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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마트폴 개요

가. 서울시 시민체감 스마트폴이란?

市 전역에 설치된 도시인프라(신호등주·가로등주·보안등주·CCTV지주)에 공공와

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충전, 자율협력주행 등 스마트도

시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도시 인프라로 진화시킨 도시기반시설

그림 1.1 서울시 스마트폴 소개

그림 1.2 스마트폴 표준모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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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배경

정보통신(ICT)기술의 발전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

- 최근 국내․외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키오스크 등에 각종 IoT 센

서, CCTV, 공공와이파이 등을 통합 적용하는 시도가 이어짐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CCTV,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센서 뿐

만 아니라 자율협력주행, 전기충전, 드론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기능의 추가가 예상됨

- 등주․지주 본연의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안전, 복지, 환경, 시민 편의를 개선시키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폴로의 진화가 필요함

도로시설물, 스마트기기의 체계적 시설기준 미비

- 각종 도로시설물 및 스마트기기의 개별 설치로 보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시설물 안전 확보 어려움

- 스마트도시 진화 추세에 맞춰 도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와 기준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폴 표준모델 및 구축운영 지침 수립 필요

그림 1.3 추진배경과 전략

그림 1.4 도로시설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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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방향

1) 스마트폴 표준모델 및 구축운영지침 수립

다양한 도로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폴 표준모델 및 구축운영 지침 활용을

통해 복잡하게 설치된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

관이 공통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을 마련함

등주·지주 본연의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안전(지능형 CCTV), 복지(공공와이파

이), 교통(스마트횡단보도, 자율협력주행), 환경(S-DoT), 시민 편의를 개선시키

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폴 표준모델 수립

그림 1.5 서울시 스마트폴 제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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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수 도래에 따라 교체 또는 신규 구축되는 등주·지주를 복잡한 도로시설물

을 통합 구축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폴로의 전환 구축

을 우선 검토하여 구축비용 절감을 유도함

또한 스마트폴 표준모델 별 스마트기기 설치 권장위치를 제시하여 도시전역에

일관된 모습의 스마트폴 구축을 유도하여 도시미관과 시민 보행편의성을 개선하

며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 수용할 수 있고 새롭게 제시되는 미래 신기술

에 대한 수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스마트기능 수용기준 마련

그림 1.6 스마트폴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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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앞>

<청계천> <서울광장>

그림 1.7 서울시 도시인프라(등주·지주) 스마트화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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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비용 절감

내구연한 도래로 교체 또는 신설되는 등·지주 중 인접한 등·지주는 하나로 통합

구축하고 도시전역 다양한 도로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스마트폴로

전환구축을 추진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함

표 1.1 스마트폴 구축비용 절감효과

   

방안 절 감 효 과

등·지주

통합구축

(스마트기능 제외)

l 등·지주 통합구축에 따른 비용절감

   통합구축 효과 : 450본 통합 (약 43억원)

F 서울시 등·지주 수 : 총 239,610본 (’20년 3월 기준)

  - 교체‧신설 등주‧지주 수 : 연간 약 4,100 ~ 4,900 본

  - 교체‧신설 투입비용 : 연간 약 390 ~ 470억원

F 통합 구축효과(매년) ※ 스마트기능 제외, 교체·신설 4,500본, 430억원 기준

  - 10% 통합 구축 시, 43억원 절감 (430억원 x 10% = 43억원) 

스마트폴

전환구축

l 등·지주 개량사업 연계 스마트폴 전환구축에 따른 비용절감 유도

F 당초 개량사업 비용 + 스마트기능 비용추가 è 스마트폴 전환구축

l 각 등·지주 개별구축 대비, 스마트폴 통합 구축시 12~21%p 구축비용 절감

F 20년 성동구 일대 구축 신호등 스마트폴 구축비용 사례비교

표 1.2 타 지역 구축 스마트폴과 서울시 스마트폴 비교

   

구분 타 스마트폴 서울시 스마트폴

형태
Ÿ 다양한 스마트기능을 통합 수용하는 

다기능 통합지주

Ÿ 도로환경 여건 및 지역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능을 교차·통합 수용

Ÿ 표준모델 및 구축운영지침에 의거한 
체계적인 모델

특징

Ÿ 구축비용 고비용
  ※ 1본 당 4천~1억 소요, 공사비포함
Ÿ 도시전역에 적용불가
  ※ 랜드마크 지역에 일부 설치하는 형태
Ÿ 미래 신기술 수용기준 부재

Ÿ 구축비용 절감
  ※ 1본 당 1천~3천만원 소요, 공사비포함
Ÿ 도시전역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모델
  ※ 신호등·가로등·CCTV 스마트폴 등
Ÿ 미래 신기술 수용기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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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미관 향상 및 기술 수용성 제고

스마트폴 표준모델 별 스마트기기 권장설치 위치기준 마련, 스마트기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기기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및 C-ITS, 5G, 드론,

전기차 충전 등 새롭게 제시되는 스마트도시 기능과 미래 신기술에 대한 수용기

준 제안

표 1.3 기술 수용성 제고방안

   

방안 구축비용 절감효과

도시미관 향상 

기기수용

유연성 제공

l 스마트폴 표준모델 별 스마트기기 권장설치 위치기준 마련

F 스마트기기를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는 방안, 전원·통신 공급방안 제시

l 민간연계·테스트베드 활용방안 제공(스마트폴 별 제공되는 전원·통신선 활용)

<스마트기기 권장설치 위치기준> <스마트기기 교체설치 예시>

미래 신기술

수용성 제고

l 미래 신기술 수용성 제공

F 구조계산서로 확인된 각 스마트폴 별 한계제원을 미래 신기술 수용 

기준으로 활용

l C-ITS, 5G 등이 연계 가능한 스마트폴 표준모델 마련

<5G 연동 가로등 예시> <C-ITS 연동 가로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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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마트폴 개념 및 표준모델

가. 서울시 스마트폴 개념

다양한 형태의 도시인프라(신호등주·가로등주·보안등주·CCTV지주)에 공공와이파

이, IoT,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충전 등 스마트도시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의 경

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

민체감형 도시기반시설

하나의 폴(등주·지주)이 모든 스마트기능을 포괄 수용하는 형태 또는 도로환경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교차수용 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 형태의

스마트도시 지주인프라

그림 1.8 서울시 스마트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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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폴 구축방향

필요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수용·교체할 수 있고(미래기술 수용성 포함)

市 및 산하기관이 공통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을 제공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안전 확보, 운영효율성 향상, 구축비용 절감을 유도

다양한 도로환경 여건에 맞춤형 스마트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와 기준마련내

구연수 도래에 따라 교체 또는 신규 구축되는 등주·지주에 스마트폴 적용 검토

그림 1.9 스마트폴 구축방향 Ⅰ (도시미관·시민안전 확보)

그림 1.10 스마트폴 구축방향 Ⅱ (기술수용성·유연성·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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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폴 표준모델 종류

도시에 시설되어 있는 지주형 인프라(신호지주·가로등주·CCTV지주·보안등주)의

종류 및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도출하여 스마트도시 지주인프라로 진화시킬

수 있는 표준모델 수립

표 1.4 서울시 스마트폴 표준모델 (10종)

  

연번
스마트폴 

종류
세부 표준모델 (10종) 수용기능 적용환경

1

신호등 

스마트폴

신호등 스마트폴 기본형 신호등 + 스마트기능 차도

2
신호등+가로등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가로등 + 스마트기능 차도

3
신호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CCTV + 스마트기능 차도

4
신호등+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가로등 + CCTV + 

스마트기능
차도

5

가로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가로등 + 스마트기능 차도 

6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가로등 + CCTV + 스마트기능 차도

7

CCTV 

스마트폴

CCTV 스마트폴 기본형 CCTV + 스마트기능
차도, 공원,

골목길 

8
CCTV+보안등

통합 스마트폴
CCTV + 보안등 + 스마트기능

공원,

골목길

9
보안등 

스마트폴
보안등 스마트폴 보안등 + 스마트기능

공원,

골목길

10
다기능 

스마트폴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 각종 등‧지주 기능 + 스마트기능

차도, 공원,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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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폴 표준모델 유형

그림 1.11 신호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그림 1.12 가로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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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CCTV지주 스마트폴 표준모델

그림 1.14 보안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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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마트폴 구축사례

서울시 스마트폴은 구축 장소 주변 환경과 도로여건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폴이

모든 스마트기능을 포괄 수용하는 형태로 구축할 수도 있고 또는 각 지주와 스마

트기기의 배치간격, 서비스영역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 기능을 교차 수용하는 형

태로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은 도로상 약 30m 간격마다 설치돼 있고, CCTV, 공공와이파

이 등 스마트기기의 서비스영역은 약 100m 가량이다. 따라서 스마트기기 서비

스 영역에 맞게 인근 가로등에 스마트기능을 배치하는 형태로 스마트폴을 설치하

면, 구축에 따르는 과도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더불어 다양한 시민체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15 스마트기능 교차구축 예시

또한 각 장소별 주변 환경에 따라 맞춤형 기능이 탑재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재 주변에 구축하는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문화재 관람에 도

움이 되도록 문화재 소개, 주변 안내 등의 정보제공 도시안내기능과 무료 공공와

이파이, 지능형CCTV 등 꼭 필요한 스마트기능 만을 지주별로 교차 탑재하도록

구축한다.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공공와이파이와 지능형 CCTV가 집중

배치되도록 스마트폴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고, 시민체감

형 사이니지 기능을 탑재해 평소에는 도시안내 기능 제공,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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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프로포즈 등 기념일 이벤트 서비스 기능도 제공하여 시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16 스마트기능 통합 구축 (서울광장)

그림 1.17 스마트기능 교차 구축 (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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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마트폴 연동 스마트도시서비스

가. 스마트폴 연동 스마트기능

스마트폴을 통해 제공되는 스마트 기능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S-DoT센서(Smart Seoul Data of Things, 17종 IoT 복합센서), 스마트횡단

보도,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전기충전, 사물인터넷, 스마트가로등, 스

마트보안등, 시민체감 디스플레이, 도시안내 기능 등이 있으며, 향후 드론, 주차 등

새롭게 등장하는 미래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각각의 스마트기능은 ‘나. 스마트도시서비스 연동방안’ 기준을 통해 개별 스마트관제

시스템으로 연동·구축하며, 개별 시스템으로 수집된 다양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6S

플랫폼을 통해 연계·분석하여 데이터기반 도시현상 및 문제점 확인, 시민체감 서비

스 발굴·확대, 스마트도시 정책 마련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

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

그림 1.18 서울시 스마트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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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도시서비스 연동방안

스마트폴에 설치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능은 표 1.5를 기준으로 연동

하도록 구축한다.

