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개정
□ 주요 개정사항
◦ 경찰청「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상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개정

※ 보조장치(보행자 작동신호기 등) 개발을 위한 유예기간 1년 부여

◦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 도입*에
따른 통신발생장치(BLE beacon)의 공용 프로토콜 정의

* 선택사항으로 특정 어플을 설치한 보행자의 휴대전화에만 작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신호기 외함 난연성 기준) 반영,
문구 및 문단 번호 등 수정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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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형식

4. 제품형식

(1) 독립형 :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1)되어

(1) 독립형 :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1)되어

보행신호에 따라 음성을 안내하는 보조장치의

보행신호에 따라 음성을 안내하는 보조장치의

단독기능으로 작동

단독기능으로 작동

(2) 통합형 :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2)되어

(2) 통합형 :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2)되어

――――――――――――――――――

――――――――――――――――――

1), 2) 교통신호제어기의 보행신호 등기출력(LSU) 상태를 이용

1), 2)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신호등기선의

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신호변환 데이터를 이용한다.

직결은 불허하며 자계 측정 방식을 통해 보행신호 등기
출력(LSU) 상태를 이용하거나 옵션보드를 이용하여 신호
정보를 취득하고,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의 ‘6.2.3.10 신호구동부
(SLC)→신호정보 이용 외부장치’ 또는 ‘6.2.4 디지털 교통
신호제어기의 옵션 기능 처리 기준’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6. 장치구성 / 6.3 보행신호감지부

6. 장치구성 / 6.3 보행신호감지부

(1) 보행신호감지부는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보행신호 상태를

(1) 보행신호감지부는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보행신호 상태를

데이터로 전송받거나, 보행신호등의 등기부 전원출력 상태를

데이터로 전송받거나, 보행신호등의 등기부 전원출력 상태를

감지3)하여, 이를 제어부에 전송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감지3)하여, 이를 제어부에 전송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

――――――――――――――――――

3) 교통신호제어기의 보행신호 등기출력(LSU) 상태를 이용하거나

3)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신호등기선의 직결은

유∙무선 통신에 의한 신호변환 데이터를 이용한다.

불허(2022.07.01. 시행)하며 자계 검출 방식을 통해 보행신호
등기출력(LSU) 상태를 이용하거나 옵션보드를 이용하여 신호 정보를
취득하고,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6.2.3.10 신호구동부(SLC)→
신호정보이용 외부장치’ 또는 ‘6.2.4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옵션 기능 처리 기준’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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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치구성 / 6.4 음향신호발생부

6. 장치구성 / 6.4 음향신호발생부

(2) 음향신호발생부는 제어부로부터~ (생략)

(2) 음향신호발생부는 제어부로부터~ (생략)

가. 신호등 지주의 위치가 불합리하거나~ (생략)

① 신호등 지주의 위치가 불합리하거나~ (생략)

7. 구조특성

7. 구조특성

(1)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1)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1) 위반감지 폭은 현장에 설치된 횡단보도 폭 이상

① 위반감지 폭은 현장에 설치된 횡단보도 폭 이상

2), 3) ……

②, ③ ……

(3) 기둥의 크기는 20cm 이상이며, 모양은 원기둥 또는 각이나

(3) 위반감지부를 기둥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기둥의 크기는

모서리가 없도록 곡선(Rounding) 처리하고, 인력에 의한

20cm 이상이며, 모양은 원기둥 또는 각이나 모서리가 없도록

고장, 파손, 굽힘 및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및

곡선(Rounding) 처리하고, 인력에 의한 고장, 파손, 굽힘 및

설치한다.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및 설치한다.

(8) 보행신호 상태의 감지는 교통신호제어기의 등기출력 또는

(8) 보행신호 상태의 감지는 교통신호제어기의 등기출력 또는

데이터 통신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통신으로 보행

데이터 통신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통신으로 보행

신호 상태를 감지하는 경우 2010년 이후 교통신호제어기

신호 상태를 감지하는 경우 2010년 이후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된 교통신호제어기와의 연결 시에는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된 교통신호제어기와의 연결 시에는

「Option Board4)」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음성안내

「Option Board4)」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전력은 신호등 출력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분기

보조장치의 전력은 신호등 출력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분기

하여 사용한다.

하여 사용한다.

(9) 전선이나 각종 전자부품은 정해진 용량의 전기안전규격품을

(9) 전선이나 각종 전자부품은 정해진 용량의 전기안전규격품을

사용하고 전기안전 절연과 내화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전기안전 절연과 내화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UL94V0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감싸야 한다.

플라스틱(UL94V2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감싸야 한다.

――――――――――――――――――

――――――――――――――――――

4)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Page 32

4)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Page 47

7. 구조특성

7. 구조특성

(신 설)

(17) (선택사항)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별도의 통신발생장치
(BLE beacon)를 설치하여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횡단보도 영역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단방향 발신신호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신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④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18) (17)항의 별도 통신발생장치(BLE beacon)를 설치하여 관련
기술 사용 시에는 반드시 공용 프로토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야 한다.
① BLE DEVICE NAME 형식 정의(20 Bytes)

순서 구분
내용
값 형식 크기
“KPOL01”
6B
음성안내
보조장치
0∼6 HEADER DEVICE 구분 문자 “+” char
char 1B
MAC 고유 (HEX가변
ASCII) char 12B
7∼19 ADDRESS BLE
주소값(6Bytes)
“+” char 1B
※ DEVICE NAME 설정 예 : “KPOL01+BBA050E123D4+”
② Custom UUID

구분
UUID
비고
UARTUART
SERVICE
0004fdd0-0000-1000-8000-00805f9b0131
TX 0004fdd1-0000-1000-8000-00805f9b0131
UART
RX
PIN SERVICE 0004fdd2-0000-1000-8000-00805f9b0131
0004fde0-0000-1000-8000-00805f9b0131
Change
PIN
CODE 0004fde1-0000-1000-8000-00805f9b0131
9. 검사 및 시험 / 9.4. 성능시험

9. 검사 및 시험 / 9.4. 성능시험

(7) 소비전력, 역률 및 총 고조파 함유율 시험

(7) 소비전력, 역률 및 총 고조파 함유율 시험

1) 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정격전압을 ~(생략)

① 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정격전압을 ~(생략)

2) 측정하였을 때, 8의 (16)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측정하였을 때, 8. 성능특성의 (16)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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