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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 표준 규격은 중량검측 제어기, 영상제어기 및 센터연계를 위한 통신제어기를 하나의 제어기에서
운영 가능한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규격의 표준적합성 시험방법에 관한 규격이다.

주요 내용은 표준에서 정의한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시스템의 규격 및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 결과 분석에 관한 내용이며, 시험절차와 시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시험절차는 크게 시험준비, 시험진행, 시험평가라는 3가지 흐름으로 정의하고,
시험과정 동안 시험기관과 시험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함)의 역할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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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정목적

본 표준은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의 표준적합성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시험절
차와 시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시험절차를 크게 시험준비, 시험진행, 시험평가라
는 3가지 흐름으로 정의하고, 시험과정 동안 시험기관과 시험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함)의
역할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2. 적용범위

본 표준은 표준적합성시험 수행을 위한 시험기관과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은 유사한 구현에 대해 다른 시험기관에 의해 수행된 시험결과와의 구분을 위해
필요하다. 본 표준은 또한 표준적합성시험에 관한 몇몇 지침을 제공한다.

요구사항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시스템 규격 및 기술정보 등 시험관련 자료의 준비에 관한 내용
∙ 진행절차, 진행방법, 준수사항, 유의 사항 등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험대상의 표준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 시험목적, 시험방법, 진행방법에 관한 내용
∙ 적합성 시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에 관한 내용

2.1. 표준구성

본 표준은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통합축중제어시스템의 시스템 규격과 장치 간 인터페이스로
구분하여 규격의 표준 준수여부 확인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정의

a) 시험기관 (또는 시험자) : 당해 시스템의 표준 적합여부를 시험․확인하는 주체(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를 말한다.
b) 피시험기관 (또는 피시험자) : 당해 시스템의 표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시험을 받고자 하는 주체
(이하“피시험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표준적용검증기관에 검증시험을 의뢰하였을 경우 피시험기관은 검증
시험을 의뢰한 자가 된다.
c) 시험시스템 : 피시험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규격을 적합하게 적용하여 본 문서에 정의된 시험방식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표준시험시스템(이하“시험시스템”이라 함)을 의미한다.
d) 피시험시스템 : 규격을 적용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본 문서에서 제시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표준
적합여부를 시험․확인 받는 시스템(이하“피시험시스템”이라 함)을 의미한다.
e) 시험책임자 : 피시험시스템의 표준적합여부를 시험․평가하는 자로써 검증시험 이외에 세부시험계획 수립,
시험반원의 임무 부여 및 통솔,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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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시험원 : 세부시험계획에 따라 시험대상을 시험하는 자로서 시험결과를 기록 ․ 분석하며 시험결과보고서
작성을 담당한다.

4. 약어

LSWIMS
WIM
MCU
AVI
PSU
PCU
WAS
TCS
LCB
TF
UPS
UID

Low Speed Weigh In Motion System, 저속축중시스템
Weigh In Motion, 주행차량계측
Main Control Unit, 주제어기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영상제어기
Power Supply Unit, 전원공급장치
Power Control Unit, 전원제어장치
Web Application Server, 웹 응용 서버
Toll Collection System, 요금징수시스템
Lens Control Board, 렌즈 제어 보드
Terminal Facility, 단자대함
Uninterrupted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nique identifier, 고유식별자

5. 준용/참조표준 및 문서
5.1. 준용표준
5.2. 국내외 참조표준

a) ITSK-00099-1,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Part 1. 시스템 규격
b) ITSK-00099-2,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Part 2.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5.3. 준용/참조한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5.4. 참고 문서

6.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없음

7. 표준이력

판수

제정
개정

제정·개정일

2016.12.01
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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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내역

제정
ITSK-00099-3
개정
ITSK-00099-3:2018v2

제2장 표준적합성시험 개요
1. 시험절차

시험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피시험기관은 시험준비 이전에 시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피시험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험 진행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신청
피시험기관