표 1.5 스마트기능 연동방안

  

연번 스마트기능 연동 방법

1 통신망

유선통신망은 서울특별시 자가통신망(S-Net)과 연동구축하며

무선통신망은 구축되는 대상지 또는 시설물 관할 담당부서의 

관제시스템과 연동구축

2
CCTV 및 비상벨

또는 영상비상벨

구축되는 대상지 또는 시설물 관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구축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와 통합연동)

3 공공와이파이 구축되는 대상지 관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제센터와 연동구축

4 S-DoT
서울시 IoT 도시데이터시스템 또는 S-DoT 운영시스템과

연동구축

5
사물인터넷

(자치구 센서, 비콘 등)

구축되는 대상지 관할 IoT 관제시스템 또는 서울시 IoT 

도시데이터시스템, S-DoT 운영시스템과 연동구축

6 스마트횡단보도 구축되는 대상지 관할 스마트횡단보도 운영부서와 협의구축

7 LED 가로등, 보안등 구축되는 대상지 관할 가로등·보안등 관제시스템에 연동구축

8 C-ITS 서울시 C-ITS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구축

9
안심이 연동

IoT 비콘

구축되는 대상지 관할 담당부서 및 서울시 안심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구축

10 도시안내(QR)
구축되는 대상지 관할 스마트도시 담당부서 또는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과 협의하여 구축

11 시민체감 사이니지 구축되는 대상지 관할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구축

12 기타
드론, 주차, 전기충전 등의 기능과 새롭게 구축되는 기능은 

구축 대상지 관할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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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사례

1) S-DoT(서울시 복합 IoT센서)

S-DoT(Smart Seoul Data of Things)는 다양한 도시현상을 확인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IoT 도시데이터 센서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일산화

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암모니아, 황화수소, 오존, 흑구온도 17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울시 자체제작 복합센서이다.

S-DoT는 기 운영 중인 서울시 도시데이터센서(S-DoT) 운영시스템과 연동하도록

구축한다. 수집된 S-DoT 데이터는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도시데이터와 융

합하여 도시현상 확인, 개선 및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의 자료로 활용된다.

그림 1.19 S-DoT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그림 1.20 S-DoT 데이터(미세먼지)와 교통데이터 융합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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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안내(QR)

도시안내 서비스는 스마트폴이 구축된 주변 문화재, 산책길, 명소 등의 소개 및

사진, 음성, 홈페이지 연결 기능 등을 제공한다. 시민은 스마트폴 하단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도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안내 QR코드는 도시안내를 위해 운용중인 스마트서울맵 시스템과 연동하도

록 구축한다.

그림 1.21 스마트폴 도시안내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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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체감 사이니지 서비스

시민체감 사이니지 서비스는 스마트폴에 부착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통해 평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 복지를 위한 공공정보를 전달하

거나 또는 행위, 사물인식 맞춤형 정보제공, 시민의 예약요청에 따라 생일축하,

프로포즈 등 특별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서비스이다.

시민체감 사이니지 구축은 스마트폴 구축대상지 시스템과 연동하도록 구축한다.

그림 1.22 시민체감 사이니지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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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무선충전

스마트폰 무선충전 서비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구축되는 스마트폴에 부가

설치되어 시민에게 간편하게 스마트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다.

무선충전을 위한 부가시설은 대상지 관할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구축한다.

그림 1.23 스마트폰 무선충전 서비스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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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심이 연동 IoT 비콘

안심이앱 연동 IoT 비콘은 골목길, 산책길 등 이면도로에 구축되는 스마트폴에

주로 설치되어 시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이앱을 구동하는 시민이 도움

을 요청할 경우 GPS 기능만으로 동작할 때 보다 더욱 정확한 위치를 관제센터

에 전송할 수 있어 위기 상황 시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

어 가로등·보안등 등의 시설물이 정상 동작 중인지 여부를 원격지 관제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안심이 연동 IoT 비콘은 안심이 동작을 위해 운용중인 안심 시스템과 연동하도

록 구축하며, 시설물 정상 동작 확인 및 원격 제어 기능은 스마트폴 구축대상지

관제시스템과 연동하도록 구축한다.

그림 1.24 안심이 연동 IoT 비콘 서비스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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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 비상벨

영상비상벨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폴(골목길, 산책길 등 이면도

로에 구축되는 스마트폴)에 설치되어 시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

한 시민이 비상벨을 누를 경우 IP 카메라를 통해 구축대상지 관제센터와 실시간

화상통화 연결이 가능하다.

영상비상벨은 스마트폴 구축대상지 관제센터와 연동하도록 구축한다.

그림 1.25 영상비상벨 연동 안전서비스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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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간 기업 서비스 연계

스마트폴에 기본으로 포설·제공되는 전원, 통신선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의 신제품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폴 구축 지역에 스트리트 랩(street

lab) 실증환경 제공이 가능하므로 민간기업 요청 시 적극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를 권고한다. 민간기업의 제품은 스마트폴에 설치된 함체 또는 각 스마트폴 표준

모델에서 확인된 스마트기기 위치별 한계제원을 기준으로 설치될 수 있다.

실증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은 구축된 스마트폴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전기통신기

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서(KC)를 필한 제품에 대해 연계구축

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급적 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민간기업 제품 실증 및 서비스 연계는 스마트폴이 구축되는 대상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원·구축한다.

그림 1.26 민간 서비스 실증 구축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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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지침

가. 목적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의 체계적인 스마트폴 구축을 도모하고 도시전

역에 공통된 형태의 스마트폴을 안전하게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스마

트도시 기능을 교차 또는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폴로 다채로운 시민체감 서비스

제공, 지역 특화 서비스 마련하고 도시미관 개선하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

로 활용한다.

시민안전과 복지, 보행자 편의와 도시경관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인프라

(신호등주·가로등지주·CCTV지주·보안등주)와 스마트기능(CCTV, 공공와이파이

등), 도로안내판 통합설치를 고려한다. 내구연수 도래에 따라 교체 또는 신규 구

축되는 등주·지주에 스마트폴 구축을 우선 검토한다.

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스마트폴에 대해 전반적인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정의하기 위함이다. 스마트폴의 제작·구매·구축·운영은

본 지침과 아래의 지침 내용을 따르며, 적용 우선순위는 조례에 있고 지침 별 상

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유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교통신호기공사 지침서 (신호지주, 통합지주, 신호등 스마트폴)

- 가로등공사 지침서 (가로등, 스마트가로등, 가로등 스마트폴)

- CCTV 설치공사 지침서 (CCTV지주, CCTV 스마트폴)

- 보안등 설치공사 지침서 (보안등, 스마트보안등, 보안등 스마트폴)

-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신호지주, 통합지주, 신호등 스마트폴)

-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 서울특별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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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폴 구축 검토사항

스마트폴 구축 계획 수립 시 그림 2.1 스마트폴 구축계획 수립절차 및 표 2.1

스마트폴 구축계획 수립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구축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 환

경에 최적화된 스마트폴 구축방안을 수립한다.

표 2.1 스마트폴 구축계획 수립 고려사항

   

연번 단계 고려사항

1 구축기획
- 스마트폴 구축계획 초안수립

- 스마트폴에 포함할 스마트기기 및 지주기능 검토

2 대상지 검토

- 내구연수 도래에 따른 등·지주 교체 또는 신규 구축 장소를

  스마트폴 구축대상지로 우선 검토

- 적합한 스마트폴 구축방안 검토(통합구축 또는 교차구축 여부)

3 현장조사

- 검토 대상지 현장방문 조사 (구축 가능여부 현장 확인)

- 통합이 필요한 시설물 존재여부 확인 (예시: 도로안내판 등)

- 주변여건 및 도로환경 확인

4 유관부서 협의
- 등·지주 및 스마트기기 담당부서와 협의진행

- 시설물 통합방안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의진행

5
대상지선정

구축계획 수립

- 스마트폴 구축 대상지 확정, 시설물 통합 구축방안 마련

- 대상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폴 구축계획 수립

   
그림 2.1 스마트폴 구축계획 수립절차

   

그림 2.2 시설물 통합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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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폴 구축 계획은 표 2.2의 주관부서 또는 운영 및 유지관리 부서에서 사업

추진필요에 따라 계획수립을 주관할 수 있다. 스마트폴은 다양한 시설물과 스마

트 기능이 복합 구축되어야 하므로 유관부서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로 요구된다.

스마트폴 구축계획 수립부서는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

보행편의 개선, 운영효율성 제고,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

안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폴에 설치되는 스마트기기와 함체·밴드 등 부

착물은 지주 색상과 동일한 색상 사용을 권고한다.

