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개정

□ 주요 개정사항
◦ 현행 규격에서는 루프검지기 외에 다양한 방식의 검지방식을 허용
하고는 있으나, 루프검지기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
- 최근 AI 영상검지기 등 다양한 방식의 검지기가 출시되고 있으
므로 현행 루프검지기 중심의 내용 수정

※ 루프코일, LOOP 등의 문구 ⇨ ‘검지기’로 변경 등
◦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규격화
- 감전·모순발생 등에 안정적으로 작동되며 현행 아날로그 제어기에
비해 선로가 단순하며 소형 및 경량의 함체 구성 가능
- 소비전력 감소 및 비용절감 가능

◦ 교통신호제어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서비스, 기능 개선
요구사항 수용을 위한 규격 고도화
- (보행신호 자동연장) 제조사별로 데이터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보행신호 연장 요청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데이터 정의
- (안정화) 부가서비스 및 제조사 증가에 따른 데이터 영역 확장,
신호제어기 이상 발생시 적색신호로 점멸 운영토록 명확화
- (요구사항) 규격 중 ‘반드시 전기공사 면허 소지자 및 유지보수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십시오’ 문구로 업역분쟁* 사항 개선

* 전기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간 업역분쟁 중으로 일정 부분 관련
공정이 포함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나 전기공사로
발주되고 있어 해당 문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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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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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 1.1 규격의 개요 / 1.1.1 규격서 목적 및 적용범위
1.1.1.2 규격 적용범위
본 표준규격서의 적용범위는 교통신호제어용으로 현장에 설치
되는 교통신호기의 제작과 시험 및 설치과정에서의 교통신호기
내부 공사 부문으로 하며, 통신기능과 관련된 중앙장치의 통신
규약 부분도 포함한다. 본 규격에 의해 제작된 교통신호기는
내부 장치별로 기능이 모듈화 되어 있으며, 상호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지역의 제어 용도와 기능의 유무에 따라
내부 구성품을 적절하게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본
규격의 내부 구성에서 실장 부품을 제어목적에 맞게 조절하여
기존의 구형제어기들(일반신호제어기, 전자교통신호제어기)을 대
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장 총론 / 1.1 규격의 개요 / 1.1.1 규격서 목적 및 적용범위
1.1.1.2 규격 적용범위
본 표준규격서의 적용범위는 교통신호제어용으로 현장에 설치
되는 교통신호제어기의 제작과 시험 및 설치과정에서의 교통신호
제어기 내부 공사 부문으로 하며, 통신기능과 관련된 중앙장치의
통신규약 부분도 포함한다. 본 규격에 의해 제작된 교통신호기는
내부 장치별로 기능이 모듈화 되어 있으며, 상호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지역의 제어 용도와 기능의 유무에 따라 내부
구성품을 적절하게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본 규격의
내부 구성에서 실장 부품을 제어목적에 맞게 조절하여 기존의
구형제어기(일반신호제어기, 전자교통신호제어기) 교체시 본 규격을
따른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장 총론 / 1.1 하드웨어 구성 / 1.2.1 하드웨어 구성체계
1.2.1.3 하드웨어 실장 구성

제1장 총론 / 1.1 하드웨어 구성 / 1.2.1 하드웨어 구성체계
1.2.1.3 하드웨어 실장 구성

제1장 총론 / 1.1 하드웨어 구성 / 1.2.2 하드웨어 구성부의 기능
1.2.2.1.3 검지기보드(LDU : Loop Detection Unit)

제1장 총론 / 1.1 하드웨어 구성 / 1.2.2 하드웨어 구성부의 기능
1.2.2.1.3 검지기보드(DETU : DETection Unit)

제1장 총론 / 1.3 제어기능 구성 / 1.3.2 제어기능 구성요소별 기능
1.3.2.3.3 특수제어(Specilal Control)
1) 점멸제어(Flashing Control)
초기동작 점멸 또는 교통신호기가 치명적인 시스템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심야시간대 등 필요에
의해서 접근로별로 특정 색의 등화를 서로 구분하여 점멸 표출을
하는 제어방식으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된 방향별 색과
점멸 주기를 지켜야 한다.