시험기관
접수

시험준비

제출

-시스템 최종 자체점검

- 제출자료 및 현장 검토
- 시험항목/시험진행방법 정의

-시험관련 준비자료 제출

통보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숙지
- 시험지원담당자 지정

- 시험일정 및 시험 계획 수립
- 시험시스템 설치

시험진행

제출
- 시험 결과물 수집 및 제출

- 시험계획에 따른 시험 시행
- 시험 통제 및 관리
- 시험 결과 수집 및 기록

시험평가

통보
- 시험결과 수령 및 검토

- 시험결과 분석 및 결과물 작성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

[그림 2-1] 표준적합성시험 절차
2. 시험준비

시험준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시험은 대상기관에 의한 신청으로 시험기관에 의해서 시작되며, 시험진행과 관련된 제반서류에
대한 문서의 점검
∙ 시험기관에 의해서 정의되는 시험절차와 시험방법의 내용을 시험항목과 시험조건의 정의,
그리고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의 목적과 방법, 이의 준비사항으로 구성된 시험 셋(Set) 결정에
관한 내용
∙ 기타 시험준비 관련된 내용으로 본 표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상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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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류 제출 및 검토

피시험기관은 피시험시스템이 기술기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준비 또는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소프트웨어 구성/운영환경 관련자료
∙ 시험대상범위 및 표준적용 항목
∙ 기타 시스템 및 시스템 관련 참고문서

시험기관은 피시험기관이 제출한 관련 문서의 검토를 통하여 시스템의 특성 및 표준적용 정보를
파악하며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시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은 서류 검사와 현장 검사를 통하여 피시험시스템에 미비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피시험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시험진행 전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피시험기관에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할 책임자 1인과
구체적인 시험진행 및 시험 보조를 담당할 시험담당자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2.2. 합의사항

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시험방법 중 연계시험의 경우 시험시스템과 피시험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 되어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규격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험 이전에 시험기관과 피시험기관은 다음에 기술된 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 시험기관과 피시험기관의 정보교환을 위한 IP주소

3. 시험진행

시험기관은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시험 일정 및 시험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시험기관은
시험 항목별로 교환된 정보 결과 및 로그 자료를 수집․저장하여 시험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방법은 시험계획서에 명기된 방법을 따른다.
시험기관은 피시험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시험진행이 어려울 경우 피시험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중단된 시점까지의 시험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험결과를
피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진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 표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시험기관과 피시험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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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험 구성

시험의 구성은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규격 표준의 구성에 따라 크게 시스템 규격
표준준수여부 확인과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준수여부 확인으로 나뉜다.
시스템 규격 표준준수여부 확인은 표준에서 정의하는 H/W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S/W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은 해당
시스템의 통합축중제어기와 센터 간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센터연계 기능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다. 또한 시스템 전반에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수집, 운영정보
제공 등의 기능요구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시험으로 구성된다.

[그림 2-2] 표준적합성시험 구성

3.1.1. 시스템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시스템 규격의 표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H/W 요구사항 확인
∙ S/W 기능요구사항 확인
3.1.2.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 준수여부확인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의 표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통합축중제어기 - 센터 간 연계 표준 준수여부확인
∙ 기능요구사항 확인

3.2. 시험 진행방법

피시험기관에서 사전 제출하는 기록지를 기반으로 각 확인 항목의 표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센터와 연계기능 확인을 위한 연계시험을 실시한다.

[그림 2-3] 시험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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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결과물 처리요령

피시험기관은 시험결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시험에 의해 산출된 로그정보, 수신데이터,
제공데이터 등을 시험기관이 시험계획서에서 요구한 포맷형태로 생성,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물은 시험 항목별로 생성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물 출력 시에는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가
지정한 참관인의 입회하에 시험담당자가 출력하고 출력된 결과물은 현장책임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3.4. 시험 항목

