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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교량난간용 포스트

요약

본 고안은 교량난간용 포스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교량에 좌우단부에 설치되는 난간용 포스
트에 주야간 식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부가하여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교량난간용 포스트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다.

즉, 본 고안은 통상의 교량난간용 포스트(1)의 상부에 좌우로 하나 이상의 통공(12)이 횡으로 형성된 결
합요홈(5)을 형성하여 솔라델리네이트(6)를 삽입설치하고, 솔라델리네이트(6)를 구성하는 케이싱(10)상에 
태양전지(7)가 투시부(8)의 내부에 내장설치되고, 상기 태양전지(7)는 케이싱(10)상에 형성되며 상기 통
공(12)에  대응위치하는  수개의  투시공(11)에  결합된  투시부(8)  내측에  설치된  LED(9)와  회로연결하여 
LED(9)가 자동 점멸작동토록 함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교량난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어 난간의 불인식 
내지 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1

색인어

교량난간용 포스트, 솔라델리네이트, 결합요홈, 고휘도 LED, 태양전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단면구성도

도 3은 본 고안의 요부를 발췌한 일부 분해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사용된 부호의 설명 ■

1:포스트                                         2:앵커볼트

3:횡간                                           4:결합공

5:결합요홈                                       6:솔라델리네이트

7:태양전지                                       8:투시부

9:LED                                            10:케이싱

11:투시공                                        12:통공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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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교량난간용 포스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교량에 좌우단부에 설치되는 난간용 포스
트에 주야간 식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부가하여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교량난간용 포스트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교량의 좌우단부에는 적정 높이를 갖는 철재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난간이 설치된다.

이러한 교량난간은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 등이 만약의 경우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수단이
지만, 그 식별성이 극히 열악하여 특히 야간운전 등을 할 시에 미처 난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난간에 추돌
하거나 교량 아래로 낙하하는 사고 등이 빈발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고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기존의 교량난간이 가진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고
안은 교량난간을 구성하는 포스트 상에 주야간 식별력이 극히 우수한 식별수단을 부가설치하여 만약의 교
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함에 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두고 본 고안을 완성한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고안에서 제공하는 교량난간용 포스트(1)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보인 사시도이며, 도 2는 단
면도, 도 3은 요부를 발췌한 분해사시도 등으로서, 이를 통하여 본 고안을 상세히 설명키로 한다.

통상의 교량난간용 포스트(1)는 교량의 좌우단부에 소정 간격을 갖고 앵커볼트(2) 등과 같은 고정수단으
로 고정되며, 상기 포스트(1)에는 소정 높이로 하나 이상의 횡간(3) 결합공(4)이 횡방향으로 관통형성된
다.

상기 포스트(1)의 상부에는 결합요홈(5)을 형성하여 상기 결합요홈(5) 상에 삽입 설치될 수 있는 솔라델
리네이트(6)를 구비한다.

상기 솔라델리네이트(6)는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광을 비축하여 태양전지(7)가 투시부(8)의 내부
에 내장설치되고, 상기 태양전지(7)는 수개의 LED(9)와 회로연결토록 한다.

상기 LED(9)는 솔라델리네이트(6)를 구성하는 케이싱(10)에 관통형성되어 투시부(8)에 의해 밀폐된 투시
공(11) 상으로 빛을 점멸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며, 상기 솔라델리네이트(6)가 삽입설치되는 포스트(1)
의 결합요홈(5)에는 투시공(11)과 대응하는 부분에 역시 통공(12)이 형성된다.

도면중 부호 3a는 횡간을 연결하기 위한 슬리브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될 수 있는 본 고안은 각종 교량난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포스트(1)는 교량의 좌우에 
소정 간격으로 앵커볼트(2)에 의해 고정설치되고, 상기 포스트(1)에 횡으로 관통형성된 결합공(4)을 통하
여 횡간(3)이 결합되어 교량난간이 축조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본 고안의 포스트(1) 상부 결합요홈(5)에는 솔라델리네이트(6)가 설치되어 태양광을 태
양전지(7)에서 전원으로 비축하여 고휘도의 LED(9)를 자동으로 점멸작동케 되고, LED(9)의 빛은 투시부
(8)와 통공(12)을 통하여 주위에 점멸작동을 하면서 선명하게 주위에 조사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차
량 운전자 등이 교량난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어 교량난간의 불인식 내지 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본 고안은 고휘도의 LED(9)가 자동으로 발광을 하여 200m 전방에서도 육안으로 인지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점멸작동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등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안개 및 우천 
시에도 인지가 가능하고 눈이 적설되었을 경우도 LED(9)의 발광작동으로 투과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
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은 각종 교량난간용 포스트(1)에 주야간 식별기능이 우수한 
고휘도의 LED(9)를 하나 이상 내장한 솔라델리네이트(6)를 교량난간용 포스트(1)에 장착하여 태양광을 전
원으로 비축하는 태양전지(7)와 연결하여 점멸작동토록 함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교량난간을 확실하게 인
지할 수 있어 난간의 불인식 내지 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고안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상의 교량난간용 포스트(1)에 있어서;

상기 포스트(1)의 상부에는 좌우로 하나 이상의 통공(12)이 횡으로 형성된 결합요홈(5)을 형성하여 솔라
델리네이트(6)를 삽입설치하며,

상기 솔라델리네이트(6)는 케이싱(10)상에 태양전지(7)가 투시부(8)의 내부에 내장설치되고, 상기 태양전
지(7)는 케이싱(10)상에 형성되며 상기 통공(12)에 대응위치하는 수개의 투시공(11)에 결합된 투시부(8) 
내측에 설치된 LED(9)와 회로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난간용 포스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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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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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5-4

202000002725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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