제1장 총론 / 1.3 제어기능 구성 / 1.3.2 제어기능 구성요소별 기능
1.3.2.3.3 특수제어(Specilal Control)
1) 점멸제어(Flashing Control)
초기동작 점멸 또는 교통신호기가 치명적인 시스템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심야시간대 등 필요에
의해서 접근로별로 특정 색의 등화를 서로 구분하여 점멸 표출을
하는 제어방식으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된 방향별 색과
점멸 주기를 지켜야 한다. 단, 제어기 이상에 의한 점멸제어시
점멸기 점멸제어로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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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1 개요
○ 검지기보드(LDU)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1 개요
○ 검지기보드(DETU)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3 버스 규격(BUS Spectification) / 2.1.3.2 주소지정 규격
2.1.3.2.4 옵션보드 버스데이터 프로토콜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3 버스 규격(BUS Spectification) / 2.1.3.2 주소지정 규격
2.1.3.2.4 옵션보드 버스데이터 프로토콜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3 버스 규격(BUS Spectification) / 2.1.3.2 주소지정 규격
2.1.3.2.5 옵션보드로 신호운영상태를 제공하는 형식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3 버스 규격(BUS Spectification) / 2.1.3.2 주소지정 규격
2.1.3.2.5 옵션보드로 신호운영상태를 제공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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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검지기보드(Loop Detection Unit) / 2.1.6.1 개요
2.1.6.1.1 장치 개요
검지기보드는 도로상에 차량을 검지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능동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루프(Loop), 영상(Image), 초음파
(Ultrasonic), Radar 검지기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루프 검지기에 대해 구성과 사양은 표준안
으로 채택하고 다른 검지기는 향후 제시되는 표준안에 그 규격을
정의하도록 한다. 또한, CPU와의 인터페이스는 VME Bus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도로에 매설된 루프코일과 접속되어 루프코일의 전기적인
변화를 검출하여 차량의 존재 및 통과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본
장치는 루프코일, 인입선(Lead-In)과 증폭기로 구성된다.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검지기보드(DETection Unit) / 2.1.6.1 개요
2.1.6.1.1 장치 개요
검지기보드는 도로상에 차량을 검지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능동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CPU와의 인터페이스는 VME Bus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2.1.6.1.2 기능 개요
가. 동작 원리
신호제어 및 교통상황 표시등에 사용되는 교통변수(교통량, 점유율,
속도 등)는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검지기로부터 얻어지는 자료에
의해 계산된다. 본 규격에서 제시되는 차량검지기는 현재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유도성 루프(Inductive Loop) 검지기이다. 검지기
보드는 루프센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루프센서와 인덕턴스를
감시하며, 검지영역에 차량의 통과와 존재를 검지하는 출력은
설정된 인덕턴스의 감소에 반응한다.
검지기보드로부터 제공되는 루프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에
의해 루프검지기 주위에 전자장(Electromagnetic Field)이 발생
한다. 이것은 에너지를 갖는 자속(Flux)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만약에 차량이 전자장 내로 들어오게 되면 와동(Eddy) 전류가
차체에 유도(흡수)되어 자력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루프 검지기의 자기인덕턴스(Self-Inductance) 감소는 루프선이
공진(Resonant) 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증가시킨다. 증폭기는
자체의 발진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궤환(Feedback) 회로를 이용
하거나 주파수 위상차를 발생하는 회로를 이용하여 이 주파수에
응답하게 된다. 이러한 주파수의 변환 또는 위상의 전이(Phase
Shift) 등이 검지자료를 얻는 기본이 된다.
나. 조정 및 표시 기능
증폭기는 공진회로 외에 감도(Sensitivity)를 조절할 수 있는 스
위치와 검지방식(Presence Mode, Pulse Mode, Loop Check 등)
선택 스위치, 주파수 조절 스위치, 리셋 스위치 및 검지 상태표
시(Call Indication) 램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2.1.6.1.2 기능 개요
가. 동작 원리
신호제어 및 교통상황 표시등에 사용되는 교통변수(교통량, 점유율,
속도 등)는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검지기로부터 얻어지는 자료에
의해 계산된다.
(이하 삭제)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검지기보드(Loop Detection Unit) / 2.1.6.2 사양

검지기보드(DETection Unit) / 2.1.6.2 사양

2.1.6.2.1 동작 특성

2.1.6.2.1 동작 특성

○ 입력채널 수 : Unit(Card)당 최소 4개, 최대 8개의 루프코일을

○ 입력채널 수 : Unit(Card)당 최소 4개, 최대 8개의 검지기를

나. 조정 및 표시 기능
검지기보드는 리셋 스위치 및 검지상태 표시(Call Indication)
램프를 마련하여야 하고, 검지 방식에 따라 증폭기 감도
(Sensitivity)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와 검지방식(Presence
Mode, Pulse Mode, Loop Check 등) 선택 스위치, 주파수 조절
스위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하여야 한다.

수용하여야 한다.

○ 사용 전원 : DC 12V ± 10%, DC 5V ± 5%

○ 사용 전원 : DC 12V ± 10%, DC 5V ± 5%

○ 온도 : -34℃ ～ +74℃

○ 온도 : -34℃ ～ +74℃

○ 습도 : 95% (4.4℃ ～ 43.3℃에서)

○ 습도 : 95% (4.4℃ ～ 43.3℃에서)

○ 온도변화율 : 17℃/Hour

○ 온도변화율 : 17℃/Hour

○ Loop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는 TTL신호로 변환하여 주제어부에

○ 검지기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는 TTL신호로 변환하여 주제어부에

VME Bus로 전달한다.

VME Bus로 전달한다.

○ Loop로부터의 입력부분에 외부 Surge를 감쇄할 수 있는 회로

○ 검지기로부터의 입력부분에 외부 Surge를 감쇄할 수 있는 회로

또는 소자를 내장하여야 한다.
○ Loop 입력부분과 검지회로부분과는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소자를 내장하여야 한다.
○ 검지기 입력부분과 검지회로부분과는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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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검지기보드(Loop Detection Unit) / 2.1.6.2 사양
2.1.6.2.2 적용 루프코일 및 인입선
2.1.6.2.3 감도(Sensitivity)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검지기보드(DETection Unit) / 2.1.6.2 사양
2.1.6.2.2 루프검지기의 적용 루프코일 및 인입선
2.1.6.2.3 루프검지기의 감도(Sensitivity)

2.1.6.2.5 검지 모드
○ 차량존재검지모드는 차량이 루프 코일 내에 진입 시 출력램
프가 On되며, 차량이 루프 코일에 있는 동안 항시 On된다.
○ 통과검지모드에서는 차량이 루프 코일 내에 진입 시 출력램
프가 On되며, 100 ± 30ms후에 출력램프가 Off된다.