본 표준에서는 시험진행 방법에 따라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개별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험항목을 정의한다. 시험기관은 표준의 구현수준, 피시험시스템의 특성 및 시험
환경에 따라 시험 항목을 추가, 생략,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문서에서는 시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험항목별 구체적인 시험변수는
피시험시스템의 특성 또는 시험환경에 따라 시험기관의 주관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다. 단
시험기관은 시험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험변수를 제시하여 시험 시행 전에 피시험기관이 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4.1. 시스템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항목

<표 2-1> 시스템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항목
확인항목

세부항목

1.1.1 WIM 보드 요구사항
1.1.2 주기판(Mother) 보드 요구사항
1.1.3 MCU 보드 요구사항
1.1.4 AVI 보드 요구사항
1.1

H/W 요구사항

1.1.5 Signal I/O 보드 요구사항
1.1.6 직류 전원 장치(DC Power Supply) 요구사항
1.1.7 전원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요구사항
1.1.8 전원부 요구사항
1.1.9 함체(Cabinet) 요구사항
1.1.10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 요구사항

1.2.1 MCU 요구사항
1.2.2 AVI 요구사항
1.2

S/W 요구사항

1.2.3 WIM 요구사항
1.2.4 GUI(Graphic User Interface) 요구사항
1.2.5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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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4.2.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항목

<표 2-2>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항목
확인항목
2.1

세부항목

통합축중제어기 - 센터 간 연계

비고

2.1.1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여부 확인
2.1.2 센터연계 기능요구사항 확인
2.2.1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확인

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2.2 정보수집 기능요구사항 확인
2.2.3 운영정보 제공 기능요구사항 확인

4. 시험평가

본 문서에서는 시험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 시험항목별 평가내용에 관한 사항
∙ 항목별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
∙ 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내용

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은 권고사항으로 피시험시스템의 개별 특성에 따라 시험기관의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4.1. 시험평가방법

본 문서에서는 시험 항목을 시스템 규격과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분류하였다. 즉, 해당
부분의 요구사항과 피시험시스템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의 표는
이러한 확인항목별, 세부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험 시에도
적용되며 해당 단계 세부항목의 확인결과가 유효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은 시험기관의
판단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표 2-3> 시험항목별 평가조건 -Ⅰ
시험항목

확인항목

세부항목

평가 요소

WIM
주기판

동작특성, 전면판(Front Panel)규격, 기판(PCB)규격,

MCU

접속장치(Connect)규격

AVI
시스템규격 H/W 요구사항
Signal I/O

장치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동작특성, 전면판(Front Panel)규격,
기판(PCB)규격, 접속장치(Connector)규격

직류 전원 장치
장치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입력특성, 동작특성, 출력특성
전원제어장치
전원부

전원부의 용량

-7-

<표 2-4> 시험항목별 평가조건 -Ⅱ
시험항목

확인항목

세부항목
함체

H/W 요구사항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
MCU

시스템규격

AVI
S/W 요구사항

WIM

GUI
UID
통합축중

인터페이스

평가 요소
함체의 구성과 실장 구성
Multi 광 Port, 동작전원, Giga-Bit Port, 동작온도
WIM 보드, AVI 보드 정보수집 기능, 수집정보 매칭 자료
생성 기능 등 MCU의 주요기능
차량영상 촬영 및 번호인식 기능, TCS 발권정보와 축중기
차량정보 매칭 UID생성기능 등 AVI의 주요기능
윤중을 이용하여 축중 및 총중량 측정, 높이감지기를 통한
적재고 상/하 판단 등 WIM의 주요기능
실시간 검측 차량의 데이터 표출 및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
추가 기능 등 GUI의 주요기능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적용여부
통신절차, 수신된 전문 적합여부

제어기 -

센터연계
센터 간 연계 기능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장치 간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규격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정보수집
기능요구사항
운영정보 제공
기능요구사항

센터연계 시 연계정보의 적합여부

데이터베이스의 주요기능 및 요구사항

정보수집 시 규격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의 수용여부

규격에서 요구하는 운영정보의 생성 및 제공 기능의 적합여부

4.2. 시험결과보고서

시험기관은 시험을 종료한 후에 시험 결과자료와 평가내용 및 방법을 토대로 평가를 시행하고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보고서는 적합여부 판정이 용이하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반드시 판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여
적합여부 평가 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

