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E01F 13/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30일

10-0722868

2007년05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5-0006799 (65) 공개번호 10-2006-0085852

(22) 출원일자 2005년01월25일 (43) 공개일자 2006년07월28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1월25일

(73) 특허권자 한성무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1369

(72) 발명자 한성무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1369

(74) 대리인 서문장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0037143 A

JP2002250018 A

JP64057115 U

JP2000234316 A

JP62003819 U

KR2019960008195 U

심사관 : 김진영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54) 보행자 안전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횡단보도 또는 차도 및 지하철 정지선의 일측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어지되 전방에 수직의 장공을 구비하는 본

체와 상기 장공의 후방 양측에 형성되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에 승하강이 가능토록 결합되어진 웨이트풀리와 상

기 웨이트풀리에 의해 지지되는 차단부재와 상기 차단부재를 감기 위한 권취드럼과 상기 권취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

동장치를 구비하는 와인딩장치와, 상기 와인딩장치의 대향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상기 와인딩장치의 차단부재 끝단을 고정

하기 위한 가이드장치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횡단보도 또는

차도 및 지하철 정지선에 설치되어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승,하강되는 차단부재를 형성함으로써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선로내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또

한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량의 정지선위반 사고와 횡단보도 내의 교통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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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공지의 보행자 안전장치에 있어서,

횡단보도 또는 차도 및 지하철 정지선의 한쪽에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되 전방에는 길이방향으로 장공을 구비하는 본체를

형성하고 상기 장공의 후방 양측에는 가이드레일을 부설하며 상기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상부와 하부방향으로 이동되도록

웨이트풀리를 설치하고 상기 웨이트풀리에 의해 지지된 상태의 와이어를 형성하며 상기 와이어를 감기 위한 권취드럼을

부설하고 상기 와이어와 연결되어 차량 및 보행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속, 합성수지, 강화고무, 폴리우레탄 중에

서 어느 하나의 재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차단와이어를 설치하며 상기 권취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한 제어장치를 구비하

되 상기 제어장치는 교통신호등을 제어하기 위한 공지의 신호등 제어장치에 연결되어 신호등의 전환을 감지하기 위한 신

호등 감지부와 상기 본체의 일측면에 형성되어 차량 및 보행자를 감지하기 위한 보행자 또는 차량 감지센서와 상기 가이드

레일의 상부와 하부에 형성되어 웨이트풀리의 상승과 하강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웨이트풀리 상승 감지센서 및 웨이트풀리

하강 감지센서와 상기 신호등 감지부와 각 센서들로부터 전달받은 제어신호를 연산처리하여 구동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어장치에서 전달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구동모터를 형성하고 상기

권취드럼에 결합하는 축을 구비하며 상기 축에 구동모터의 회전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클러치를 부설한 와인딩장

치와, 상기 와인딩장치의 반대쪽에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되 전방에는 길이방향으로 장공을 구비하는 본체를 형성하고 상기

장공의 후방 양측에는 가이드레일을 부설하며 상기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상부와 하부방향으로 이동되도록 웨이트풀리를

설치하고 상기 웨이트풀리에 의해 지지된 상태로 한쪽 끝단에는 상기 차단와이어와 연결되며 반대쪽 끝단은 상기 본체의

내부 일측에 형성된 브래킷에 고정되는 와이어를 구비한 가이드장치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외면에는 야광시트가 부착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와이어는 판 형상으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와이어의 하부에는 경고문구가 형성된 경고판이 더 형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경고부저와 경광등이 더 포함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설정된 시간 또는 주변의 명암에 따라 자동 점멸되도록 하는 타이머가 구비된 조명등이

더 포함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안전장치.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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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보행자 안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횡단보도 또는 차도 및 지하철 정지선의 양측에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

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및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상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通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횡단보도가 형성되

고, 이러한 횡단보도의 양측에는 대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시기를 알리기 위한 신호등(信號燈)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교통신호 체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은 녹색신호가 깜빡이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여부

와 관계없이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므로 보행자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특히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한 채 횡

단보도를 진입하거나, 정체(停滯)된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므로써 발생되는 횡단보도 내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

었다.