2.1.6.2.5 검지 모드
○ 차량존재검지모드는 차량이 검지 영역 내에 진입 시 출력램
프가 On되며, 차량이 검지 영역에 있는 동안 항시 On된다.
○ 통과검지모드에서는 차량이 검지 영역 내에 진입 시 출력램
프가 On되며, 100 ± 30ms후에 출력램프가 Off된다.

2.1.6.2.6 전면판 램프 표시 방법
○ 존재검지모드에서는 차량이 루프 코일 내에 진입 시 출력램
프가 On되며, 차량이 루프 코일에 있는 동안 항시 On된다.
○ 통과검지모드에서는 차량이 루프 코일 내에 진입 시 출력램
프가 On되며, 100 ± 30ms후에 출력램프가 Off된다.

2.1.6.2.6 전면판 램프 표시 방법
○ 존재검지모드에서는 차량이 검지 영역 내에 진입 시 출력램
프가 On되며, 차량이 검지 영역에 있는 동안 항시 On된다.
○ 통과검지모드에서는 차량이 검지 영역 내에 진입 시 출력램
프가 On되며, 100 ± 30ms후에 출력램프가 Off된다.

2.1.6.2.9 접속장치(Connector) 규격
○ Data 입출력, Loop 입력 ,Connection Pin 배정

2.1.6.2.9 접속장치(Connector) 규격
○ Data 입출력, 검지기 입력 ,Connection Pin 배정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검지기보드(Loop Detection Unit)

2.1.6 검지기보드(DETection Unit)

<신 설>

2.1.6.3 검지기 성능 기준 (계속)
교통신호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검지기는 각 검지기의 용도에 맞게
차량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검지기는 신호감응(감응제어)용과
신호계획(신호제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지기 성능검사는 검지기
용도에 따라 성능검사 항목기준을 달리한다.
신호감응용 검지기는 차량의 존재 유무를 통해 현시생략, 단위연장,
조기종결방식으로 신호시간을 조정하므로 검지영역의 차량을 정상적
으로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검지기는 일반 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 특수(농기계, 건설기계 등), 이륜차량을 모두 정상적으로 검지
하여야 한다. 존재 검지율은 차종별 존재 검지율이 정확도 98% 이상인
경우 그 성능을 인정하며, 각각의 차종에 대한 시험은 최소 표본수
(n=30)를 만족해야 한다.
신호계획용 검지기는 교차로의 신호운영계획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차로의 전 방향별로 요구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호계획용 검지기는 차종별 교통량,
속도 측정에 대한 성능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한다. 각 항목에 대한
정확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 시험시 최소 표본수를 만족해야 한다.

- 5 -

현 행

개

정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6

검지기보드(Loop Detection Unit)

검지기보드(Loop Detection Unit)

<신 설>

2.1.6.3 검지기 성능 기준
신호계획용 검지기는 교통량 환산을 위해 도로용량편람에서 정하는
소형, 중형, 대형차량(특수차량 포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외에
이륜차 검지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검지기용도에 따라 점유율, 대기
행렬길이 등 성능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차종별 교통량과
속도 측정에 대한 필수 성능검사를 포함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지기는 각각의 기준 조건에 대하여 정상적인 도로 상황과 개별 검지기의
유형에 따른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환경하에서 성능검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제약 상황에 대한 성능검사는 교통전문 기관을 통해 정의 및
시험한다.
검지기 용도
신호감응용

신호계획용

기준 조건
존재 검지율
교통량
차종
속도
점유율 (optional)
대기행렬길이 (optional)

정확도
비고
98%이상 Ÿ 차종별 존재검지 시험 필요
Ÿ 차종별 교통량 측정 필요
(소형, 중형, 대형, 이륜차)

95%이상 Ÿ 용도에 따라 기준 조건 외의
성능검사 항목 추가할 수
있음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8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8

옵션보드(Option Board) / 2.1.8.2 기능

옵션보드(Option Board) / 2.1.8.2 기능

2.1.8.2.2 Type 0x03, 0x05, 0x06, 0x0E 보행자 버튼 입력장치, 보행

2.1.8.2.2 Type 0x03, 0x05, 0x06, 0x0E 보행자 버튼 입력장치, 보행

신호 연장 시스템]

신호 연장 시스템

가. Type 0x03, 0x05, 0x06, 0x0E의 VME 버스 이터페이스 형식

가. Type 0x03, 0x05, 0x06, 0x0E의 VME 버스 이터페이스 형식

1) 보행자 관련 외부장치 → CPU (‘2.1.3.2.4’의 <표 2-3> 중

1) 보행자 관련 외부장치 → CPU (‘2.1.3.2.4’의 <표 2-3> 중

‘OPT DATA’ 영역)