표 2.2 스마트폴 표준모델 별 운영·유지관리 권고(안)

   

연번
스마트폴 

종류
(기준 등·지주)

세부 표준모델(10종) 수용기능
주관부서

(등·지주)

운영 및 

유지관리부서

(등·지주 및 

스마트기능)

1

신호등 

스마트폴

신호등 스마트폴 

기본형
신호등 + 스마트기능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2
신호등+가로등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가로등 + 

스마트기능

3
신호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CCTV + 

스마트기능

4
신호등+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가로등 + CCTV 

+ 스마트기능

5
가로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가로등 + 스마트기능 도로관리과,

구청 가로등

관리부서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구청6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가로등 + CCTV + 

스마트기능

7
CCTV 

스마트폴

CCTV 스마트폴 기본형 CCTV + 스마트기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구청CCTV

관리부서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구청8
CCTV+보안등

통합 스마트폴

CCTV + 보안등 + 

스마트기능

9
보안등 

스마트폴
보안등 스마트폴 보안등 + 스마트기능

구청보안등

담당부서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구청

10
다기능 

스마트폴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

각종 등‧지주 기능 + 

스마트기능

지주 

관리부서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구청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기준 확대적용

** 스마트기기 종류 : CCTV, 공공와이파이, IoT, C-ITS,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충전, 미래기술 등



32

2.2 신호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지침

가. 구축지침

도시전역에 공통된 형태의 신호등 스마트폴을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림 2.3

에 표시된 Zone 구축·설치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 및「전력기술관리

법」제10조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을 참고하여 스마트폴을 구축·설치한다. 단,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제작설치기준 기반 구조계산을 완료한 스마트폴 외의 스마트폴을 구축하려는 경

우 사용이유와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ZONE(1, 2, 3)에는 1개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부착하여 동작시킬 수 있도

록 전원선과 통신선을 필수로 시설하며 추가기기를 연동시킬 수 있는 여유분 확

보를 권고한다.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PoE(Power of Ethernet, IEEE802.3af, at)방식 사용을 권고하며 추가되는

스마트기기가 PoE방식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전원선과 통신선을 개별 포설한다.

그림 2.3 신호등 스마트폴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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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스마트폴 구축 시 교통신호용도 배선은 반드시 가로등용도 배선 및 스마

트기기 용도 배선과 분리 배선해야 하며, 가로등용도 배선과 스마트기기 용도 배

선도 분리 배선을 권고한다. 신호등 스마트폴 내 배선은 각 용도 별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며 통신선로는 전력선 영향이 없도록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신호등 스마트폴에 연결되는 인입배관은 시설 상호간 전기적·물리적 간섭방지를

위하여 용도별(통신, 신호, 가로등 등)로 배관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분리

시 용도별 배관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함을 권고한다.

신호등 스마트폴 설치로 인하여 신호등 위치가 변경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등 설

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따라 심의

를 득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등) 설치시는 경찰청의 신호

기 및 안전표지 등 관리매뉴얼 및 시설별 표준지침, 공사지침서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스마트기기에 상시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설치는 지양함)

- 스마트기기용 별도 수전선로 구축

Ÿ 신호등 스마트폴이 단독 설치되는 경우 스마트기기용 상시전원 공급을 위한 별도

의 수전선로를 구축 또는 확보해야 한다.

Ÿ 이를 위해 필요시 한전에 별도의 수전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

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수행해야한다.

- 분전반 통합형 가로등 스마트폴 연계구축

Ÿ 신호등 스마트폴 인근에 분전반 통합형 가로등 스마트폴이 구축되는 경우 별도의 

배관·배선을 구성하여 신호등 스마트폴의 스마트기기용 상시전원을 제공한다.

Ÿ 이를 위해 한전에 별도의 수전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전 점

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수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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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다음은 신호등 스마트폴 실제 구축사례를 설명하는 사항이며 스마트폴에 설치하

는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을 명시하였다. 신호등 스마트폴 구축 시 이

에 기준하여 스마트기기를 신규추가·교체 구축하여야 하며 새롭게 제시되는 미래

ICT 기기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표 2.3  신호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사례

   

연번 구축장소 세부 종류 수용기능

1 서울광장
신호등+가로등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가로등+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공공와이파이

+유동인구센서+IoT비콘+도시안내(QR)

2 성동구청 앞
신호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가로등+CCTV+비상벨+바닥형신호등+집중조명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IoT과속방지시스템

+공공와이파이+로고젝터+IoT비콘+도시안내(QR)

3
성동구

젊음의 거리

신호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가로등+CCTV+비상벨+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공공와이파이+S-DoT+IoT비콘+도시안내(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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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광장 신호등 스마트폴 (신호등3개+표지판3개+스마트기능)

다음은 서울광장에 구축한 신호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

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

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318.5 * 8.5m(매립0.4m)+3.9m(Arm 2m), 부착대 13m

- 기초 규격 : 1400 x 1400 x 2000

그림 2.4 신호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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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동구청 앞 신호등 스마트폴 (신호등1개+표지판3개+스마트기능)

다음은 성동구청 앞 구축한 신호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

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

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267.4 * 8.5m(매립0.4m)+0.9m(2등용Arm 2m*2개), 부착대 9m

- 기초 규격 : 1200 x 1200 x 1800

그림 2.5 신호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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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동구 젊음의 거리 신호등 스마트폴 (신호등2개+표지판3개+스마트기능)

다음은 성동구 젊음의 거리 일대에 구축한 신호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267.4 * 8.5m(매립0.4m)+0.9m(2등용Arm 2m), 부착대 5m+6m

- 기초 규격 : 1200 x 1200 x 1800

그림 2.6 신호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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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검토 관련사항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에 명시한 신호등 스마트폴은 그림 2.7에

서 사례로 소개하는 구조계산서에 기준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스마트폴이다.

본 지침에서 소개한 사례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제작설치기준

기반 구조계산을 완료한 스마트폴 외의 신호등 스마트폴을 설계·구축할 경우 구

조검토를 진행하고 설계도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검토 시 기본풍속(40m/s)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일반구조용 탄소강관”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신호등 부착방법은 보호금구를 판

볼트 부착방식으로 고정하며, 부착대 연결부위는 부식에 취약한 부위이므로 보강

링을 끼워 보강하는 방법 등을 적용해야 하며(단순 용접 지양) 지주에 압버튼 등

버튼 부착 시에는 판볼트 부착방식 적용해야 하고 지주 기초는 지중에 매입되는

부식에 취약한 부위이므로 동일재질로 덧씌우는 등의 부식방지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그림 2.7 신호등 스마트폴 구조검토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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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로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지침

가. 구축지침

도시전역에 공통된 형태의 가로등 스마트폴을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림 2.8

에 표시된 Zone 구축·설치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 및「전력기술관리

법」제10조의 기술기준을 준수하며,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을 참

고하여 스마트폴을 설치한다. 가로등 스마트폴은 구축 대상지에 사용되고 있는

가로등주 규격을 기준으로 제작·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단, 본 지침외의 가로등

스마트폴을 구축할 경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ZONE(1, 2, 3)에는 1개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부착하여 동작시킬 수 있도

록 전원선과 통신선을 필수로 시설하며 추가기기를 연동시킬 수 있는 여유분 확

보를 권고한다.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PoE(Power of Ethernet, IEEE802.3af, at)방식 사용을 권고하며 설치하는

스마트기기가 PoE방식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전원선과 통신선을 개별 포설한다.

그림 2.8 가로등 스마트폴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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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스마트폴 구축 시 가로등용도 배선은 스마트기기 용도 배선과 분리 배선

을 권고한다. 가로등 스마트폴 내 배선은 각 용도 별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며 통신선로는 전력선 영향이 없도록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가로등 스마트폴

에 연결되는 인입배관은 시설 상호간 전기적·물리적 간섭방지를 위하여 용도별

(통신, 신호, 가로등 등)로 배관을 분리하여 설치함을 권고한다.

스마트기기에 상시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설치는 지양함)

- 서울시 스마트가로등 개량사업과 연동 구축 (상시전력 제공가능)

Ÿ 스마트가로등 개량사업에서 제공되는 별도의 전력선로를 이용하여 스마트기기용 

상시전원 제공 (분전반에 스마트기기용 별도 계량기 구축 권고)

- 분전반 통합형 가로등 스마트폴 구축

Ÿ 분전반 통합형 가로등 스마트폴 구축을 통해 스마트기기용 상시전원 제공

Ÿ 이를 위해 한전에 별도의 수전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전 점

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수행해야한다.

Ÿ 여러 개의 스마트폴이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분전반 통합형 가로등 스마트폴로부

터 주변 스마트폴로 상시전원을 공급하고 계량기는 분전반에 설치를 권고한다.

그림 2.9 분전반 통합형 스마트폴 분리배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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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다음은 가로등 스마트폴 실제 구축사례를 설명하는 사항이며 스마트폴에 설치하

는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을 명시하였다. 가로등 스마트폴 구축 시 이

에 기준하여 스마트기기를 신규추가·교체 구축하여야 하며 새롭게 제시되는 미래

ICT 기기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표 2.4  가로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사례

   

연번 구축장소 세부 종류 수용기능

1
청계천
(3본)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가로등+CCTV+비상벨+공공와이파이+S-DoT+IoT비콘

+유동인구센서+도시안내(QR)

2 서울광장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분전반통합형가로등+CCTV+비상벨+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폰무선충전+IoT비콘+도시안내(QR)

3
서울광장

(2본)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기능 교차구축)

가로등+S-DoT+유동인구센서+IoT비콘+도시안내(QR)

가로등+공공와이파이+IoT비콘+도시안내(QR)

4
숭례문
(2본)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가로등+CCTV+비상벨+IoT비콘+도시안내(QR)

5
숭례문
(5본)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기능 교차구축)

분전반통합형가로등+S-DoT+유동인구센서+도시안내(QR)

가로등+공공와이파이+IoT비콘+도시안내(QR)

가로등+S-DoT+유동인구센서+IoT비콘+도시안내(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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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계천 가로등 스마트폴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다음은 종로구 청계1가 청계천변에 구축한 가로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

을 명시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

다.