특히 학교와 주택단지 내의 횡단보도와 같이 주의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강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횡단보도 내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종래의 기술로는 보도상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지주와, 지주상단 내

부에 설치되는 모터와, 상기 모터에 기어로 결합되어 90°각도로 작동되는 차단봉지지대와, 상기 차단봉지지대에 결합되는

차단봉으로 구성된 "보행자 안전장치"가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 제0255636호로 안출된 바 있으나, 상기 보행자 안전장치

는 차단봉을 90°각도로 들어올려 작동되도록 하는 구조여서, 기어에 상당한 물리적 하중이 집중되므로 기어가 쉬 파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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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를 갖는 것이며, 또 차단봉은 상당한 길이를 갖는 것이어서 들어올려짐에 따른 주변 물체와의 부딪힘현상이 발생하

게 되어 장치의 파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폐단을 갖는 것이다. 또한 상당한 하중을 갖는 차단봉을 들어올리기 위

해서는 모터를 무리하게 가동해야 하고 모터의 과부하로 인한 설비의 열화 및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종래의 차단봉은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서 차단봉의 길이가 대응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는데, 이는 차단봉의 길이

가 길어질수록 휨응력의 증가로 인한 흔들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차단봉이 절단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

게 되므로 결국 차단봉이 도로상에 떨어지게 되므로 차량과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또한 유지보수 작

업이 위험한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안전사고 빈번히 발생하게 되므로 종래의 보행자 안전장치의 안전성 및

활용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횡단보도와 차도 및 지하철 정지선 또는 주차장의 양측에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진입을 효율적으로 차단 및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안전장치가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보행자 안전장치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써, 횡단보도 또는

차도 및 지하철 정지선의 양측에 설치되는 와인딩장치 및 가이드장치와, 상기 와인딩장치와 가이드장치의 사이를 연결하

여 승,하강 되면서 차량 및 보행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차단부재를 형성하므로써, 보행자가 안전한 통행이 가

능하며, 지하철 선로내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운전자로 하여금 정지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

도함으로써 차량의 정지선위반 및 지하철 추락사고와 횡단보도 내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안전장치

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구성을 첨부한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 보행자 안전장치(1)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를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은 크게 횡단보도(A) 또는 차도(B)

의 일측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어지되 전방에 수직의 장공(110a)을 구비하는 본체(110)와 상기 본체의 내부, 즉 장공

(110a)의 후방 양측에 형성되는 가이드레일(111)과 상기 가이드레일(111)에 승하강이 가능토록 결합되어진 웨이트풀리

(170)와 상기 웨이트풀리(170)에 의해 지지되는 차단부재(200)와 상기 차단부재(200)를 감기 위한 권취드럼(150)과 상기

권취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장치를 구비하는 와인딩장치(100)와, 횡단보도(A) 또는 차도(B) 건너편에 상기 와인딩

장치(100)와 대향(對向)되도록 설치되어지되 상기 와인딩장치(100)의 차단부재(200) 끝단을 고정하기 위한 가이드장치

(300)로 이루어진다.

상기 구동장치는 제어장치(400)와, 상기 제어장치(400)에서 전달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구동모터(120)와, 권취

드럼(150)에 결합된 축(140)과, 상기 구동모터(120)의 회전력을 축(140)에 전달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클러치(130)로 이

루어진다.

이때 상기 구동모터(120)는 공지의 기어드모터 및 표준모터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제어장치(400)에서 전달되는 제

어신호에 따라서 정회전과 역회전이 가능하며,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Break)기능이 포함된 서보

모터(Servo motor)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클러치(130)는 구동모터(120)의 동력을 축(140)에 전달하거나 차단하기위한 구성으로, 특히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규정이상의 부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과부하 방지기능이 포함되며, 정전시에는 공회전이 가능

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이때 상기 구동모터(120)와 클러치(130)의 동력전달은 공지의 체인 커플링(Chain coupling)을 사

용하였다.

