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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道
안전한 도로

세계 최초의 특허기술‘바나나경계석’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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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인도만을 구분하는 단순한 경계석,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미끄럽고 조악하여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인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야간 운전 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해 창의적 솔루션을 연구해온 ㈜안전한도로에서 

드디어 가장 안전한 신개념의 ‘바나나경계석’을 탄생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럭의 운영체계를 보완하였고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춤으로써

세계 최초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획득하여 신뢰와 기술을 인정 받았습니다.

바나나경계석은 단순한 경계석이 아니라 교통ㆍ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전한도로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혁신기술로 함께하겠습니다. 

㈜안전한도로

“우리나라가 만들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선진국 형 교통사고 예방 아이템 제품”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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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ㆍ㈜안전한도로�설립�

ㆍ특허출원�(10-17-0033777)�

ㆍ안양시�사회적기업�우수모델�선정

ㆍ실용신안(20-17-0004167)�완료�

ㆍ사회적기업�인증�심사�진행�

ㆍ설비공장�가동,�제품시험�생산

ㆍKS인증�및�조달청�등록�

ㆍ국제출원(PCT)�특허�진행�

ㆍ국제�어워드�출품�

ㆍ해외지사�설립(예정)

2018 2018 ~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루, 

(주)안전한도로가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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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전한도로
바나나경계석

기업스토리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영업개발팀

시공 AS팀

기술연구소

●�경영지원

●�회계

●�특허출원/관리

●�영업

●�계약지원

●�홍보�마케팅

●�시공

●�품질관리

●�AS관리

●�영업

●�R&D

●�디자인�개발

●�홈페이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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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특허기술 [바나나경계석]



대한민국이 만들고,

전세계인이 함께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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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사회적기업 우수모델 선정

실용신안등록증 조합원증

조달청

기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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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특허기술 [바나나경계석]

Banana 
Kerb

安道
안전한 도로

www.bananakerb.com
www.bananakerb.co.kr



바나나경계석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개념 도로경계석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인정 받았으며 글로벌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현재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에 해외출원(PCT) 진행 중인 제품입니다.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사회적 약자를 365일, 24시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예방

바나나경계석(Banana Kerb, 점자형 안전경계석)

기존의 단순 경계석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기능 개선 제품

개발 초기부터 전세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적용

• 보도에서 추락과 미끄러짐 사고 방지

• 기존 점자블럭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

• 안전보호 색상적용으로 도로와 차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교통사고 예방

• 진행방향과 메신저 공간설계로 운전자에게 도로정보 전달

2018년 특허 및 실용신안 획득 완료

개발배경

제 품 명

제품개요

디자인 컨셉

 주요기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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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바나나경계석은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을 보호시켜주는 유일한 도로의 안전시설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ㆍ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이자 글로벌 표준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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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특허ㆍ실용신안을

인증 받은 기술

진행방향 표시 등 교통사고 방지

및 도로여건 전달

신개념 경계석으로 기초기능을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기능 강화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로 

모든 사회적 약자 배려

야광반사체 적용으로 야간운전 시 

상습 교통사고 감지 및 예방

전세계인의 안전을 고려한

글로벌 표준화 설계

메신저 기능 첨가로 도로환경 및 

여건 정보 전달

점자기능의 반영으로 보도에서 

추락, 미끄러짐 방지

365일 24시간 교통ㆍ안전사고

예방기능 설계

안전 인지를 위한 보호색상

도료 사용으로 주의력 환기

글로벌 아이템 혁신적 기능

다양한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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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특허기술 [바나나경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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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기능, 간편한 시공을 

합리적 비용으로!

제품별 특징 및 기능

콘크리트 

경계석

화강석

경계석

바나나

경계석

•디자인�및�유지관리�:�보통

•디자인�및�유지관리�:�보통

•디자인�및�유지관리�:�우수

•특징�:�뒤틀림,�처짐이�크고�미관을�저해함

•특징�:�뒤틀림,�처짐이�크고�충격에�약함

•특징�:�다양한 기능개선, 사고예방, 심미성

제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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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와 보도를 단순하게 경계해주는 일반경계석에 비해,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비용, 간편한 시공이 가능한 혁신적인 바나나경계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경계석의 주요 특장점