- 지주 규격 : 원형테이퍼폴(상단∅110,하단∅220), 9.3m(매립0.3m), Arm 1.5m

- 기초 규격 : 2000 x 2000 x 400

그림 2.10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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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광장 가로등 스마트폴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분전반일체형)

다음은 서울광장에 구축한 가로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

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

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테이퍼폴(상단∅110,하단∅220), 10m, Arm 2m

              분전반 2.4m(매립0.4m)

- 기초 규격 : 상부(800x800) x 하부(2000x2000) x 1200

그림 2.11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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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광장 가로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다음은 서울광장에 구축한 가로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

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

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테이퍼폴(상단∅110,하단∅220), 12.3m(매립0.3m), Arm 2m

- 기초 규격 : 상부(500x500) x 하부(1000x750) x 1200

그림 2.12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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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숭례문 가로등 스마트폴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다음은 숭례문 일대에 구축한 가로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

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

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폴 ∅216.3 , 10.3m(매립0.3m), Arm 2m

- 기초 규격 : 상부(500x500) x 하부(1000x750) x 1000

그림 2.13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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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C-ITS 융합)

다음은 일반 9M 가로등주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딥러닝 영상검

지기를 연동 구축한 가로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이

는 실물 구축한 것은 아니며 현재 신호지주에만 설치되는 C-ITS 기기의 확장성

및 미래기술 수용성을 제시하기 위한 구조안전성 검토 모델이다. 도로여건 필요

에 따라 가로등주에 C-ITS 기기가 연동 구축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

축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추가·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테이퍼폴(상단∅110,하단∅220), 9.3m(매립0.3m), Arm 1.5m

- 기초 규격 : 상부(600x600) x 하부(1400x1000) x 1500

그림 2.14 C-ITS 융합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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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5G 이동통신 융합)

다음은 일반 9M 가로등주에 5G 이동통신용 3.5GHz MMU(Massive MIMO)

장비를 연동 구축한 가로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이

는 실물 구축한 것은 아니며 5G MMU 장비 연계 구축 시의 안전성 및 수용 가

능성을 확인·제시하기 위한 구조안전성 검토 모델이다. 도로여건 필요에 따라 가

로등주에 5G MMU 장비가 연동 구축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축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추가·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

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AC/DC 변환장치 별도설치)

- 지주 규격 : 원형테이퍼폴(상단∅110,하단∅220), 9.3m(매립0.3m), Arm 1.5m

- 기초 규격 : 상부(600x600) x 하부(1200x900) x 1400

그림 2.15 5G 융합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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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5G 이동통신 융합)

다음은 일반 9M 가로등주에 5G 이동통신용 28GHz AU(Access Unit)장비를

연동 구축한 가로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이는 실물

구축한 것은 아니며 5G AU 장비 연계 구축 시의 안전성 및 수용 가능성을 확

인·제시하기 위한 구조안전성 검토 모델이다. 도로여건 필요에 따라 가로등주에

5G AU 장비가 연동 구축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축될 수 있다. 필요

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추가·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테이퍼폴(상단∅110,하단∅220), 9.3m(매립0.3m), Arm 1.5m

- 기초 규격 : 상부(600x600) x 하부(1200x900) x 1400

그림 2.16 5G 융합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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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기존 가로등+스마트기능)

다음은 기존 도로에 많이 시설되어 있는 9M 가로등주에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

능을 부착하는 경우를 위한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이는 실물 구축

한 것은 아니며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용기준·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

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

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테이퍼폴(상단∅110,하단∅220), 9.3m(매립0.3m), Arm 1.5m

- 기초 규격 : 상부(600x600) x 하부(1200x900) x 1400

그림 2.17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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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기존 가로등+스마트기능)

다음은 기존 도로에 많이 시설되어 있는 12M 가로등주에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

능을 부착하는 경우를 위한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이는 실물 구축

한 것은 아니며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용기준·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

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

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테이퍼폴(상단∅110,하단∅220), 12.3m(매립0.3m), Arm 2m

- 기초 규격 : 상부(800x800) x 하부(1400x1100) x 1500

그림 2.18 가로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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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검토 관련사항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에 명시한 가로등 스마트폴은 그림 2.19

에서 사례로 소개하는 구조계산서에 기준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스마트폴이

다. 본 지침에서 소개한 사례 외의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계·구축할 경우 구조검

토를 진행하고 설계도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검토 시 기본풍속

(60m/s)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2.19 가로등 스마트폴 구조검토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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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CTV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지침

가. 구축지침

도시전역에 공통된 형태의 CCTV 스마트폴을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림

2.20에 표시된 Zone 구축·설치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 및「전력기

술관리법」제10조의 기술기준을 준수하며,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

준’을 참고하여 스마트폴을 설치한다. CCTV 스마트폴은 구축 대상지에 사용되고

있는 CCTV지주 규격을 기준으로 제작·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단, 본 지침외의

CCTV 스마트폴을 구축할 경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각 ZONE(1, 2, 3)에는 1개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부착하여 동작시킬 수 있도

록 전원선과 통신선을 필수로 시설하며 추가기기를 연동시킬 수 있는 여유분 확

보를 권고한다.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PoE(Power of Ethernet, IEEE802.3af, at)방식 사용을 권고하며 설치하는

스마트기기가 PoE방식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전원선과 통신선을 개별 포설한다.

그림 2.20 CCTV 스마트폴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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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스마트폴 구축 시 시민안전을 위한 보안등을 함께 구축할 수 있다.

CCTV 스마트폴 내 배선은 각 용도 별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며 통신선

로는 전력선 영향이 없도록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필요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하

는 경우, 외부설치는 지양한다.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다음은 CCTV 스마트폴 실제 구축사례를 설명하는 사항이며 스마트폴에 설치하

는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을 명시하였다. CCTV 스마트폴 구축 시 이

에 기준하여 스마트기기를 신규추가·교체 구축하여야 하며 새롭게 제시되는 미래

ICT 기기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표 2.5  CCTV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사례

   

연번 구축장소 세부 종류 수용기능

1
성동구

젊음의 거리

CCTV+보안등

통합 스마트폴
CCTV+보안등+비상벨+S-DoT+IoT비콘+도시안내(QR)

2
송정제방길

일대
(2본)

CCTV+보안등

통합 스마트폴
(기능 교차구축)

CCTV+보안등+비상벨+공공와이파이+IoT비콘

+LED안내판+도시안내(QR)

CCTV+보안등+비상벨+공공와이파이+S-DoT+로고젝터

+IoT비콘+도시안내(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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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동구 왕십리 CCTV 스마트폴 (CCTV+보안등 통합 스마트폴)

다음은 성동구 왕십리 일대에 구축한 CCTV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

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

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폴 ∅152.4, 6m(매립200), CCTV Arm 4.2m, 보안등 Arm 1m

- 기초 규격 : 상부(700x600) x 하부(1000x800) x 1200

그림 2.21 CCTV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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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천 송정제방길 CCTV 스마트폴 (CCTV+보안등 통합 스마트폴)

다음은 중랑천 송정제방길 일대에 구축한 CCTV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폴 ∅152.4, 5.2m(매립200), CCTV Arm 3m, 보안등 Arm 1m

- 기초 규격 : 상부(600x600) x 하부(1000x700) x 1000

그림 2.22 CCTV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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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 스마트폴 기본형 (기존 CCTV+스마트기능)

다음은 기존에 많이 시설되어 있는 5M CCTV지주에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능을

부착하는 경우를 위한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이는 실물 구축한 것

은 아니며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용기

준·한계제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

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

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폴 ∅152.4, 6m, CCTV Arm 3m, 보안등 Arm 1m

- 기초 규격 : 상부(600x600) x 하부(1000x800) x 1200 (60m/s 기준)

상부(600x600) x 하부(1000x800) x 1000 (30m/s 기준)

그림 2.23 CCTV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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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검토 관련사항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에 명시한 CCTV 스마트폴은 그림 2.24

에서 사례로 소개하는 구조계산서에 기준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스마트폴이

다. 본 지침에서 소개한 사례 외의 CCTV 스마트폴을 설계·구축할 경우 구조검

토를 진행하고 설계도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2.24 CCTV 스마트폴 구조검토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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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안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지침

가. 구축지침

도시전역에 공통된 형태의 보안등 스마트폴을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림

2.25에 표시된 Zone 구축·설치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 및「전력기

술관리법」제10조의 기술기준을 준수하며,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

준’을 참고하여 스마트폴을 설치한다. 보안등 스마트폴은 구축 대상지에 사용되고

있는 보안등주 규격을 기준으로 제작·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단, 본 지침외의 보

안등 스마트폴을 구축할 경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ZONE(1, 2, 3)에는 1개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부착하여 동작시킬 수 있도

록 전원선과 통신선을 필수로 시설하며 추가기기를 연동시킬 수 있는 여유분 확

보를 권고한다.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PoE(Power of Ethernet, IEEE802.3af, at)방식 사용을 권고하며 설치하는

스마트기기가 PoE방식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전원선과 통신선을 개별 포설한다.

그림 2.25 보안등 스마트폴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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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스마트폴 내 배선은 각 용도 별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며 통신선

로는 전력선 영향이 없도록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보안등 스마트폴에 연결되는

인입배관은 시설 상호간 전기적·물리적 간섭방지를 위하여 용도별(통신, 신호,

가로등 등)로 배관을 분리하여 설치함을 권고한다.

보안등 스마트폴에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용 유선통신선로 및 별도 상시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설치는 지양함)

- CCTV 스마트폴 또는 CCTV 지주와 연계구축

Ÿ 보안등 스마트폴 인근에 CCTV 스마트폴이 구축되거나 CCTV 지주가 있는 경우 별

도의 배관·배선을 구성하여 스마트기기용 통신선로 또는 상시전원을 제공한다.