‘OPT DATA’ 영역)

다. 보행신호 연장 처리

다. 보행신호 연장 처리

○ CPU는 외부 장치로부터 보행신호 연장 요청을 수신하면 1초

<삭 제>

단위로 신호 연장 수행
○ 보행신호 연장은 해당 현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 요청
분 무시)
○ 보행 신호 잔여시간이 제어파라미터(Startup Code)의 ‘신호변
경 지연시간’이상일 경우에만 신호 연장 요청을 처리
2.1.8.2.8 Type 0x0D, 신호정보연계장치(CVIB)

2.1.8.2.8 Type 0x0D, 신호정보연계장치(CVIB)

이 신호정보연계장치(CVIB) 규격의 시행은 장비제조 준비 기간을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생성되는 실시간 신호정보를 수집, 이용시

고려하여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의 이용 목적과 데이터 전송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경
찰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CPU ⇄ CVIB / VME 인터페이스 규격

가. CPU ⇄ CVIB / VME 인터페이스 규격

1) CPU → CVIB (Message : A)

1) CPU → CVIB (Message : A)

○ 기본 정보 8바이트와 각 방향별 신호등별 표출정보 4바이트의

○ 기본 정보 12바이트와 각 방향별 신호등별 표출정보 5바이트
의 가변 사이즈로 구성한다.

가변 사이즈로 구성한다.
○ 전이, 수동, 감응 등 시간정보를 정확히 생성하기 어려운 상황

○ 전이, 수동, 감응 등 시간정보를 정확히 생성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는 서비스를 제한한다.

에서는 서비스를 제한한다.
○ 최대 데이터 사이즈는 각 방향(8) X 신호등종류(7) X 단위사

○ 최대 데이터 사이즈는 각 방향(10) X 신호등종류(7) X 단위사

이즈(5) = 280바이트에 기본정보 8바이트를 더하여 288바이

이즈(5) = 350바이트에 기본정보 12바이트를 더하여 362바이

트로 구성한다.

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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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8 Type 0x0D, 신호정보연계장치(CVIB)

2.1.8.2.8 Type 0x0D, 신호정보연계장치(CVIB)

가. CPU ⇄ CVIB / VME 인터페이스 규격

가. CPU ⇄ CVIB / VME 인터페이스 규격

1) CPU → CVIB (Message : A)

1) CPU → CVIB (Message : A)

나. CVIB ⇄ RSE 통신규격

나. CVIB ⇄ RSE 통신규격

1) 신호상태정보 전송(Message : C), (Opcode : 0x10)

1) 신호상태정보 전송(Message : C), (Opcode : 0x10)

○ Message 형식

○ Message 형식

⇨ CVIB → RSE (전송)

⇨ CVIB → RSE (전송)

⑥ 부가정보 : 부가 정보 활용을 위한 바이트

⑥ 부가정보 : 부가 정보 활용을 위한 바이트

⇨ CVIB ← RSE (응답)
- ACK(0x06) 또는 NACK(0x15)
<신 설>

7) 연등지 정보 처리
○ 연등지의 경우 ‘출력지정 테이블’의 ‘신호등 설치 구분(bit
3-4)’을 통해 해당 출력의 연등지 여부를 입력하며, 연등지의
설치 방향은 ‘신호등 설치 구분(bit 5-MSB)’로 입력함
○ 연등지는 정지선과 동일한 설치방향과 방향코드 부여함
○ 방향코드 MSB를 이용하여 연등지 순서를 배정하며 정지선과
가까운 연등지부터 첫 번째가 됨

다. CPU → 차량정보센터 통신 규격

다. CPU → 차량정보센터 통신 규격

1) 공통

1) 공통

○ 기본 프레임 구조

○ 기본 프레임 구조

- LEN : LEN∼CHKSUM data length

- LEN : LEN∼CHKSUM data length

- NodeID: 제어 파라미터(Startup Code)의 교차로 노드번호

- <삭 제>
- cpuVer: CPU에서 지원하는 규격 리비전 버전(옵션보드 버스데
이터 프로토콜의 cpuVer과 동일)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8

제2장 하드웨어부 / 2.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 2.1.8

옵션보드(Option Board) / 2.1.8.3 사양

옵션보드(Option Board) / 2.1.8.3 사양

2.1.8.3.8 보행자 작동신호 입력장치 접속 규격

2.1.8.3.8 보행자 작동신호 입력장치 접속 규격

<표 2-23> 보행자 푸쉬버튼 J2 버스 접속 규격

<표 2-22> 보행자 푸쉬버튼(0x03, 0x05, 0x06) J2 버스 접속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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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드웨어부 / 2.2 신호구동부(SCU : SIGNAL CONTROL

제2장 하드웨어부 / 2.2 신호구동부(SCU : SIGNAL CONTROL

UNIT) / 2.2.5 점멸기(FLASHER)

UNIT) / 2.2.5 점멸기(FLASHER)

2.2.5.2 기능

2.2.5.2 기능

○ 컨트롤러의 모순판단에 따른 점멸명령과 기능이상을 판단하

○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이상(고장, 모순, 전원 이상 등)으로 인

여 점멸제어를 수행한다.