따라서 평소에는 전원이 공급되므로 상기 클러치(130)가 구동모터(120)의 동력을 전달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

하나, 상기 차단부재(200)가 차량 및 보행자를 차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전이 되면 상기 클러치가 공회전을 할 수 있게게

되므로, 상기 웨이트풀리 및 차단부재(200)가 자중으로 지면으로 하강하게 되므로, 차량 및 보행자가 통행함에 있어 방해

가 되지 않게 된다.

이때 상기 구동장치에는 정전시 전원을 대체(代替)할 수 있도록 배터리(축전지,Battery)가 더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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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축(140)의 양측에는 원활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베어링(113a,114a)이 구비된 결합판(113,114)을 본체의 일측에 형

성하므로써, 상기 축(140)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인해 지지력 및 회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상

기 클러치(130)와 축(140)의 동력전달은 공지의 체인 커플링(Chain coupling)을 사용하였다.

본 발명에서 상기 권취드럼(150)은 차단부재(200), 즉 와이어(210)가 감겨진 상태이고, 상기 와이어(210)의 끝단은 도로

의 건너편에 있는 가이드장치(300)에 고정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상기 권취드럼(150)이 구동모터(120)에 의해 회전하게 되

면 와이어를 감거나 풀어주게 되어 결국 상기 차단부재(200)의 승하강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이로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권취드럼(150)의 지름 및 규격은 횡단보도의 길이와 신호등의 점멸시간에 따라서 감기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지름 및 규격을 갖도록 제작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상기 권취드럼(150)과, 웨이트풀리(170)의 사이에는 차단부재를 상(上)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 풀리(160)가

형성되는데, 이는 권취드럼(150)에 의해서 감기게 되는 차단부재(200)의 위치와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구성으로, 즉 권취

드럼(150)에 의해 차단부재를 감을 때 웨이트풀리(170)가 들려지도록 함으로써 결국 차단부재를 상(上)방향으로 들어올

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가이드풀리(160)는 양측에 형성되는 축(161)과 상기 축을 본체(110)의 일측면에 고정

하여 회전시키기 위한 베어링(162)으로 구성되어진다.

가이드장치(300)는 와인딩장치(100)와 거의 동일한 본체 구조를 가지며, 횡단보도(A) 또는 차도(B) 건너편에 상기 와인딩

장치(100)와 대향(對向), 즉 마주보도록 설치되어진다. 즉 가이드장치(300)의 본체(310)에도 전방 일측에 수직의 장공

(310a)이 형성되어지며, 내부에는 상기 장공(310a)의 후방 양측에 수직방향의 가이드레일(311)이 형성되어진다.

물론 상기 가이드레일에는 승하강이 가능토록 웨이트풀리(320)가 형성되어지되, 상기 웨이트풀리(320)의 양측에는 부드

러운 승하강을 위해 롤러(321)가 형성된 구조를 갖는다. 또한 상기 가이드장치(300)는 와인딩장치(100)와 연결된 차단부

재(200)의 끝단을 고정하기 위한 브래킷(330)을 구비하게 된다.

상기 와인딩장치(100)와 가이드장치(300)의 본체(110,310)는 횡단보도(A) 또는 차도(B)의 양측에 각각 설치되어지는데,

외부의 충격 및 작동시 발생되는 진동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지의 앵커볼트(Anchor bolt)를 사용하여 지면

(地面)에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되어진다.

상기 가이드레일(111,311)은 웨이트풀리(170,320)가 롤러(171,321)에 의해 승하강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구성으

로, 상기 가이드레일(111,311)에는 웨이트풀리(170,320)의 양 축에 결합되어있는 롤러(171,321)의 구름운동이 가능하도

록 양측만 지지되도록 구성되어진다.

이때 상기 롤러(171,321)의 내부에는 물리적인 하중과 마찰 및 마모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중 지지력과 회전효율이

높은 베어링(미도시됨)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상기 가이드레일(111,311)의 상부와 하부 일측에는 상기 웨이트풀리(170,320)의 승,하강시 상기 구동모터의 오작동

으로 인한 파손 및 웨이트풀리의 위치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단으로 단턱(115,312)이 각각 형성되어진다.