- 무선통신 기반 스마트폴 구축

Ÿ 유선통신 선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스마트기기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IoT 기기 설치를 검토한다.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다음은 보안등 스마트폴 실제 구축사례를 설명하는 사항이며 스마트폴에 설치하

는 스마트기기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을 명시하였다. 보안등 스마트폴 구축 시 이

에 기준하여 스마트기기를 신규추가·교체 구축하여야 하며 새롭게 제시되는 미래

ICT 기기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표 2.6  보안등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사례

   

연번 구축장소 세부 종류 수용기능

1
송정제방길

일대
(6본)

보안등 스마트폴
(기능 교차구축)

보안등+영상비상벨+스마트폰무선충전+공공와이파이

+IoT비콘+도시안내(QR)

보안등+영상비상벨+공공와이파이+IoT비콘+도시안내(QR)

보안등+영상비상벨+S-DoT+IoT비콘+도시안내(QR)

보안등+영상비상벨+IoT비콘+도시안내(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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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랑천 송정제방길 스마트폴 Ⅰ

다음은 중랑천변 송정제방길에 구축한 또 다른 보안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

원을 명시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

다.

- 지주 규격 : 원형폴 ∅152.4, 5.2m(매립200), 보안등 Arm 1m

- 기초 규격 : 상부(500x500) x 하부(900x700) x 900

그림 2.26 보안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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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천 송정제방길 보안등 스마트폴 Ⅱ (영상비상벨 포함)

다음은 중랑천변 송정제방길에 구축한 보안등 스마트폴의 규격과 한계제원을 명

시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

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폴 ∅152.4, 5.2m(매립200), 보안등 Arm 1m

- 기초 규격 : 상부(500x500) x 하부(900x700) x 900

그림 2.27 보안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Ⅱ)



62

3) 보안등 스마트폴 (기존 보안등+스마트기능)

다음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보안등주에 스마트기능을 부착하는 경우에 대해 구

조검토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용기준·한계제원을 명시

한 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해야 하거나 새로운 미래 ICT 기술

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에 명시한 한계제원을 참고하여 구현·설치한다.

- 지주 규격 : 원형폴 ∅165, 5.2m(매립200), 보안등 Arm 0.5m

- 기초 규격 : 상부(600x600) x 하부(1000x800) x 1000 (60m/s 기준)

상부(400x400) x 하부(800x600) x 1000 (30m/s 기준)

그림 2.28 보안등 스마트폴 수용기준 및 한계제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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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검토 관련사항

‘나. 구축사례 및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에 명시한 보안등 스마트폴은 그림 2.29

에서 사례로 소개하는 구조계산서에 기준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스마트폴이

다. 본 지침에서 소개한 사례 외의 보안등 스마트폴을 설계·구축할 경우 구조검

토를 진행하고 설계도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2.29 보안등 스마트폴 구조검토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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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지침

가. 구축지침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은 다른 스마트폴 표준모델(신호등·가로등·CCTV·보안등 스

마트폴)과 달리 도시전역에 공통된 형태로 구축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부서

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원·명소 등의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다만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구축해야 하며 가급적 등·지주의 기능과

스마트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구축사례

표 2.7 및 그림 2.30은 2020년 시민체감 스마트폴 시범사업에서 구축한 다기

능 통합 스마트폴 모델로 수용기능과 제원에 대해 명시한 사항이다. 친환경 에너

지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평상시에는 도시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시민들

의 요청에 따라 생일축하·프로포즈 등 이벤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민체감 사이

니지, 고품질 무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온도·습도·미

세먼지 등 10여종의 센서를 탑재하여 다양한 도시현상을 확인하고 시민체감 서

비스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S-DoT, IoT 비콘 등이 탑재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표 2.7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사례

   

연번 구축장소 세부 종류 수용기능

1

왕십리역

6번 출구

쌈지공원

(1본)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

보행등+시민체감 사이니지+풍력발전+공공와이파이

+S-DoT+IoT비콘+도시안내(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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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 규격 : 사각폴 ∅152.4, 7.5m, 보행등 Arm 1m

- 기초 규격 : 상부(600x600) x 하부(1400x1400) x 1600

그림 2.30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 [(주)가보테크 제작1)]

1) 2020년 시민체감 스마트폴 시범사업 용역 수행사



66



제3장 스마트폴 운영·유지관리 지침

3.1 스마트폴 운영지침

3.2 스마트폴 유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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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스마트폴 운영지침

가. 일반지침

스마트폴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인프라(신호등주·가로등주·보안등주·CCTV지주)에

공공와이파이, IoT,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충전 등 스마트도시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스마트도시의 핵심기반시설이다. 다양한 시설물과 스마트 기능이 복합 구

축되는 스마트폴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관부서 간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로 요구된다.

스마트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표 3.1 내용을 기준으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

리를 권고한다. 각 표준모델 별 스마트폴 등주·지주의 운영과 유지관리는 기준이

되는 등주·지주 관리부서가 수행하며 등주·지주에 부착되는 스마트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각 스마트기기의 관리부서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서

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기준 확대적용)

- 기준이 되는 등주·지주 종류 : 신호지주·가로등주·CCTV지주·보안등주

- 운영·유지관리 기준 예시 (신호등+가로등+CCTV+스마트기능)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 가로등은 구청, CCTV 및 각종 스마트기능은 해당기기 

설치·관리부서가 수행함

각종 스마트기기를 등주·지주(신호지주·가로등주·보안등주·CCTV지주)에 설치·활

용함으로 인해 등주·지주 본연의 기능과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스

마트기기의 관리부서는 스마트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스마트기기를 신규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등주·지주의 관리부서

및 스마트기기의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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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스마트폴 표준모델 별 운영·유지관리 권고(안)

   

연번
스마트폴 

종류
(기준 등·지주)

세부 표준모델(10종) 수용기능
주관부서

(등·지주)

운영 및 

유지관리부서

(등·지주 및 

스마트기능)

1

신호등 

스마트폴

신호등 스마트폴 

기본형
신호등 + 스마트기능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2
신호등+가로등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가로등 + 

스마트기능

3
신호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CCTV + 

스마트기능

4
신호등+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신호등 + 가로등 + CCTV 

+ 스마트기능

5

가로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가로등 + 스마트기능

도로관리과,

구청 가로등

관리부서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구청
6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가로등 + CCTV + 

스마트기능

7

CCTV 

스마트폴

CCTV 스마트폴 기본형 CCTV + 스마트기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구청CCTV

관리부서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구청
8

CCTV+보안등

통합 스마트폴

CCTV + 보안등 + 

스마트기능

9
보안등 

스마트폴
보안등 스마트폴 보안등 + 스마트기능

구청보안등

담당부서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구청

10
다기능 

스마트폴
다기능 통합 스마트폴

각종 등‧지주 기능 + 

스마트기능

지주 

관리부서

스마트기기

관리부서,

구청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기준 확대적용

** 스마트기기 종류 : CCTV, 공공와이파이, IoT, C-ITS,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충전, 미래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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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폴 이력카드 작성

스마트폴 구축 완료 시 향후 스마트폴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

식 1의 스마트폴 구축·운영 이력카드를 작성한다. 이력카드는 스마트폴 구축 주

관부서와 구축 유관부서, 준공일, 주소, 각 부속시설물 별 운영·유지관리 부서 및

연락처 등을 기입한다. 이력카드 관리를 통해 향후 시설물 이설, 기기 교체작업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스마트폴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은 가급적 시설물별 관리카드를 기기에 부착하여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그림 3.1 스마트폴 부속시설물별 관리카드 사용 예시

다. 스마트폴 함체 열쇠 관리

스마트폴 구축 완료 시 서식 1 스마트폴 구축·운영 이력카드를 작성하며 함체열

쇠 관리부서를 명시한다. 함체열쇠 관리부서는 CCTV 스마트폴은 CCTV 담당부

서가 관리할 것을 권고하며 신호등·가로등·보안등 스마트폴의 경우 각 스마트폴

별로 수용되는 핵심 스마트기능의 운영 및 유지관리부서가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표 3.1 스마트폴 표준모델 별 운영·유지관리 권고(안) 참고]. 함체열쇠 관리부

서의 지정은 스마트폴에 설치되는 스마트기능 구현 유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선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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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금 관리·납부·정산 방안

1) 전기료 정산방안

등주·지주 및 다양한 스마트기능이 복합 구축되는 스마트폴은 각각의 등기구 및

스마트기기 사용에 의한 전기료가 발생한다. 스마트폴의 전기요금 관리·납부·정

산은 각각의 등기구(가로등·신호등·보안등)의 경우 해당 관리부서의 기존 요금

관리·납부·정산 방식을 따르고, 스마트기기(CCTV·와이파이·IoT센서 등)는 하나

의 계량을 통해 통합 관리·납부·정산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 도로여건에 따라

여러 개의 스마트폴이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계량기 설치를 최소화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스마트폴에 설치되는 스마트기기 전기사용에 대한 계량은 하나의 계량기 사용을

권고하며 각각의 스마트기기 별 전기료가 발생되는 경우 유관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산한다.