기능성

및

안정성

일반경계석 

대비

차별성

•도로와�보도의�경계�기능

•유니버설�디자인�적용����������

•노인�및�어린이�보호������������

•주간�야간�사고예방�기능의�신기술�적용

(경계석�+�황색�보호색)

•시각장애인�추락사고�방지�� (경계석�+�점자블록)

(안전보호색)

•야간�운전사고�예방�������������

•특허,�실용신안�획득�및�국제출원특허�진행

(반사체�+�진행방향�표시)

•기후변화�대응�설계�������������

•공항�및�위험지역�적용�가능

•기존�경계석�교체�없이�설치���������������

(반사체�+�황색�보호색)

(위험인지�색상�+�야광)

(커버형�기준)

세계 최초의 특허기술 [바나나경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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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끊이지 않는 교통ㆍ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신개념 프로젝트!

‘완벽한 안전보호 기능을 갖춘 경계석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취약계층 안전사고

경계석과 점자 기능의 장점만을 담은 신개념 경계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솔루션

주의력 향상을
위한 솔루션

도로정보전달
위한 솔루션

어린이, 노인을
위한 솔루션

야간운전자를
위한 솔루션

어린이 노인

도로여건을 안내하는
진행방향 및 
메신저 기능

보도에서의 

추락, 미끌림 사고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의 
한계를 완벽하게 
기능 보완, 개선

주 � 야간 활용을 위해

반사체 기능적용

안전보호 색상 적용으로

주의력, 집중력 강화
선명하게 보도, 차도가

구분되는 야광반사체

스쿨존, 횡단보도

상습적인 교통사고

주의력과 시력감퇴로 인한 

보도에서 도로로의

 안전사고

바나나경계석의

혁신적 기능개선

기존개선 신규개선

제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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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사고와 상습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을 위하여!

/ 야간운전

/ 주차금지구역

/ 터널

/ 횡단보도

/ 교차로

/ 단지내 도로

/ 학교앞, 스쿨존02

04

07

/ 노인보도 구역03

05

08

/ 시각장애인 보호01

06

09

적용 지역

세계 최초의 특허기술 [바나나경계석]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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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가 가장 많았었던

우리동네! 우리지역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발생 우려지역에도 가장 효과적인 바나나경계석!

이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일반도로 - 주간 교차로 및 회전구간

일반도로 - 야간 메시지 노출형

설치 전 설치 전

설치 전 주차금지 적용타입

설치 후 설치 후

설치 후 스쿨존 적용타입

교통사고�다발지역,�고속도로,�터널,�교차로,�버스정류장,�학교�앞,�횡단보도�등��적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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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경계석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삶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이 한 장의 사진!

적용 전 적용 후

세계 최초의 특허기술 [바나나경계석]



제품종류 및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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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주거택지 및 산업단지에 시공 시

개선된 블럭형 바나나경계석을 바로! 설치!

Block type
블럭형(생산예정)

제품 종류

적용 지역

시공 방법

Design  (Code) Size Material

•진행방향형  (BK-100)
•주차금지형  (BK-101)
•스쿨존형     (BK-102)
•홍보형         (BK-103)

180 x 200 x 1000 인조경계석

•�아파트�단지

•�신규�토목,�조경�현장

•�대규모�리조트시설

•�학교,�병원시설

•기존�경계석�시공방법과�동일



� |�17

Cover type

커버형

제품 종류

적용 지역시공 방법

Design  (Code) Size Material

•진행방향형 (BK-200) 150 x 150 x 1000 ASA(UV)

Design  (Code) Size Material

•스쿨존형    (BK-201)
•주차금지형  (BK-202)
•홍보형       (BK-203)
•곡선형       (BK-203)
•경사형       (BK-203)

150 x 150 x 1000 ASA(UV)

Design  (Code) Size Material

•하이패스형  (BK-300)
150 x  180 X 150 

x 1000
ASA(UV)

기존 도로경계석에 간편하게
커버형으로 부착하여 설치! (원가절감)

•기존�경계석에�부착하는�방식

•주거시설�:�아파트단지�내외도로,�

����������������지하주차장�램프�

•도로시설 :�교차로,�횡단보도,�자동차

����������������전용차로,�터널안,�IC진출구

����������������곡선도로�및�휴게소�주차장,

����������������기차�교통사고�우려지역

세계 최초의 특허기술 [바나나경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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