이때 상기 가이드레일의 상부에는 스프링과 쿠션부재 및 쇽압쇼바와 같은 공지의 완충부재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웨이트풀리(170,320)는 일정한 하중을 갖는 것으로, 이는 상기 차단부재(200)를 하부방향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므로 항상 일정하게 장력(張力)을 유지시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기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기 웨이트풀리(170,320)는 차단부재(200)의 장력을 조절함은 물론, 정전(停電)시 웨이트풀리의 자중으로 인해 지

면으로 하강하게 되면서 동시에 상기 차단부재(200)를 지면으로 하강시킬 수 있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와인딩장치(100)와 가이드장치(300)를 연결하는 차단부재(200)는 차량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구성으로, 상기 와인딩장치(100)의 권취드럼(150)에 감겨진 상태의 와이어(210)와, 상기 가이드장치(300)의 브래킷(230)

에 고정되는 와이어(230)와, 상기 와이어(210,230) 사이에 연결되어 차량 및 보행자의 진입을 직접 차단하기 위한 차단와

이어(220)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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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차단와이어(220)는 와인딩 효율의 증대와, 차량손상 및 보행자의 신체접촉을 최소화하며, 지면으로 하강했을때 차량

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 단면형상이 원형을 갖는 와이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기 차단부재(200)는 차량 및 보행자와의 접촉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구성 및 유연성을 갖는 재질을 사용함

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금속, 합성수지, 강화고무, 폴리우레탄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횡단보도의 설치

지역과 주변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상기 차단부재(200)는 야간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차단부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재질을 갖도록 함

이 바람직하며, 이때 야광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부재에 야광물질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차단부재에 야광물질이

코팅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 와이어(210,230)와 차단와이어(220)의 연결부에는 충격완화부재(240)가 형성되는데, 이는 차량 및 보행자가 상기

차단와이어(220)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상기 차단와이어를 밀게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에 전달

되는 충격을 감소시키거나 본 발명 장치에 충격이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때 상기 충격완화부재(240)의 구조 및 형상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스프링의 구조를 갖도록 하되,

탄성한계범위를 넘어서면 상기 와이어(210,230)들로 부터 쉬 이탈되도록 공지의 원터치타입 및 억지끼움타입의 체결방식

을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기 충격완화부재(240)와 결합되는 부분의 와이어(210,230)의 끝단에는 스톱퍼(210a,230a)가 형성되는데, 이는

상기 와이어가 충격완화부재와 분리될 경우 상기 와이어가 본체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지보수

및 작업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차단와이어(220)는 연질(軟質)의 판(板)형상을 갖는 차단판(221)으로 대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차량 및 보행자와 접촉되는 차단판(221)의 표면적을 증대시켜 내구성 향상은 물론 차량 및 보행자의

신체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기 차단와이어(220)의 하부에 경고문구가 형성된 경고판(222)을 더 형성될 수 있는데, 이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

각적 주의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때 상기 경고문구는 "정지선", "횡단보도", "서행", "주의" 등의 다양한 문구를 사

용할 수 있다.

또 본체의 외면에는 야광시트(110b,310b)를 부착하여 야간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각적 주의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상기 제어장치(400)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교통신호등을 제어하기 위한 공지의 신호등 제어장치에 연결되어 신호등

의 전환을 감지하기 위한 신호등 감지부(410)와, 상기 본체의 일측면에 형성되어 차량 및 보행자를 감지하기 위한 보행자

또는 차량 감지센서(470)와, 상기 가이드레일(111,311)의 상부와 하부에 형성되어 웨이트풀리(170,320)의 상승과 하강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웨이트풀리 상승 감지센서(280) 및 웨이트풀리 하강 감지센서(280)와, 설정된 시간 또는 주변의 명

암정도에 따라 자동 점멸(點滅)되도록 하는 타이머(450)가 구비된 조명등(460)과, 상기 신호등 감지부(410)와 각 센서들

로 부터 전달받은 제어신호를 연산처리하여 구동모터(120)와 경고부저(430), 경광등(440) 등을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중앙처리장치(210)로 이루어진다.