표 3.2  전기료 관리·납부·정산 방안

   

연번 시설물 세부 종류 수용기능

1 등기구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기존 요금 관리·납부·정산 방식을 따름

2 스마트기기
CCTV, 와이파이,

IoT 기기 등

① (권고) 1개부서가 요금 관리·납부·정산 수행
F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정산
 - 스마트기기 별 유관부서의 협조를 통해 비용정산
 - 표 3.3 스마트기기별 전력사용량 참조

② 스마트기기 담당부서 별 요금 관리·납부·정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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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스마트기기 별 전력 사용량 (참조자료)

   

연번 시설물
사용 전력량

(Wh)
비  고

1 CCTV 80
1개월 평균 33~92 KW 사용
※ 카메라 개수, 구성에 따라 차이 존재

2 WiFi 6 45 1개월 평균 약 33 KW 사용

3 S-DoT 19 1개월 평균 13.3 KW 사용

4 유동인구센서 15 1개월 평균 약 10.8 KW 사용

2) 통신료 정산방안

통신요금 관리·납부·정산은 각각의 등기구(가로등·신호등·보안등) 관리를 위한 통

신요금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요금 관리·납부·정산 방식을

따르고, 스마트기기의 경우 서울시 자가통신망과 연결하지 않는 스마트기기는 기

기담당부서에서 요금을 관리·납부·정산 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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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마트폴 유지관리 지침

가. 일반지침

본 지침은 스마트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폴의 운영·유지관리는 각 등주·지주·스마트기기 관리부서가

수립한 운영·유지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하며 아래 열거된 지침 및 각 등주·

지주·스마트기기 별 기준을 참고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 교통신호기공사 지침서 (신호지주, 통합지주, 신호등 스마트폴)

- 가로등공사 지침서 (가로등, 스마트가로등, 가로등 스마트폴)

- CCTV 설치공사 지침서 (CCTV지주, CCTV 스마트폴)

- 보안등 설치공사 지침서 (보안등, 스마트보안등, 보안등 스마트폴)

-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신호지주, 통합지주, 신호등 스마트폴)

- 각 스마트기기별 운영·유지관리 지침·기준서·절차서 등

나. 유지관리 방안

스마트폴의 유지관리는 각 등주·지주·스마트기기 관리부서 별로 수립한 운영·유지

관리 계획 및 지침을 기반으로 수행한다. 유지관리는 각 등주·지주·스마트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및 확인·조치하여야 하며 예방점

검, 고장보수, 장애대응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

우 관계부서의 협조·지원을 요청한다.

별도로 수립된 유지관리 계획 또는 지침이 없는 경우 시설물·스마트기기의 안전

점검 및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할 것을 권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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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겸비한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운영 중인 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설비수명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예방보전 활동이다. 점검을 통

해 스마트폴의 안전과 사용수명 연장에 필요한 유지관리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점검 시 안전수

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점검의 종류는 정

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등이 있으며 그림 3.2를 참고하여 유지관리 및 점검

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2 유지관리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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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각 등주·지주·스마트기기 관리부서 별 유지관리 계획 및 지침 내 점

검표를 활용하여, 별도의 점검표가 없는 경우 표 3.4를 활용하여 결함(고장), 손

상, 열화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 또는 스마트기기의 상태를 평가하고 서식2, 3

에 따라 작성한다.

표 3.4  상태평가 등급기준 예시

   

등급 상  태

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우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운영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상태

미 보조기능의 결함(고장), 손상이 있는 상태

양
주요 기능의 결함(고장), 손상, 열화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가
심각한 결함(고장), 손상, 열화로 시설물 또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긴급 보수·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



제4장 부록

4.1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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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용어의 정의

가. 도로 관련 용어

∙ 고속도로 :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

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법｣ 제48조에 의해 지정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이동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자동차 이

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일반도로

∙ 간선도로 :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도(道) 상호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주간선도로와 이와 연계되어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간선도로

∙ 차도 :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 차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

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 중앙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

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도로 횡단구성 요소이며,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

∙ 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시켜 설치

하는 도로의 부분

∙ 연결로 :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

∙ 도시지역 :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발전추세로 보아 시

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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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CTV 관련 용어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

송하는 장치

-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가변전자셔터(Variable Electronic Shutter) : 필름카메라의 기계적 셔터

스피드 제어를 전자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변초점렌즈(Varifocal Lens) : 초점거리를 가변 하도록 만들어진 렌즈로

주 렌즈는 고정시켜놓고 그 앞의 부가렌즈를 이동시켜 초점거리를 연속적으로

가변 시키는 렌즈이다.

∙ 가시광선(Visible Radiation) : 인간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보통의 광선으

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의 전자파이며 이 빛의 파장은 약 380-770nm이고

380nm이하의 파장의 빛을 자외선, 770nm이상의 파장의 빛을 적외선이라

고 한다.

∙ 감도(Sens) : 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빛에 촬상 가능한 지를 표시한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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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 감마(Gamma) : 촬상소자에서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거나 전기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할 때 변환장치의 입출력 관계 기울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

한다.

∙ 감마(Y)보정 : Y보정은 촬상소자에서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된 신호가 모니터

에서 재생될 때 까지 광전변환 효율이 100%라면 모니터에서 손실 없이

100%로 정확하게 재생되어야 함에도 실제의 모니터에서는 100%로 재생이

되지 못해 실제의 광량보다 어둡거나 왜곡이 발생되는 현상을 방지키 위하여

사용되는 보정을 말한다.

∙ 고스트(Ghost) : TV수신시 반사파로 인하여 화상이 중첩되어 끌리는 것 같

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 고정초점렌즈(Fixed Focal Length Lens) : 초점거리가 가변되지 않는 렌

즈종이며 표준렌즈, 망원렌즈, 광각렌즈 등이 있다.

∙ 광학적 색온도 보정 : 칼라 카메라에서 피사체조명의 색온도와 설정 색온도의

다름을 광학필터에 의해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경비(Aperture Ratio) : 광학계의 입사렌즈 직경(D)과 초점거리(f)와의

비(D/f)를 말한다. 렌즈의 F치는 구경비의 역수로 F=f/D 이다.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카메라이

다.

∙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 : 증폭기 등에 있어서 허용되는 최소

및 최대신호의 크기의 비로 보통 데시벨(dB)로 표시한다.

∙ 다이내믹 프리즘(Dynamic Prism) : 피사체가 칼라일 경우에 촬상하는 빛

의 기본색인 적(R), 녹(G), 청(B)을 각각의 촬상관 또는 CCD에 분리하여

입력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3색 광학 분해 프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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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시벨(Decibel) : 전기신호의 진폭크기와 음향레벨 등을 표시하기 위해 이

용되는 단위신호로 단위는 dB이다.

∙ 동기결합(Generator Lock, Gen-Lock) : 외부에서 공급되는 영상신호의

동기신호에 각종신호의 동기를 일치시키는 기능으로 이 동작은 카메라 내부의

발진기를 외부 신호에 따라 맞춘다는 의미로 Gen-Lock, 동기 결합이라 말

한다.

∙ 동기신호(Synchronizing Signal) : 송신측(카메라)의 주사 타이밍과 수신

측의 주사를 동기화시켜 송신측의 영상을 정확하게 수신하고 재생하기 위한

신호로 수평과 수직 동기신호가 있다.

∙ 동기입력(Synchronizing Signal Input) : 입력되는 외부동기신호의 형태

로 종류로는 복합동기신호, 복합영상신호, 블랙 버스트신호 신호가 있다.

∙ 동축케이블(Coaxial Cable) : 가장 일반적인 영상전송 전용 케이블이며 구

조는 한 줄의 중심도체와 이것을 동심적으로 둘러싸는 외부의 원통형 도체를

조합한 것으로 영상신호 등 고주파용의 전송선으로 사용된다.

∙ 디지털영상포맷(Digital Video Format) : 영상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경우

그 표시장치 프린터 등의 화소수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PC출력의 표

준을 IBM에서 제안하여 실용화 되어져 있다.

- VGA : 640×480 도트

- SVGA : 800×600 도트

- XGA : 1,024×768 도트

- SXGA : 1,280×1,024 도트

- UXGA : 1,600×1,200 도트

∙ 레이드(Raid) : 일반 하드 디스크 여러 개를 하나의 고용량의 하드 디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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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이중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성 부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on-line상에서 시스템 정지 없이 복구가 가능한 무정지 대용량의 저장장치이

며 RAID는 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또는

Inexpensive)Disks의 약자이다.

∙ 럭스(Lux) : 빛의 감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 멀티플렉서(Mux / Multiplexer) : CCTV주변기기로 8채널, 16채널 등의

제품이 있으며, 기능으로는 다중녹화 및 다양한 Display모드 설정, 최대 8

화면에서 16화면까지의 다중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고, Time Lapse

VCR과 연동하여 사용함을 말한다.

∙ 모아레(Moire) : 특정한 피사체를 특정한 크기로 촬상하면 그물 등 발이 2

장 겹쳤을 때 무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떨리는 아지랑이 모양의 불규칙한

색상이 겹쳐 보이는 영상의 왜곡현상을 말한다.

∙ 백 포커스(Back Focus) : 렌즈의 최종 굴절면의 정점에서부터 초점면까지

의 거리를 말한다.

∙ 복합비디오신호(Composite Video Signal) : 휘도신호, 동기신호, 귀선신

호, 색신호, 버스트 신호를 합성한 신호를 말한다.

∙ 블루밍(Bluming) : 화면의 윤곽부가 퍼지는 현상을 말한다.

∙ 블레미시(Blemish) : CCD 소자에 상처나 흠 등이 있을 경우 화면상에 밝

은 흰점이나 흑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블레미시라 한다.

∙ 비월주사(Interlaced Scanning) : 순차주사에 대응하는 용어로 영상신호

를 CRT등에 표시 시 한 줄을 건너뛰어서 한번은 홀수 번을 한번은 짝수 번

을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사그(Sag) : 엠프의 저역주파수 특성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파형 일그러짐으

로 구형파 입력 시 출력파형에 기울기가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사그가 심할

경우 화면에서 흰 글씨 등이 우측으로 검은 꼬리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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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신호(Color Signal) : 색을 결정하는 신호로서 명암, 색조합의 차(색상),

채도의 3요소가 있다. NTSC방식에서 휘도는 휘도신호 0-4.2MHz의 대역에

서 처리하고 색상과 채도의 색신호는 3.58MHz의 칼라 서브캐리어를 중심으

로 한 1.5MHz의 대역에서 처리한다.

∙ 색온도(Color Temperature) : 촛불의 불꽃은 온도가 높은 부분은 청백색

으로 낮은 부분은 황적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광원의 온도와 색은 밀접한 관계

가 있고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색온도로 켈빈(K)으로 표시한다. 감시카메라

를 포함한 TV분야에서의 색 온도에서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이 되는 흰색의

색 온도는 약 6500K이다. 색 온도는 온도가 낮으면 적색이 강해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청색이 강해진다.

∙ 순차주사(Progressive Scanning) : 비월주사에 대응하는 용어로 1프레임

에 2장의 필드주사를 하는 비월주사와는 달리 1프레임에 한 장의 모든 주사

선을 순서에 따라 주사하는 방식이다.

