시창(442)이 구비되는 제2덮개(444)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

축단지 내 조명수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축단지 내 도로에 시공되는 볼라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건축단지 내 또는 건축단지 내료 진입하

기 위한 진입로 위치에 승용차나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에 횡단보도의 진입영역에 통행 제어 수단을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등의 동작과 연동하여 동작함으로써 통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건축단지 내 조명수

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

에 예방하고 차량이 보도에 주·정차할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도에 볼라드가

시공된다.

또한, 건축단지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에는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에 횡단보도가 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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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자연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횡단보도에서 발생되는 사고 건수가 증가하

고 있는 실정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주위를 잘 살피고 건너야하는 주의가 요구되며,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횡

단보도의 진입구역에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차량의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진입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이 주위의 상황에 의해 횡단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

로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정으로, 요

사이 볼라드 제품과 교통 신호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미미하다 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건축단지 내 도로 또는 건축단지 내 진입로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진입영역에 통행 제어 수단을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등의 동작과 연동하여 동작함

으로써 통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건축단지 내 조명 수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를 제공하

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차량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에 있어서, 상기 횡단보도에 인접한 보행도로의 횡

단보도진입지역에 횡단보도의 폭에 맞도록 횡단보도 양측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영역표시기둥; 상기 영역표시기둥의 상단

부에 구비되는 설치홈에 착설되어 보행자의 힝단보도로의 진입을 감지하는 진입감지센서; 상기 영역표시기둥의 사이에 해

당하는 영역의 보행도로의 바닥면에 매설되도록 설치되고, 다수 개의 발광램프로 구성되는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 그리고

상기 진입감지센서와 횡단보도신호등으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비교검토하여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를 구성하는 발광램

프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이루어지는 건축단지 내 조명수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를 제공한다.

상기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는 다수 개의 표시등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표시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표시를 하

는 진입표시등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면 안된다는 표시를 하는 진입불가표시등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진입표시등

과 진입불가표시등은 상호 각각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교대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단지 내 조명수단을 구비

한 횡단보도용 볼라드를 제공한다.

상기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는 직육면체의 형상을 갖으면서 양측 끝단은 라운드형상을 갖는 메인케이스; 상기 메인케이스

의 상단면으로부터 내측으로 파인 다수 개의 착설홈에 내설되는 램프; 상기 착설홈의 상면을 밀봉패킹과 함께 덮는 덮개로

이루어지는 건축단지 내 조명수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를 제공한다.

상기 진입불가표시등의 상면을 덮도록 상면이 일정한 넓이의 투명창으로 이루어지는 제1덮개와, 진입표시등의 상면을 덮

도록 진입방향을 나타내는 문양을 갖는 투명창이 구비되는 제2덮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단지 내 조명수단

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를 제공한다.

상기 컨트롤러는 횡단보도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진입감지센서로부터 감지신호가 인가되면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를

구성하는 진입불가표시등을 점등시켜 진입자에게 진입불가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램프를 점멸동작으로 발광시키면서

동시에 경고음발생부에 동작신호를 인가하여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반대로 횡단보도신호등이 초록색인 상황이 되

면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를 구성하는 진입표시등의 램프를 점등시켜 진입해도 된다는 표시를 진입표시등을 통해 표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단지 내 조명수단을 구비한 횡단보도용 볼라드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도로의 횡단보도 통행 제어 수단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분해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도로

의 횡단보도 통행제어장치가 보행 도로에 설치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로의 횡

단보도 통행제어장치가 보행도로에 설치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도로의 횡단보

도 통행 제어 수단을 구성하는 컨트롤러의 연결동작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에는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100)가 설치되고, 보

행자가 이용하는 보행도로(200)의 횡단보도진입영역에는 횡단보도(100)의 폭에 맞도록 양측 또는 그 내측에 영역표시기

둥(300)이 다수개 설치되며, 영역표시기둥(300)이 볼라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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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역표시기둥(300)의 상단부에는 진입감지센서(310)를 설치한다. 상기 진입감지센서(310)는 영역표시기둥(300)의

상단부에 일정 크기의 설치홈을 형성시킨 후 그 설치홈에 안착시켜 설치하며, 두 개의 영역표시기둥(300)에 각각 설치되

는 진입감지센서(310)는 상호 마주하도록 같은 높이에 설치된다.

상기 두 개의 영역표시기둥(300)의 사이에 해당하는 영역의 보행도로의 바닥면에는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00)가 매설

되면서 설치된다. 상기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00)는 직육면체의 형상을 갖으면서 양측 끝단은 라운드형상을 갖는 메인

케이스(410)와 그 메인케이스(410)의 상단면으로부터 내측으로 파인 다수 개의 착설홈(412)에 내설되는 램프(420) 및 상

기 착설홈(412)의 상면을 밀봉패킹(416)과 함께 덮는 덮개(434)로 이루어진다.

즉, 상기 메인케이스(410)는 보행도로(200)의 지면과 일치하도록 지중에 매설되도록 설치되고, 상기 메인케이스(410)의

상면은 외부로 노출되도록 설치된다.