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점멸기(FLASHER) 점멸

- 신호구동부 컨트롤러 CPU 기능이상 판단( HOT/STAND-BY 신
호에 의한 판단)

제어를 수행한다.
- 신호구동부 컨트롤러 CPU 기능이상 판단( HOT/STAND-BY 신

- 모순판단에 따른 점멸명령(점멸구동용 신호에 의한 판단)

호에 의한 판단)

- 주전원 FAIL시 등기부 적색 혹은 황색 점멸출력(LSU의 적색출
력과 독립된 점멸출력 제공(자체 AC전원으로 점멸기능)

- 모순판단에 따른 점멸명령(점멸구동용 신호에 의한 판단)
- 점멸기는 적색 신호등을 결선한다.

- LSU로부터 모순상태 입력(CONF)을 전달받아 Controller 명령

- LSU로부터 모순상태 입력(CONF)을 전달받아 Controller 명령

을 차단하고 점멸명령을 전달하고, 모순상태는 Controller에

을 차단하고 점멸명령을 전달하고, 모순상태는 Controller에

보고해야한다. 모순상태가 최대 350ms이상 유지되는가를

보고해야한다. 모순상태가 최대 350ms이상 유지되는가를

check하고 그 이상이면 점멸을 시작

check하고 그 이상이면 점멸을 시작

제2장 하드웨어부 / 2.2 신호구동부(SCU : SIGNAL CONTROL

제2장 하드웨어부 / 2.2 신호구동부(SCU : SIGNAL CONTROL

UNIT) / 2.2.6 등기구동장치(LSU : Load Switch Unit) /

UNIT) / 2.2.6 등기구동장치(LSU : Load Switch Unit) /

2.2.6.4. 사양

2.2.6.4. 사양

2.2.6.4.2 등기 구동 스위치 규격

2.2.6.4.2 등기 구동 스위치 규격

○ LSU 출력(신호등 전원선)을 교통신호등 이외에 조명과 교

○ LSU 출력(신호등 전원선)을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 보조장치

통신호등 보조장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외에 조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제2장 하드웨어부 / 2.5 단자대 함(Terminal Facility) /

제2장 하드웨어부 / 2.5 단자대 함(Terminal Facility) /

2.5.3 구성품의 사양 / 2.5.3.2 터미널 블락

2.5.3 구성품의 사양 / 2.5.3.2 터미널 블락

○ 루프검지기 Terminal Block

○ 검지기 Terminal Block

- 도로에 매설된 LOOP COIL과 DETECTOR CHANNEL을 연결

- 도로에 설치된 검지기와 DETECTOR CHANNEL을 연결한다.

한다.

제2장 하드웨어부 / 2.5 단자대 함(Terminal Facility) / 2.5.4

제2장 하드웨어부 / 2.5 단자대 함(Terminal Facility) / 2.5.4

단자판 배치

단자판 배치

○ T/B#3은 옵션보드용 단자대로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 T/B#3은 옵션보드용 단자대로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외부와의 입출력용, 맹인용 신호음, Pedestrian Call, 영상

외부와의 입출력용, 맹인용 신호음, Pedestrian Call, 영상

검지기용, Flash의 황색등 점멸시 Flash의 R과 Y출력과의

검지기용, Flash의 황색등 점멸시 Flash의 R과 Y출력과의

COMMON 단자대로 사용되는 예시를 나타낸다. 한편 또,

COMMON 단자대로 사용되는 예시를 나타낸다. 한편 또,

T/B#7과 T/B#8은 기본사양의 루프채널 연결용으로 확보해

T/B#7과 T/B#8은 기본사양의 검지기채널 연결용으로 확보

야 하고, 32개 이상 64개까지의 확장 채널을 지원하는 신

해야 하고, 32개 이상 64개까지의 확장 채널을 지원하는

호기의 경우 루프검지기 단자대를 추가 부착할 수 있다.

신호기의 경우 검지기 단자대를 추가 부착할 수 있다. 이

이에 따른 개별 단자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에 따른 개별 단자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 전면 예시도 (교통신호기의 전면)

○ 전면 예시도 (교통신호기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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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2장 하드웨어부 / 2.5 단자대 함(Terminal Facility) /

제2장 하드웨어부 / 2.5 단자대 함(Terminal Facility) /

2.5.4 단자판 배치

2.5.4 단자판 배치

<신 설>

○ 검지기 단자대(Detector Terminal Board)

- 9 -

현 행

개

제3장 제어기능부 / 3.3 관리 요구 기능 / 3.3.4 유지 관리 기능

정

제3장 제어기능부 / 3.3 관리 요구 기능 / 3.3.4 유지 관리 기능

<신 설>
3.3.4.3 보행신호 연장 처리

3.3.4.3 보행신호 연장 처리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보행신호 요청에 대해
1초 단위의 보행신호 연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기는 보행신호 연장시스템 옵션보드 장착시 보행신호 연
장 대기를 활성화한다.
○ 보행신호 연장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는 보행신호 연장 현시
의 보행신호에 가변스텝을 두도록 시그널맵을 작성하고 연장
요청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 가변스텝을 표출한다.
○ 보행신호 연장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는 보행신호 연장 현시
에 전적색(All-Red)을 표출하도록 시그널맵을 작성한다.