∙ 스미어(Smear) : 액정 모니터 화상에 세로로 줄을 그은 듯한 현상으로 밝은

피사체를 촬영하면 모니터 화상에 세로로 줄을 그은 듯한(상하가 띠 상태로

하얗고 밝게 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을 스미어 현상이라 말한

다.

∙ 아이리스(Iris) : 카메라로 입력되는 조도 변화에 맞추어 렌즈에 보내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라는 기구장치로서 밝기가 일정한 경우에는『수동 조리

개(Manual Iris) 렌즈』를 사용하고, 밝기가 바뀔 경우『자동조리개 (Auto

Iris) 렌즈』를 사용한다.

∙ 알람센서(Alarm Sensor) : 모니터 화면상의 임의의 위치에 설정한 구역 내

영상변화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알람을 울리는 장치이다.

∙ 역광보정(BLC) : Back Light Compensation 역광 상태 하에서 촬영된

영상이 모니터에 재생 시 배경은 밝고(흰색으로 포화됨) 피사체는 어둡게 되

어 피사체가 식별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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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 실제의 광경을 광학적 또는 전기적으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기기에 표

출되어진 화면을 말한다.

∙ 영상정보망 : 화상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영상정보수집 통신망을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데이터를 중앙집중 제어장치로

송신하거나 중앙집중 제어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카메라의 밝기, 초

점, 팬/틸트 등을 조정 제어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오토스위처(Auto Switcher) : 복수의 카메라 영상을 순차적으로 자동 전환

하여 1대의 모니터에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이다.

∙ 웨이블릿(Wavelet) : 영상신호를 압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람이 사물을

바라볼 때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차츰 자세한 부분에 집중한다는 사

실에 근거한 영상처리에 방법이다. 웨이블릿 변환에 기반을 둔 영상압축 기술

은 수학, 전기,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곧 표준 영

상압축 기술로 공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윤곽보정(A.P.C) : 피사체를 촬상 했을 때 윤곽 부분을 강조하여 보다 선명

한 화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윤곽보정을 사용하지 않은

CCD Camera는 Data 상의 해상력이 우수하더라도, 실제 촬상 시 선명도

가 저하되므로CCD Camera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자동밝기조정(Automatic Light Control) : 입사광량의 변화에 대하여 영

상레벨을 일정한 범위내로 보존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말한다.

∙ 자동이득제어(Automatic Gain Control, Agc) : 자동으로 영상신호 이득

을 제어하는 것으로 카메라의 입사광량이 많으면 신호의 레벨을 낮추고 적으

면 신호의 레벨을 높여서 출력신호 레벨을 일정하게 보존하는 기능이다.

∙ 자동초점조정(Automatic Focus Control) : 렌즈의 초점을 자동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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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맞추는 방법으로 카메라 영상신호의 특정주파수 성분의 최대 점을 찾아

맞추는 [콘트라스트AF방식], 초음파를 이용한 [초음파AF방식] 적외선을 이

용하여 거리를 알아내는 [적외선AF방식], 홀센서를 이용한 [위상차AF방식]

등이 있다.

∙ 전원동기(Line Lock) : 영상신호 동기방식의 일종으로 동기신호 발생기를

사용하거나 동기신호를 공급 받기 위한 별도의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원 주파수에 동기 시키는 전원동기 방식이다.

∙ 조도(Illuminance) : 빛이 비쳐지는 면의 밝기를 조도라고 한다. 이 조도는

단위면적 당 입사하는 빛의 속도를 환산한 값으로 단위는 Lux를 사용한다.

- 직사일광 : 100,000 Lux

- 쾌청 : 10,000 Lux

- 구름이 있는 낮 : 1,000 Lux

- 밝은 조명의 상점 : 1,000 Lux

- 일반 사무실 : 500 Lux

- 시청각실 : 200 Lux

- 해질 무렵, 호텔로비 : 100 Lux

- 호텔의 복도 : 50 Lux

- 주차장 : 10 Lux

- 극장의 객석 : 2 Lux

- 어둠이 내린 초저녁 : 1 Lux

- 만월시의 지상 : 0.3 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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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달의 밝기 : 0.01 Lux

- 별의 밝기 : 0.001 Lux

∙ 종횡비(Aspect Ratio) : TV화면의 횡과 종의 비를 말한다. 통상의 TV화면

은 4:3, 고품위(HDTV)는 16:9, X선 등은 1:1로 되어 있다.

∙ 주사(Scanning) : 영상신호를 CRT 등의 화면에 표시할 때 전자빔을 일정

한 순서로 최상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우측에 도달하면 재차 왼쪽

으로 복귀시킨 동시에 조금 아래로 이동하고 다시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행위

를 반복하여 한 장의 화면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 주사에서 수평

방향을 수평주사, 수직방향을 수직주사라고 한다.

∙ 주사주파수(Scanning Frequency) : 정보를 포함한 일정영역을 주사할 경

우 매초의 주사 회수를 말한다. TV의 경우에는 영상영역을 좌에서 우로 직선

상에 주사하고 주사선을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아래로 이동시켜 전체를 완료

하도록 주사를 한다. 이와 같은 주사를 매초마다 수평방향은 수평주사주파수

라 하고 매초의 수평주사 회수를 수직 주사 주파수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NTSC방식)에서는 수평주사주파수는 15.734KHz이고 수직주사주파수는

60Hz이다.

∙ 줌 렌즈(Zoom Lens) : 카메라에 장착하여 피사체의 멀고 가까움을 필요시

원격으로 조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괄적이고 상세히 관찰할 수 있

도록 전동으로 원격 조절하는 기구이다.

∙ 초점거리(Focal Length, f) : 볼록 렌즈에 평행한 빛을 입사시키게 되면 광

축상의 한 점에 빛이 집중되는데, 이 한 점에 모인 것을 렌즈의 초점이라고

말하며, 렌즈 중심으로부터 초점거리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이다.

∙ 촬상면적 : CCD 카메라 Spec으로 CCD 고체촬상소자의 대각선 치수를 인

치(inch)로 읽어 표시함. 예로, 1/2인치는 수평(6.4mm)× 수직(4.8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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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상소자(CCD) : CCD는 Charge-coupled Device의 약자로서 한글로

표현하면 고체촬상소자, 전하결합소자로 카메라 모듈의 눈에 해당하는 이미지

센서라고 할 수 있다.

∙ 최저조도(Minimum Illuminance) : 카메라에서 영상을 포착하는데 필요

한 피사체의 최소 조도 조건으로 카메라별로 최저조도가 낮을수록 어둠 속에

서 화상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축적(Scale) : 일반 카메라는, 전자적으로 1/60초(필드)의 셔터로 촬영하고

있다. 축적기능은 전자적으로 CCD 고체소자를 이용하여 주사를 일정시간 멈

춰서 화상을 축적함으로써, 감도를 높이는 기능을 말한다.

∙ 카메라(Camera) : 카메라에 비치는 사물의 형태 및 움직임을 격리된 장소

에서 관찰하고 상하좌우 줌인아웃의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영상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비를 말한다.

∙ 칼라바 신호(Color Bar Signal) : 칼라영상의 칼라화질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로 규정된 신호에 따라 레벨 및 위상, 색차, 혼신 등의 다양한

검사에 활용된다.

∙ 칼라버스트신호(Color Burst Signal) : 칼라 TV 신호에 있어서 각 수평동

기 펄스에 이어서 Back Porch 중에 삽입되어 있는 색부반송파(칼라 서브캐

리어, 3.579545MHz)로 수상기에 있어서 색신호를 복조하기 위하여 위상

을 포함한 기준주파수를 발진하기 위해 이용된다.

∙ 크로스토크(Crosstalk) : 누화라고도 하면 휘도신호와 칼라신호 간의 상호

간섭에 의해 화질이 열화 되는 현상이나 통신이나 스위쳐 등에서의 채널 간의

간섭, 혼입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 팬/틸드(Pan/Tilt) : 키보드의 제어신호를 받아 카메라를 감시하고자 하는

곳으로 상하좌우 이동시켜 피사체를 포괄적 또는 집중적으로 감시 및 관찰할

수 있도록 모터, 클러치, 기아 등으로 제작된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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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설비 : 영상 수집이 필요

한 지역에 설치되는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 등

을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만 전송하여 영상을 표출하고 제어하는 설비를 말한

다.

∙ 플레임(Frame) : 영상신호분야에서 한 장의 화면을 말한다. NTSC 방식에

서는 525본의 주사선으로 이루어지며 1초에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플리커(Flicker) : 점멸하는 현상을 플리커라 말한다.

∙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 : 어떤 거리의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그

앞쪽과 뒤쪽에 일정한 거리 내에 초점이 맞는 그 폭을 말한다.

∙ 핀 홀렌즈 (Pin Hall Lens) : 고정 또는, 자동조리개의 2종류가 있고,

4mm 구경 정도의 작은 구멍으로 촬영 가능한 렌즈이다.

∙ 필드(Field) : TV주사에서 한 번의 수직주사로 구성되는 화면을 말하며 1프

레임 당 기수필드와 우수필드의 2장의 필드로 구성되며 따라서 1초에 60필

드로 구성되어 있다.

∙ 하우징(Housing) : 빗물, 눈, 직사광선, 온도 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카메

라를 보호하기 위한 함체를 말한다.

∙ 해상도(Horizontal Resolution) : TV에 있어서 해상도란, 화면 또는 촬상

소자의 높이 방향으로 흑백의 무늬(흑백으로 2본)가 몇 본까지 분해되어질

수 있는 가에 의해 표현된다.

∙ 화각(Angle Of View) : 영상을 잡을 수 있는 범위의 각도로서, 사각 또는

앵글이라고 하며 렌즈의 초점 거리와 결상하는 화면의 크기로 결정되며, 대각

선을 화각으로 표시한다. 넓은 화각을 가진 렌즈를 광각렌즈, 좁은 화각을 가

진 렌즈를 망원렌즈라고 한다. 줌렌즈는 화각을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다.