상기 보행자 또는 차량 감지센서(470)와, 웨이트풀리 상승 감지센서(270) 및웨이트풀리 하강 감지센서(280)는 접근되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에서는 접근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공

지의 근접센서(Proximity sensor)를 사용하였다.

상기 경고부저(430)와 경광등(440)은 상기 보행자 또는 차량 감지센서(470)를 통해 보행자 또는 차량이 감지되면 상기 경

고부저와 경광등을 작동시켜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기 경고부저(430)는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청각적 주의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때 경고멘트는 "위험합니

다", "차량이 주행중입니다", "서행하십시요", "정지선을 준수해주십시요" 등의 다양한 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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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명등(460)은 야간시 보행자 및 운전자가 상기 횡단보도(A) 및 차단부재(200)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상기 조명등(460)은 백색광을 방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널리 사용되는 수

은램프, 고압나트륨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전력소모가 적고 발광효율이 높은 고압

나트륨램프 또는 메탈할라이드램프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어장치는 지방도로나 차량의 통행이 한적한 도로에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행자가 수동으로 조

작하는 수동버튼과, 설정된 시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는 타이머와, 상기 수동버튼과 타이머로 부터 전달받은 제어신

호를 연산처리하여 구동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행자가 수동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고부저와 경광등이 함께 작동되면서 설정된 시간(3~10초)이 경과된 후 본 발

명 보행자 안전장치(1)가 동작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제어장치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는 타이머와, 상기 타이머로 부터 전달받은 제어신호를 연산처리하여 구동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처리

장치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타이머의 시간은 본 발명 보행자 안전장치(1)가 설치된 지역 및 환경에 따라서 조절되어야함은 당연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즉, 상기 신호등 제어장치에 의해 전환되는 신호등의 신호를 신호등 감지부(410)에 의해 감지하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

는 녹색등 전환신호일 경우에는 중앙처리장치(210)가 구동모터(120)를 정회전시켜 웨이트풀리(170)를 상승시키게 되고,

이로인해 차단부재(200)가 상승하면서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을 차단하게 된다.

이처럼 차단부재가 상승하면 보행자는 보다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승되는 웨이트풀리(170)의 승,하강 높이는 상기 웨이트풀리 상승 감지센서(480)와 웨이트풀리 하강 감지센서

(480)의 제어신호를 통해서, 상기 구동모터(120)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상기 신호등 감지부(410)가 신호등의 빨간등 전환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중앙처리장치(210)가 구동모터(120)를 역

회전시켜 웨이트풀리(170)를 하강시키게 되고, 이로인해 차단부재(200)도 하강되면서 차량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이처럼 본 발명 보행자 안전장치(1)는 차량의 소통이 많은 차도(B) 또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또는 주택단지 내의

횡단보도(A)및 주차장 입구 및 지하철의 정지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정지선 위반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추락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 보행자 안전장치(1)는 도 12 및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횡단보도(A)와 차도(B)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

록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때의 와인딩장치(100)의 본체는 차도방향과 횡단보도 방향으로 각각 차단부재를 승하강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며, 또한 상기 와인딩장치의 차단부재를 고정하기 위한 가이드장치(300)는 상기 와인딩장치(100)와

직각이 되도록 건너편 차도와 건너편 횡단보도에 각각 설치되어진다.

