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시티의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문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정지선위반 
00더0000

정지선위반 

00더0000

KDD SYSTEM
경동E&S │ CAP 코리아 │ M&B │ ABC Net

www.kde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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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KDD SYSTEM

정지선위반 
00더0000

정지선위반 

00더0000

정지선준수 
차량번호 안내장치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보행자 안전유도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우회전

위험알리미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정지선 위반차량 안내

보행자 안전유도등

보행신호 음성
안내 장치

면발광 바닥 신호등

…

의 KDD SYSTEM은 

혁신 기술의 집약으로 스마트시티의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보행자 안전유도등,

정지선 위반차량 안내, 우회전 위험 알리미,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등

스마트 횡단보도 통합 교통안전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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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발광바닥신호등
내구성이 강화된 

의 면발광 바닥신호등

옵션보드컨트롤박스표출부

• 1차방수 IP68
• 염화칼슘 부식방지
• 충격 방지

• 눈부심 빛 공해 민원 방지
• 휘도 균일도 최대 38배 개선

• 태양열 차단 2.6배 개선
• 방열 성능 12% 개선

• 결로 방지
  내부 산소 제거

• 2차방수 IP68
• 미끄럼방지 61BPN

• POSCO
 녹슬지 않는 특수강

 와 공동 개발로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남다르게 !!

보호 케이스

내함 (PC)

외함 (AL) 빛 확산 렌즈

혁신 복합소재

특수가스 충진

조달청 식별번호      23995314 조달청 식별번호      23995318 조달청 식별번호      239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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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차단 2.6배 이상 향상
· 렌즈 : 차열 구조 설계, 
             차열 복합소재 사용

· PC 내함에 산소제거
· 에폭시 미사용 구조설계

· 열 방출 성능 12% 이상 개선
· 방열 복합 소재 사용

만의 감동

3중 보호시스템

눈부심 저감 면발광 기술

결로, 에폭시 황변 방지 기술

간편시공, 분리형 A/S

태양열 차단 기술

2중 방수 기술

업계최초 Before 서비스

내부열 방출(방열) 기술

전선 보호 기술

의 면발광 바닥신호등

PC내함, AL외함, 보호용케이스
3중 보호, 혁신적인 설계

조립후 출고로 시공 간소화, 
분리형 구조 신속한 A/S 가능

 KD 고장 알리미 시스템으로
Before service

VS

점 발광(좌) 면 발광(우)

· 리플렉트와 렌즈기술 융합

외부커넥트 미사용

PC내함

AL외함

보호용케이스

1차 방수 : PC 내함

2차 방수 : AL 외함

· 1차 방수 : 내함 IP68
· 2차 방수 : 외함 포함한 전체 IP68
→ 2중 방수 기술

3 혁신

6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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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접수 전에 미리 수리하는 서비스

만의 KD고장알리미

경동이앤에스, KDD SYSTEM의 사전 고장유무를 감지하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보행자들이 바닥신호등의 고장으로
불편을 인식하기 전에 유지 보수하기 위한 신개념의 사전서비스(Before Service) 솔루션입니다.

중앙관제센터

KD관제센터

PC핸드폰

바닥신호등의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를 위한 이상유무 감지와 알리미 시스템 개념도 

이제 고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치 하실 수 있습니다.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고장감지

LTE/5G

LTE/5G

Internet

· 내함 분리교체
·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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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과 품질 인증

LED 안전유도블록 조달청 식별번호    23685982

재난안전제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제1항 6호 라목 9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의 품질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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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 System 교차로 랜드마크 사업

 KDD SYSTEM의 공공디자인 혁명

   ▶ 단순 신호등 체계의 스마트 안정화 보강과 공공디자인 추가 연출 및 리모델링(KBS아트비전과 협업

   ▶ 신호등과 교차로 및 인근시설물을 복합 활용한 역사 테마 및 스토리 연출로 지역 랜드마크화

   ▶ 지역(지자체)별 특화된 아이템 기획ㆍ연출(설치)로 타 지역 및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보강

도심 속 칙칙한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지역의 대표적인 테마와 스토리가 담긴 공공디자인으로 연출되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변한다면?

“교차로와 신호등의 안전과 공공디자인 혁명”



정지선위반 
00더0000

정지선위반 

00더0000

KDD SYSTEM
경동E&S │ CAP 코리아 │ M&B │ ABC Net

본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53, 

           첨단산업지원센터 107호

공장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취곡1길 16-7

Tel. 054 931 8893  Fax. 054 931 8894

E-mail. frc2000@naver.com

* 본 카달로그에 수록된 모든 제품은 성능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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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관리자

www.kdens.kr

Safe Walking 
Funny Walking

Crossroads Culture를
경동이앤에스 KDD SYSTEM이 창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