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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횡단보도신호의 진행신호주기의 카운터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횡단보도신호의 청색신호등 회로에 카운터 
다운회로를 결합하고 청색신호 등의 측방에는 카운터표시기를 카운터다운회로와 연결되게 설치하여 신호주기제어회로
의 출력에 의하여 청색신호등의 전원이 공급되면, 동시에 카운터다운 회로가 작동하여 청색신호 주기의 잔여시간을 디
지털 카운터 표시기에 숫자로 표시되게 하여서 청색신호의 변경직전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횡
단보도의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횡단보도신호등, 청색등, 카운터표시기, 카운터다운회로, 신호주기제어회로, 신호등 스위치회로, 전원공급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고안의 횡단보도 신호등과 카운터 표시기를 설치한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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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본 고안 전기회로의 블록도

[도면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 지주 2 : 지지간 3 : 신호등

R : 적색등 G : 청색등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교차로나 건널목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신호등의 카운터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횡단보도의 건널목에 설치되
는 일반적인 신호등은 진행을 표시하는 청색등, 정지를 표시하는 적색등이 도로변에 세워진 지주의 지지간에 설치되어 
신호주기제어회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신호등이 교호로 절환 점등되어 건널목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진행신호주기의 잔여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이 바뀌는 시점을 
보행자나 운전자가 어림짐작으로 판단하여 무리한 교차로 진입과 꼬리물기, 뛰어들기 등으로 많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
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보행신호등(청색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을 하는바, 신호등이 바뀌는 시점 즉, 청색
신호 주기의 종료시점에도 계속 청색등이 점등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바뀌는 시점을 판단하지 못한 보행자가 무리
하게 진입하여 도로의 중간에서 신호가 변경되면서 급발진한 차량과 불의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
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이며, 본 고안의 목적은 도로변에 세워진 지주의 지지간
에 정지신호의 적색등과 진행신호의 청색등을 설치하여 클록펄스를 카운트하는 신호주기제어회로에 의하여 각 신호등
의 스위치회로를 작동시키어 전원공급회로에서 공급되는 전원에 의하여 신호등이 교차적으로 점멸하게 된 공지의 것이 
있어서, 진행신호의 청색등의 스위치회로에 카운터 다운회로를 연결하고 지지간에 설치된 청색등의 측방에는 디지털 카
운터표시기를 상기 카운터다운회로와 연결되게 설치하여 청색신호등이 점등되는 동시 카운터다운회로의 작동으로 진행
신호주기를 카운터 다운하여 잔여시간을 표시기에 숫자로 표시함으로서 차량운전자나 보행자가 모두 시각적으로 잔여
시간을 확인, 판단하여 건널목을 횡단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으면 청색등이 점등되어도 진행을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안출한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로변에 세워진 지주(1)의 지지대(2)에 정지신호의 적색등(R)과 정지신호의 청색등(G)의 신호등(3)을 설치하고 클
록펄스를 카운트하는 신호주기제어회로(a)에 의하여 각 신호등(3)별로 지정된 신호주기에 따라 신호등 스위치회로(b)
를 제어하여 전원공급회로(c)의 전원을 신호등(3)에 공급하여 신호등(3)이 교차적으로 점멸하게 된 것에 있어서, 진
행신호의 청색등(G)의 신호등스위치회로에 카운터다운회로(d)를 결합하고 청색등(G)의 측방에 카운터표시기(N)를 
상기 카운터회로(d)와 연결되게 설치하여서 된 것이다.
    

 - 2 -



등록실용신안 20-0291351

 
이와 같이 된 본 고안은 신호주기제어회로(a)의 작동에 의하여 신호등(3)의 정지신호의 적색등(R)과 진행신호의 청색
등(G)의 각 신호등스위치회로(b)를 제어하여 각 신호등이 지정된 신호주기로 교차적으로 점등하여 건널목의 교통을 
정리한다.

이때 청색등(G)의 신호등 스위치제어회로(b)가 작동되면 동시에 카운터다운회로(d)가 작동되어 카운터표시기(n)에 
숫자로 청색등(G)의 신호주기의 잔여시간을 표시한다.

따라서 보행자는 디지털 카운터표시기(n)에 표시된 청색신호주기의 잔여시간을 확인하고 잔여시간이 건널목을 횡단할 
수 있는 시간에 미달되면 진행하지 않고 다음의 진행신호주기까지 대기하므로서 급발진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할 
수 있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은 진행신호의 청색등의 스위칭회로에 카운터다운회로를 연결하고 청색등의 측방에 디지털 카운터표시기를 설
치하여 진행신호인 청색등의 신호주기의 잔여시간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청색신호 주기의 잔여시간
(숫자표시)을 보행자가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신호등의 잔여시간이 건널목을 통과할 수 없는 정
도인 경우에는 진입을 중지하고 다음 진행신호주기를 대기하여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로변에 세워진 지주(1)의 지지대(2)에 정지신호의 적색등(R)과, 진행신호의 청색등(G)의 신호등(3)을 설치하고 클
록펄스를 카운트하는 신호주기제어회로(a)에 의하여 각 신호등(3)별로 지정된 신호주기에 따라 신호등 스위치회로(b)
를 제어하여 신호등의 전원공급회로(c)의 전원을 신호등(3)에 공급하여 신호등(3)이 교차적으로 점멸하게 된 것에 있
어서, 청색등(G)의 신호등 스위치회로(b)에 카운터다운회로(d)를 결합하고 청색등(G)의 측방에 디지털 카운터표시기
(N)를 상기 카운터회로(d)와 연결되게 설치하여서 진행신호주기의 잔여시간을 숫자로 표시하게 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횡단보도 신호등의 카운터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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