상기 메인케이스(410)의 상면에는 다수 개의 착설홈(412)이 형성되고, 상기 착설홈(412)의 내부에 램프(420)가 내설된

상태에서 착설홈(412)의 상면이 밀봉패킹(416)과 함께 덮개(434)가 착설되어 착설홈(412)의 내부로 빗물이나 오물이 유

입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10)의 상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100)로 진입하는 표시를 하는 진입표시등(440)과 보행

자가 횡단보도(100)로 진입하면 안된다는 표시를 하는 진입불가표시등(430)을 구비하게 된다.

즉, 상기 메인케이스(410)의 상면에 형성되는 다수 개의 착설홈(412)들 중에서 일측 첫 번째에 위치하는 착설홈(412)은진

입불가표시등(430)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진입불가표시등(430)을 구성하는 착설홈(412)의 상면은 제1덮개

(434)가 착설되고, 상기 제1덮개(434)는 상면이 일정한 넓이의 투명창(432)을 구비하게 된다. 상기 제1덮개(434)를 통해

착설홈(412)에 내재된 램프(420)가 점멸동작을 하게 되면 투명창(432)을 통해 외부로 램프(420)의 점멸동작이 나타내짐

으로써 보행자에게 진입불가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상기 메인케이스(410)의 상면에 형성되는 다수 개의 착설홈(412)들 중에서 일측 두 번째에 위치하는 착설홈(412)은

진입표시등(440)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진입표시등(440)을 구성하는 착설홈(412)의 상면은 제2덮개(444)가 착

설되고, 상기 제2덮개(444)는 진입방향을 나타내는 문양을 갖는 방향표시창(442)을 구비하게 된다.

상기 제2덮개(444)를 통해 착설홈(412)에 내재된 램프(420)가 점등되면 진입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형상의 방향표시창

(442)을 통해 외부로 램프(420)의 점멸동작이 나타내짐으로써 보행자에게 진입방향을 나타냄으로써 보행자는 안전하게

횡단보도(100)을 건널 수 있다.

상기 진입불가표시등(430)과 진입표시등(440)은 서로 교대로 메인케이스(410)의 상면에 구비됨으로써 보행자가 횡단보

도(100)에 잘못 진입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경고할 수 있다.

상기 횡단보도(100)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신호등(600)과 진입감지센서(310) 및 램프(420)는 컨트롤러(500)에 접속된다.

상기 컨트롤러(500)는 횡단보도신호등(600)이 적색인 상황에서 진입감지센서(310)로부터 보행자가 감지된 감지신호가

인가되면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00)를 구성하는 진입불가표시등(430)을 점등시켜 진입자에게 진입불가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입불가표시등(430)을 점멸동작으로 발광시키면서 동시에 진입감지센서(310)의 근접하도록 영역표시기둥

(300)에 설치되는 경고음발생부(510)에 동작신호를 인가하여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즉, 상기 영역표시기둥(300)의 상단에 설치되는 진입감지센서(310)는 보행자가 영역표시기둥(300)의 사이를 통과하게 되

면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컨트롤로(500)에 인가하게 된다. 상기 컨트롤러(500)는 진입감지센서(310)로부터 신호가 인

가되면, 횡단보도신호등(600)이 초록색인지 또는 적색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상기 컨트롤러(500)는 횡단보도신호등이 적

색인 상태에서 진입감지센서(310)로부터 신호가 인가되엇으면 진입불가표시등(430)과 경고음발생부(510)를 작동시키게

된다. 상기 진입불가표시등(430)이 점멸동작을 하게 되면 보행자는 이를 인식하여 신속하게 횡단보도(100)로부터 보행도

로(200)측으로 이동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상기 컨트롤러(500)는 횡단보도신호등(600)이 초록색인 상황이 되면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400)를 구성하는 진입표시등

(440)의 램프를 점등시켜 진입해도 된다는 표시를 진입표시등(440)을 통해 표시하게 되고, 보행자는 진입표시등(440)에

나타나는 화살표 문양을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횡단보도(100)를 건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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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건축단지 내 도로의 횡당보도에 인접한 보행도로에는 횡단보도롤 진입하

는 영역에 영역표시기둥을 양측에 설치하고, 상기 영역표시기둥에는 보행자의 진입을 감지하는 진입감지센서를 각각 설치

하며, 또한, 상기 영역표시기둥의 사이에 해당하는 보행도로의 바닥면에는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횡

단보도신호등이 초록색이 아닌 상황에서 영역표시기둥의 사이로 진입하게 되면 경고등을 점멸시키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에게 진입불가상태임을 알릴 수 있도록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에 진입방향을 알리는 진입표시등을 점등시킴으로써 보행자

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 있어 도로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도로의 횡단보도 통행 제어 수단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분해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도로의 횡단보도 통행제어장치가 보행도로에 설치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로의 횡단보도 통행제어장치가 보행도로에 설치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도로의 횡단보도 통행 제어 수단을 구성하는 컨트롤러의 연결동작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

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횡단보도 200 : 보행도로

300 : 영역표시기둥 310 : 진입감지센서

400 : 보행자동작지시표시부 410 : 메인케이스

412 : 착설홈 420 : 램프

430 : 진입불가표시등 440 : 진입표시등

500 : 컨트롤러 510 : 경고음발생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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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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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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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647060

- 8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3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5
도면 5
 도면1 6
 도면2 7
 도면3 7
 도면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