이때 상기 와인딩장치의 내부에 형성되는 권취드럼(150a)의 내부에는 공지의 전자클러치(미도시됨)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축(140)을 이용하여 차도방향과 횡단보도 방향의 차단부재를 동시에 작동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으로, 즉 정전시 상기 축(140)이 회전하면서 상기 차단부재를 하강시켜야 하는데, 이때 상기 차단부재는 정방향

과 역방향으로 각각 권선되어 있으므로, 양방향의 차단부재를 동시에 하강시키는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때 정전시 상기

전자클러치가 상기 축(140)과 분리되므로, 이로 인해 상기 권취드럼(150a)이 공회전하게 되면서 차도방향과 횡단보도 방

향의 차단부재가 동시에 지면으로 하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하철 내의 정지선과 같이 차단부재(200)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처짐현상을

방지하고 원활한 동작을 위해서, 상기 차단부재(200)의 일정간격마다 설치되어 상기 차단부재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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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지면에 수직으로 형성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양측에 수직의 장공이 형성되어지며, 내부에는 상기 장공의 양측

에 수직방향의 가이드레일이 형성되며, 상기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승하강 되며 외주면을 감싸도록 상기 차단부재가 지지

되는 웨이트풀리가 형성되는 보조가이드장치(300a)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보조가이드장치(300a)의 설치위치 및 개수는 상기 차단부재의 길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실

시예와 실질적으로 균등의 범위에 있는 것까지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처럼 본 발명은 횡단보도 또는 차도 및 지하철 정지선에 설치되어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승,하강되는 차단부재를 형성

함으로써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선로내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량의 정지선위반 사고와 횡단보도 내의 교

통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 본 발명 보행자 안전장치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

도 2 - 본 발명에 있어서 와인딩장치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절개한 사시도.

도 3 - 도 2의 A-A선 단면도.

도 4 - 본 발명에 있어서 가이드장치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절개한 사시도.

도 5 - 도 4의 B-B선 단면도.

도 6 - 본 발명의 작동상태를 보이기 위한 사용상태 단면도.

도 7 - 본 발명 보행자 안전장치의 제어장치 회로구성도.

도 8 - 본 발명에 있어서 차단부재의 실시예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

도 9 - 본 발명에 있어서 차단부재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기 위한 사시도.

도 10 - 본 발명에 있어서 경고부저와 경광등 및 조명등을 구비한 상태를 도시하기 위한 사시도.

도 11 - 본 발명을 횡단보도에 적용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사용상태 참고도.

도 12 - 본 발명을 횡단보도와 차도에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와인딩장치의 실시예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절개한 사시도.

도 13 - 본 발명을 횡단보도와 차도에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와인딩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절개한 사시

도.

도 14 - 본 발명을 횡단보도와 차도에 동시에 적용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사용상태 참고도.

도 15 - 본 발명을 지하철에 적용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사용상태 참고도.

도 16 - 본 발명을 지하철에 적용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사용상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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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본 발명 보행자 안전장치

100,100a: 와인딩(Winding)장치

110: 본체 110a: 장공(長孔)

110b: 야광시트 111,111a: 가이드레일

112: 지지대 113,114: 결합판

113a,114a: 베어링 115: 단턱

120: 구동모터 130: 클러치(Clutch)

140: 축 150,150a: 권취(捲取)드럼

160,160a: 가이드풀리 161,161a: 축

162,162a: 베어링

170,170a: 웨이트(Weight)풀리 171,171a: 롤러(Roller)

200,200a: 차단부재(와이어 및 로프를 포함한다)

210: 와이어(Wire) 210a: 스톱퍼(Stopper)

220: 차단부재

221: 차단판 222: 경고판

230: 와이어 230a: 스톱퍼

240: 충격완화부재

300: 가이드(Guide)장치 300a: 보조가이드장치

310: 본체 310a: 장공

310b: 야광시트 311: 가이드레일

312: 단턱

320: 웨이트풀리 321: 롤러

330: 브래킷(Bracket) 331: 고정구

400: 제어장치

410: 신호등 감지부 420: 중앙처리장치

430: 경고부저 440: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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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타이머(Timer) 460: 조명등

470: 보행자 또는 차량 감지센서

480: 웨이트풀리 상승 감지센서 490: 웨이트풀리 하강 감지센서

A: 횡단보도(橫斷步道) B: 차도(車道)

C: 인도(人道) D: 정지선(停止線)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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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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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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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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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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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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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등록특허 10-0722868

- 16 -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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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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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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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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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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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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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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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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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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