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보행자 안내 시스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일 때 보행자가 차도에 진입하면 전광판 및 위험 안내방송을
통해 대기영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녹색 신호가 켜지면
보행자에게 신호가 켜졌음을 문자와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신호로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보행신호등을 점등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에게 신호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

(다중) 위험안내 : 음성안내 + 문자안내
횡단보도 이용자 자동인식

ㆍ보행자가 적색 신호일때 차도에 진입하면
- 음성으로 위험안내 : 지향성 스피커
- 전광판에 위험문자 표출

ㆍ보행자와 횡단자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 횡단자가 없을 경우 : 차량신호 유지
- 횡단자가 있을 경우 : 보행신호 자동요청

ㆍ전광판을 통한 위험안내 기능 (자사 유일)
- 빠른 위험상황 인식
- 사고예방 효과 탁월

명확한 위험안내
ㆍ주변 대기자 소음불편 최소화 (자사 유일) :
(음성) 위험안내 - 이동유도 - (음성중단) 문자안내

ㆍ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보행자에게 명확하게
위험 안내

보행신호기 동작방법 안내방송
주요 설치 장소

ㆍ횡단자에게 흰색검지영역에 대기하여야만 보행신호가
켜진다는 것을 문자와 방송으로 알려주는 기능

ㆍ어린이 보호구역

은 ~
이 지역

ㆍ노인 보호구역

효과 : 보행자가 신호기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

ㆍ사고다발 횡단보도

보행자 친화적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편리
ㆍ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일반 시민, 장애인 등에게 매우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문화를 제공하는, 보행자 친화적 시스템

ㆍ 굴착 공사가 필요없는 간단한 신호등 부착형 설치방식
ㆍ 파손이나 훼손으로 인한 고장이 적어 유지관리 용이함

ㆍ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훼손이나 파손이 적어 고장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함

ㆍ 무선통신 방식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옵션) 구축 가능

보행자 압버튼 신호기

3

1

검지용 카메라

2

IR 조명

제품 규격

4
1

2

5

5

3

주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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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용 카메라
지향성 스피커

음성안내 보조장치

355 (W) X 341 (D) X 275 (H)mm

자동인식 신호기

100W 이하

녹화장치

220Vac ±10%, 60Hz

주요 설치 장소
보행자 작동 신호기(압버튼) 설치지역
점멸, 야간 점멸 신호기 설치 지역

설치위치

기존 신호등 지주

설치높이

높이 : 약 2.5 m

보행자가 많지 않는 지역의 횡단보도

대전광역시 유망 중소기업 선정

횡단보도 녹화장치

스마트

지향성 스피커
(주) 대경이앤씨는 2002년도에 설립하여 교통신호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보행자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신기술 (NET) 인증을 취득한 해당 분야의 기술 선도기업입니다.

기능 : 고화질 횡단보도 녹화,
시간별ㆍ요일별 녹화 기능,
저장기간 약 30일

DAEKYUNG ELECTRIC & COMMUNICATION CO.,LTD.
※제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2880692』
자동인식 신호기
『23076068』
자동인식 신호기(녹화용)『23076069』

보행자 안내 시스템

신기술(NET) 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② 주요인증
신기술 (NET) 인증
우수조달물품 등록

③ 제품 인증현황

특징 : 횡단보도 이용자는 명확한 음성안내 청취
주변부 소음감소를 통해 불편 최소화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
성능인증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성능성적서 (공인시험기관)
GS인증(보행자 안내 시스템)
관련 특허 및 디자인등록 10건

④ 기업 인증현황
벤쳐기업 등록
INNO-BIZ 인증
MAIN-BIZ 인증

주요 설치 장소
횡단보도 녹화를 통한 정확한 교통사고 등 분석
운전자, 보행자에게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유도
교통사고 예방
뺑소니 사고 예방

ㆍ비교적 한가한 횡단보도
ㆍ심야 점멸 운영지역
ㆍ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등

⑤주품목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등
첨단교통신호시스템 설계
ITS관련 설계 및 전문시공
교통신호기 설계 및 전문시공

신기술 (NET) 인증
우수조달물품 등록 (조달청)

http://www.dkenc.com
dke3571@naver.com
042-525-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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