○ ‘보행신호 연장 가변스텝’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연장 시간으
로 TOD를 작성한다. 보행신호 미연장시 ‘보행신호 연장 가변
스텝’의 시간은 다음 현시 시간에 추가한다.
○ 보행신호 연장은 최대 연장 시간을 포함한 해당 현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요청분 무시한다.

○ 제어기는 보행신호 연장시스템의 고장이 감지될 경우, 해당
방향은 보행신호 연장용 가변스텝을 무시(신호연장 미수행)한
다.(전적색은 표출)
○ 보행신호가 연장됨에 따라 변경되는 신호운영정보는 CPU에서
생성되는 신호상태정보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제3장 제어기능부 / 3.3 관리 요구 기능 / 3.3.5 기타 관리 기능

제3장 제어기능부 / 3.3 관리 요구 기능 / 3.3.5 기타 관리 기능

/ 3.3.5.1 시간 관리

/ 3.3.5.1 시간 관리

3.3.5.1.2 시간의 동기

3.3.5.1.2 시간의 동기

<신 설>

원격 또는 무선시보장치를 통해 시간정보를 받은 제어기는 밀

○ 원격운전중일 때의 시간 동기

리초를 0으로 클리어하고, 시간정보를 즉시 적용한다.

제어모드에 상관없이 중앙장치로부터 시간 다운로드 명령이

○ 원격운전중일 때의 시간 동기

오면 다운로드받은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신호기의 지역

제어모드에 상관없이 중앙장치로부터 시간 다운로드 명령이

시간(Local Time)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오면 다운로드받은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신호기의 지역
시간(Local Time)을 재설정하여야 하며 시간정보는 실시간
기준 100ms 내에 모든 제어기에 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무선시보장치를 장착한 경우, STARTUP CODE의 시간동기화
우선순위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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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4장 통신규약 / 4.1 중앙 시스템 / 4.1.1 프로토콜의 개요

제4장 통신규약 / 4.1 중앙 시스템 / 4.1.1 프로토콜의 개요

모든 통신은 Request & Response 방식을 따르되, 예외로서

모든 통신은 Request & Response 방식을 따르되, 예외로서

온라인 유지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시간동기 계산에 필요한

온라인 유지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시간동기 계산에 필요한

교통신호기 상황정보 전송 시(OPCODE=0x13) 일부 자동 업로

교통신호기 상황정보 전송 시(OPCODE=0x13) 일부 자동 업로

드가 요구된다.

드가 요구된다.

프레임 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A: LRC체크, B: CRC체크 방법

프레임 구조는 기본으로 A(LRC체크) 방식을 사용하며, R27부

을 모두 지원하여야 하며, CRC를 사용할 경우 규격서에 제시

터는 B(CRC체크 방법)를 사용하여야 한다.(CRC를 사용할 경

된 LENGTH값은 1바이트 증가한 값으로 적용된다.(이 규정이

우 규격서에 제시된 LENGTH값은 1바이트 증가한 값으로 적

고지된 시점 이후 제조되는 중앙시스템과 신호기에 적용)

용) (이 규정이 고지된 시점 이후 제조되는 중앙시스템과 신

(단, 나. 형식에서 STX외에 7F-7F 쌍이 있으면 7E-EF-7E-EF로

호기에 적용)

ESCAPE처리 후 LEN 조정)

제4장 통신규약 / 4.1 중앙 시스템 / 4.1.2 운전프로토콜 상세

제4장 통신규약 / 4.1 중앙 시스템 / 4.1.2 운전프로토콜 상세

/ 4.1.2.2 교차로 상황정보

/ 4.1.2.2 교차로 상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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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4장 통신규약 / 4.1 중앙 시스템 / 4.1.3 데이터베이스 프로

제4장 통신규약 / 4.1 중앙 시스템 / 4.1.3 데이터베이스 프로

토콜 상세 / 4.1.3.1 제어파라미터(STARTUP CODE) DOWNLOAD

토콜 상세 / 4.1.3.1 제어파라미터(STARTUP CODE) DOWNLOAD

제4장 통신규약 / 4.1 중앙 시스템 / 4.1.3 데이터베이스 프로

제4장 통신규약 / 4.1 중앙 시스템 / 4.1.3 데이터베이스 프로

토콜 상세 / 4.1.3.13 방향별 신호출력 및 보행입력 지정테이블

토콜 상세 / 4.1.3.13 방향별 신호출력 및 보행입력 지정테이블

업로드/다운로드

업로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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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4장 통신규약 / 4.2 등기구동부 운전(MCU↔SCU) 통신규약 /

제4장 통신규약 / 4.2 등기구동부 운전(MCU↔SCU) 통신규약 /

4.2.12 SCU-CONT Vender Information Upload(OP CODE : 0x18)

4.2.12 SCU-CONT Vender Information Upload(OP CODE : 0x18)

4.2.12.2 MCU  SCU [response]

4.2.12.2 MCU  SCU [response]

제4장 통신규약 / 4.4 MCU-MMI(PC) 간 통신규약 / 4.4.2

제4장 통신규약 / 4.4 MCU-MMI(PC) 간 통신규약 / 4.4.2

MCU-노트북 간 통신 규약

MCU-노트북 간 통신 규약

4.4.2.4 장치 정보 조회 (센터 업/다운로드 프로토콜에서도 조회 가능)