∙ 화소(Pixel) : 밝기와 색도가 다른 미소한 점의 집합체를 말하며 해상도의 척

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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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도 (Brightness) : 한 방향에서 본 물체의 밝기를 표시한 단위로서, 색의

요소 중 하나이다. nit 또는 cd/m2으로 표시한다.

다. 와이파이 관련 용어

∙ 전파 :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

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

∙ 무선설비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

∙ 무선통신 :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

를 보내거나 받는 것

∙ 무선국(無線局) :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전자파 장해 :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방사: 전자

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

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송신설비 :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送信空中線系)

로 구성되는 설비

∙ 수신설비 :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 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

∙ 송신장치 :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

∙ 편파 : 평면 전자파가 전계의 진동 방향으로 치우친 특성

∙ 공조설비 : 건축물 등의 구조물 내에 시설되는 냉방, 난방 및 환기 등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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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다이버시티 : 합성수신 방법이라고도 하며, Fading 등 전파의 전파 시 발생

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둘 또는 복수의 선로 또는 채널을 가진 통신방식

으로 공간, 주파수, 편파, 각도, 경로, 시간 다이버시티 등이 있다.

∙ 스퓨리어스발사 : 필요주파수대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대역외발사를 제외한다)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를 말한다.

∙ 성형(Star)배선 :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

∙ 이더넷(Ethernet) : 근거리통신망(LAN)의 대표적인 통신 기술(방식)

∙ 카테고리(Category) : EIA/TIA 568 UTP wiring(배선) 표준규격

∙ 토폴로지(Topology) : 다수의 디바이스가 통신 링크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형태

∙ 프로토콜(Protocol) : 컴퓨터 상호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 간 정보를 주고받

을 때의 통신방법에 대한 규약

라. 조명 관련 용어

∙ 신호등(信號燈)이란 철도나 도로에서 진행·정지 등의 신호를 나타내 교통안전

확보 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장치이다.

∙ 가로등이란 노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며 보행등, 육

교등 및 하이마스트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리의 조명이나 교통의 안전,

또는 미관 따위를 위하여 도로 변을 따라 설치해 놓은 등(燈)이다. 보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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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다. 가설 형식에 따라 다등식(多燈式), 현수식(懸垂式), 주두식(柱頭

式) 따위가 있다. 순화어로는 ‘거리 등’이 있다.

∙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방범 및 야간 통행 편익

목적으로 공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연속조명 : 도로에 연속적으로 일정 간격의 조명기구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

∙ 국부조명 :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 정차대, 주차장, 휴게 시설 등의 필

요한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

∙ 터널 조명 : 터널(지하차도 포함)을 조명하는 것

∙ 휘도(Luminance, L) : 광도를 광원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단위는 니

트(nt = cd/m2)

∙ 노면 휘도 : 노면이 조명기구에서 오는 광속을 반사하여 생기는 휘도(輝度)를

말하며, 단위는 (cd/㎡)로 표시함

∙ 야외휘도 : 운전자 전방의 터널 입구부 야외의 휘도

∙ 휘도균일도(Luminous Intensity Uniformity) : 표출부의 밝기가 전표

면에 균일하게 구현되는 정도

∙ 광출력 주파수(Visible Flicker) : 교통안전표지를 구성하는 회로의 특성 등

의 차이에서 생기는 표출부의 단위시간당 표출되는 광파장의 출력회수

∙ 노면 조도 : 노면이 광원의 빛으로 조사(照射)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입사되

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단위는 (lx)로 표시함

∙ 수평면 조도(Eh) : 노면조도로서 도로의 수평면상의 조도이며, 단위는 (lx)

로 표시함

∙ 수직면 조도(Ev) :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수직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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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이며, 단위는 (lx)로 표시함

∙ 플리커(flicker) : 일련의 광원으로부터 빛이 작은 주기로 눈에 들어올 경우,

비정상적인 자극으로서 느끼는 현상

∙ 글레어(glare), 눈부심 : 과잉의 휘도, 휘도 대비로 인한 불쾌감 또는 시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시지각 현상

∙ 종합균제도(綜合均齊度) : 노면휘도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본 지침에서는 기호 Uo로 정의)

∙ 차선축균제도(車線軸均齊度) : 전방 노면의 눈에 보이는 밝기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본 지침에서는 기호 Ul로 정의)

∙ 컷오프(cut off)형 :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

록 눈부심을 제한한 배광 형식

∙ 풀컷오프(full-cut off)형 : 컷오프형 중에서 수평면 위쪽으로의 배광이 0이

되도록 제한한 배광방식

∙ 세미컷오프(semi-cut off)형 : 컷오프형보다 눈부심을 비교적 완화시켜 적

용한 배광 형식

∙ 오버행(overhang) : 등주식 가로등의 광원 중심과 차도 끝부분 사이의 수평

거리(길어깨 포함)

∙ 경사각도 : 조명기구가 등주(pole)에 설치되는 각도

∙ 조명기구의 배열 : 도로에 이어진 조명기구의 배열 방법, 본 지침에 서는 한

쪽배열, 지그재그배열, 마주보기배열, 중앙배열이 있음

∙ 조명기구의 배치 :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및 간격에 따라

정하는 조명기구의 배치 방법

∙ 등주 조명방식 : 등주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도로를 따라서 등주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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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명하는 방식

∙ 하이마스트(high mast) 조명방식 : 높은 스마트폴에 다수의 광원을 설치하

여 조명하는 방식

∙ 구조물 설치 조명방식 : 도로상 또는 도로 가까이에 구축된 구조물에 직접 조

명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하는 방식

∙ 커티너리 조명방식 : 도로상에 커티너리 선을 설치하고 조명기구를 매달아 조

명하는 방식

∙ 한쪽 배열 : 조명기구를 도로의 한쪽에 배열하는 방법

∙ 지그재그 배열 : 조명기구를 도로의 양쪽에 서로 엇갈리게 배열하는 방법

∙ 마주보기 배열 : 조명기구를 도로의 양쪽에 마주보도록 배열하는 방법

∙ 중앙 배열 : 조명기구를 도로의 중앙에 배열하는 방법

∙ 외부 조건 : 도로변에 존재하는 빛의 정도(조명환경)를 말함

∙ 터널내 공기 투과율 : 터널내 공기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빛이 청

정공기층을 투과하는 양을 기준으로 빛이 오염 공기층을 투과하는 정도를 백

분율로 나타냄

∙ 임계치 증분 TI(Threshold Increment) : 도로 조명에 따른 불능 글레어

의 규제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 그 값이 작을수록 글레어는 줄어든다.

∙ 색도(Chromaticity) :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한 XYZ색 표시계에서의 색도

좌표 x, y로 표시되는 물리량

∙ 색온도(色溫度) : 광원의 광색을 말하며, 단위는 켈빈(K)을 사용함

∙ 연색성(演色性) : 광원에 의하여 대상물이 비추어질 때, 그 물체의 색의 보임

을 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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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 옥외조명으로부터 조명대상이 되는 범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빛에

의한 장해 또는 악영향을 의미

∙ 상향광 : 조명기구를 설계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

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

∙ 상충구역(conflict area) : 자동차 교통의 흐름이 서로 교차하거나 다른 유

형의 사용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구역들에서 겹쳐지는 경우의 관련 구역

∙ 매개변수(parameter) : 조명설계 시 선택 항목으로 해당 도로의 설계 속도

및 시간에 의해 변하는 교통량이나 주변 환경들을 규정함

∙ 주변밝기 : 경관조명, 광고조명, 상점조명 등으로 인한 주변의 밝은 상태는

도로 사용자에게 대비되는 도로조명으로의 순응이 필요하므로 실제 해당 도로

의 조명수준보다 높은 밝기가 요구됨. 따라서 주변 밝기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빛공해 관리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구분하여 적

용함

∙ 역률(Power Factor) :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

∙ 총 고조파 함유율 (Total Harmonic Distortion) : 교통안전표지에 인가

되는 교류파형의 기본구성파의 진폭에 대한 고조파의 실효치 값의 비율

마. 기타

∙ 고속도로 :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

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



[서식 1]

( ) 스마트폴 구축·운영 이력카드

작성일 : 년 월 일

구분 내용

스마트폴 모델명 (예시) 신호등+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위치(주소)

준공일 구축 주관부서

유관부서

함체열쇠 관리부서

부속시설물 운영·유지관리부서 연락처

(예시) 신호등 OO 도로사업소

(예시) 가로등 OO 구 도로과

(예시) CCTV OO 구 생활안전과

(예시) 와이파이 OO 구 홍보전산과

(예시) S-DoT ...

(예시) 도로안내판 ...

특이사항

※ 작성방법

1. 스마트폴 모델명 : 표 1.4 서울시 스마트폴 표준모델의 세부 표준모델 이름으로 기입

2. 함체열쇠 관리부서 명시는 ‘3.1 스마트폴 운영지침 다. 스마트폴 함체 열쇠 관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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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 점검 확인표

작성일 : 년 월 일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시설물명 관리번호

스마트폴 형태 준공년도

높이 Arm 길이

위치(주소)

부속시설내용

신호등( 개), 가로등( 개), 보안등( 개), 공공와이파이( 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

바닥신호등( ), 집중조명( ), CCTV(회전형 개,고정형 개)

S-DoT( ), 유동인구센서( ), 비콘( ), 비상벨( )

도로안내판 종류 :

기타 기기 :

상태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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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 점검 총괄 요약표

작성일 : 년 월 일

부재(부위·기기) 점검결과 조치필요사항

※ 작성방법

1. 부재(부위·기기) : 문제점(성능저하)이 발견된 부재 명칭 기입

2. 점 검 결 과 : 문제(성능저하) 사항 기입

3. 조치필요사항 : 문제(성능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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