4.4.2.4 장치 정보 조회 (센터 업/다운로드 프로토콜에서도 조회 가능)

제6장 검사 기준

제6장 디지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규격 (별첨)

<신 설>
제6장 검사 기준 / 6.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6.2.1 내구성 시

제7장 시험 검사 기준 / 7.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7.2.1 내구

험 / 6.2.1.2 일반기능시험

성 시험 / 7.2.1.2 일반기능시험

6.2.1.2.3 AC출력용 신호등 출력감시기능 시험

7.2.1.2.3 AC/DC 출력용 신호등 출력감시기능 시험
1) 모순 검지 및 처리 시험
⒠ 이 시험은 진행 중인 현시의 모든 신호(녹색 및 보행자 녹
색)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시의 모든 신호(녹색 및 보행녹색)
들의 AC/DC 출력단을 연결시켜 모순을 발생하게 하고 위 ⒝항
과 ⒞항의 동작을 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 기준 / 6.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6.2.1 내구성 시

제7장 시험 검사 기준 / 7.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7.2.1 내구

험 / 6.2.1.3 환경 시험

성 시험 / 7.2.1.3 환경 시험

6.2.1.3.2 저온 고전압 시험

7.2.1.3.2 저온 고전압 시험

○ 신호기가 온도 -34℃(습도제어 Off), 정격상한 전압을 입력하

○ 신호기가 온도 -34℃(습도제어 Off), 정격상한 전압을 입력하

였을 때 다음 항목의 시험 조건에 만족되는지를 점검한다.

였을 때 다음 항목의 시험 조건에 만족되는지를 점검한다.

- 전원차단 시험 : 7.2.1.2.1 전기적 안정도 검사의 ⒞항

- 전원차단 시험 : 7.2.1.2.1 전기적 안정도 검사의 ⒞항

-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7.2.1.2.2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7.2.1.2.2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신호모순 검지기능 시험 : 7.2.1.2.3 AC출력용 신호등 출력감

- 신호모순 검지기능 시험 : 7.2.1.2.3 AC/DC 출력용 신호등 출

시기능시험

력감시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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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6장 검사 기준 / 6.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6.2.1 내구성 시

제7장 시험 검사 기준 / 7.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7.2.1 내구

험 / 6.2.1.3 환경 시험

성 시험 / 7.2.1.3 환경 시험

6.2.1.3.3 고온 고전압 시험

7.2.1.3.3 고온 고전압 시험

○ 신호기가 온도 74℃(165℉), 상대습도 18%, 정격상한전압을 입

○ 신호기가 온도 74℃(165℉), 상대습도 18%, 정격상한전압을 입

력하였을 때 다음 항목의 시험조건에 만족되는지를 점검한다.

력하였을 때 다음 항목의 시험조건에 만족되는지를 점검한다.

- 전원차단 시험 : 7.2.1.2.1 전기적 안정도 검사의 c항

- 전원차단 시험 : 7.2.1.2.1 전기적 안정도 검사의 c항

-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7.2.1.2.2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7.2.1.2.2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신호모순 검지기능 시험 : 7.2.1.2.3 AC출력용 신호등 출력감시

- 신호모순 검지기능 시험 : 7.2.1.2.3 AC/DC 출력용 신호등 출력

기능시험

감시기능시험

6.2.1.3.4 고온 저전압 시험

7.2.1.3.4 고온 저전압 시험

○ 신호기가 온도 74℃, 정격하한전압을 입력하였을 때 다음 항목

○ 신호기가 온도 74℃, 정격하한전압을 입력하였을 때 다음 항목

의 시험조건에 만족되는지를 점검한다.

의 시험조건에 만족되는지를 점검한다.

- 전원차단 시험 : 7.2.1.2.1 전기적 안정도 검사의 c항

- 전원차단 시험 : 7.2.1.2.1 전기적 안정도 검사의 c항

-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7.2.1.2.2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7.2.1.2.2 출력시간 정확도 시험

- 신호모순 검지기능 시험 : 7.2.1.2.3 AC출력용 신호등 출력감시

- 신호모순 검지기능 시험 : 7.2.1.2.3 AC/DC 출력용 신호등 출력

기능시험

감시기능시험

제6장 검사 기준 / 6.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6.2.2 기능검사

제7장 시험 검사 기준 / 7.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7.2.2 기능검사

6.2.2.6 부품 호환 기능 검사

7.2.2.6 부품 호환 기능 검사

○ 검사기관 실험실 내에 비치된 교통신호기를 기준 제어기라

○ 검사기관 실험실 내에 비치된 교통신호기를 기준 제어기라

하고 기준 제어기의 부품들을 기준 부품이라고 하고, 검사

하고 기준 제어기의 부품들을 기준 부품이라고 하고, 검사

대상 시료제어기는 대상 제어기 및 그 부품들을 대상 부품

대상 시료제어기는 대상 제어기 및 그 부품들을 대상 부품

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주기판과 CPU보드(컨트롤러)는 일체로 보고, 그것과 등기구

○ 주기판과 CPU보드(컨트롤러)는 일체로 보고, 그것과 등기구

동장치(LSU)와 검지기보드(LDU), 점멸기(FLASH)를 각각 교체

동장치(LSU)와 검지기보드(DETU), 점멸기(FLASH)를 각각 교

장착하여 검사한다.

체 장착하여 검사한다.

○ 모든 조합의 경우에 대하여 기준제어기와 대상제어기가 정

○ 모든 조합의 경우에 대하여 기준제어기와 대상제어기가 정

상동작하여야 한다.

상동작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 기준 / 6.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6.2.2 기능검사

제7장 시험 검사 기준 / 7.2 교통신호기 시험 사양 / 7.2.2 기능검사

6.2.2.6 부품 호환 기능 검사

7.2.2.6 부품 호환 기능 검사

6.2.2.6.2 검지기보드(LDU) 호환기능 검사

7.2.2.6.2 검지기보드(DETU) 호환기능 검사

⒜ 검사 방법

⒜ 검사 방법

○ 시뮬레이터에 출력단자를 연결하고 검지기 입력 단자를 단

○ 시뮬레이터에 출력단자를 연결하고 검지기 입력 단자를 단

자대에 결선한 후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각 교체된

자대에 결선한 후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각 교체된

검지기보드는 주소지정 스위치를 슬롯 순서대로 조정한 후

검지기보드는 주소지정 스위치를 슬롯 순서대로 조정한 후

각 채널별로 3주기 동안 검사한다.

각 채널별로 3주기 동안 검사한다.

- 기준 제어기에 대상 LDU 4개만 교체 장착하여 ⒜-⒟를 1회 검사

- 기준 제어기에 대상 DETU 4개만 교체 장착하여 ⒜-⒟를 1회 검사

- 기준 제어기에 대상 LDU 8개를 전부 교체 장착하여 ⒜-⒟를

- 기준 제어기에 대상 DETU 8개를 전부 교체 장착하여 ⒜-⒟

1회 검사

를 1회 검사

- 대상 제어기에 기준 LDU 4개만 교체 장착하여 ⒜-⒟를 1회 검사

- 대상 제어기에 기준 DETU 4개만 교체 장착하여 ⒜-⒟를 1회 검사

- 대상 제어기에 기준 LDU 8개를 전부 교체 장착하여 ⒜-⒟를

- 대상 제어기에 기준 DETU 8개를 전부 교체 장착하여 ⒜-⒟

1회 검사

를 1회 검사

⒝ 기기측면 검사

⒝ 기기측면 검사

- 기구적으로 탈 장착이 어렵거나 기존 모듈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한다.

- 기구적으로 탈 장착이 어렵거나 기존 모듈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한다.

⒞ 버스호환기능 검사

⒞ 버스호환기능 검사

- 루프검지기의 VME BUS 동작 상태를 검지기정보 업로드 패

- 검지기보드의 VME BUS 동작 상태를 검지기정보 업로드 패킷

킷을 모니터링 하여 각 채널별 실장유무/단선상태/고장정보

을 모니터링 하여 각 채널별 실장유무/단선상태/고장정보를

를 조회하여 판단한다.

조회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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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능 검사 항목 검사표

부록 2 기능 검사 항목 검사표

5. 부품 호환기능 검사

5. 부품 호환기능 검사

검사기관 실험실 내에 비치된 교통신호기를 기준제어기라 하고 기

검사기관 실험실 내에 비치된 교통신호기를 기준제어기라 하고 기

준 제어기의 부품들을 기준 부품이라고 한다. 검사대상 시료제어

준 제어기의 부품들을 기준 부품이라고 한다. 검사대상 시료제어

기를 대상 제어기라 하고, 그 부품들을 대상 부품이라 한다. 주기

기를 대상 제어기라 하고, 그 부품들을 대상 부품이라 한다. 주기

판과 CPU보드(컨트롤러)는 일체로 보고, 그것과 등기구동장치(LSU)

판과 CPU보드(컨트롤러)는 일체로 보고, 그것과 등기구동장치(LSU)

와 검지기보드(LDU), 점멸기(FLASH)를 각각 교체 장착하여 검사한

와 검지기보드(DETU), 점멸기(FLASH)를 각각 교체 장착하여 검사

다.

한다.

부록 3 표준 규격 안전메뉴얼 / 설치매뉴얼

부록 3 표준 규격 안전메뉴얼 / 설치매뉴얼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설치 시)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설치 시)

반드시 전기공사 면허 소지자 및 설치 전문가가 설치하도록

반드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하십시오. 감전 또는 오동작 및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감전 또는 오동작 및 제
품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록 3 표준 규격 안전메뉴얼 / 유지보수 매뉴얼

부록 3 표준 규격 안전메뉴얼 / 유지보수 매뉴얼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유지보수 시)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유지보수 시)

반드시 전기공사 면허 소지자 및 유지보수 전문가가 작업하도

반드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록 하십시오.

을 갖춘 자가 작업하도록 하십시오.

감전 또는 오동작 및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감전 또는 오동작 및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