시험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시험결과보고서 문서번호
∙ 시험기관명
∙ 시험신청자/기관명 및 정보
∙ 피시험시스템 적용 기술기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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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적용검증시험 시 적용된 시험표준명
∙ 피시험시스템의 운영환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등 시스템 환경정보
∙ 시험항목 및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시험절차(시험환경, 시험진행 순서 등)
∙ 시험장비
∙ 각 항목별 시험결과 및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
∙ 시험자
∙ 시험결과보고서 작성날짜와 작성자 서명

시험기관은 시험결과보고서, 시험 시 산출된 자료, 시험방법 등 수행한 시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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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험 방법
1. 시스템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방법
1.1. H/W 요구사항 확인방법
1.1.1. 평가기준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H/W 개별구성요소의 최소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1.2. 시험방법

피시험기관은 부록Ⅰ. 표준적합성평가표의 H/W 개별구성요소의 H/W사양 등 피시험기관 작성
항목을 작성한 후 시험기관에 제출하고 피시험기관이 제출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시험기관은 피시험
시스템을 확인한다. 시험기관이 직접 확인 불가능한 사항은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를
피시험기관이 제시하고, 시험기관은 대안 자료의 대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세부시험절차는 부록Ⅱ. 세부시험절차를 참조하여 시험 감독관이 현장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

1.1.3. WIM 보드 요구사항
1.1.3.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WIM 보드의 동작특성, 전면판(Front Panel)규격, 기판(PCB)규격,
접속장치(Connect)규격을 확인한다.

<표 3-1> WIM 보드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CPU - Clock
Memory (SRAM)
통신 포트
동작특성

기판(PCB)
규격

회로

32Bit 급 이상의 Micro Processor로 동작주파수 168MHz 이상
2Mbyte
10/100 Mbps Ethernet Port 1EA, CAN 통신 2EA,
Serial 통신 2EA
RTC(Real Time Clock) 회로 내장

운영체계

32비트 운영체계(RTOS) 또는 F/W(Firmware) 탑재

사용전압

DC +12V

동작온도

-20℃ ~ 70℃

상대습도

5% ~ 90%

크기

100(mm)×160(mm)

재질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표면

전기적 물질의 표면 : 비부식성

두께

1.6 ~ 2.2 mm

소자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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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3U × 4HP

Reset용 Switch
전면판 규격

LED

(Front Panel)

Reset용 Switch
전원표시 LED 1개와 상태 표시 LED 2개

Earphone Jack

UPLOAD 용 Earphone Jack 1개

사용자용 Switch

사용자용 Switch 2개

UPLOAD Port

Earphone PJ-217 JACK

(Connector)

Connector Pin

J1 : 294721, 64Pin, Male

규격

Connector Pin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배정

접속장치

1.1.4. 주기판(Mother) 보드 요구사항
1.1.4.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주기판(Mother) 보드의 동작특성, 기판(PCB)규격, Power
Terminal을 확인한다.

<표 3-2> 주기판(Mother) 보드 요구사항
구분

동작특성

기판(PCB)
규격
Power
Terminal

표준규격 사양

허용전류
동작전압
데이터 전송
신호선

10A 이상
DC +12V, +24V
고속 데이터 전송과 고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작
각 신호선은 특정 Impedance에 대한 Matching과 Balance를 고려하여 제작

Decoupling과
Power 분배

주파와 저주파에 대한 Decoupling과 Power 분배를 위한 장치가 장착

PCB의 재질
Computer bus

FR-4나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
VME/ANSI 및 IE297-1, 2, 3의 규정에 준거

TIN-LEAD
PLATED type

TIN-LEAD PLATED type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사용

허용 전류

10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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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MCU 보드 요구사항
1.1.5.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MCU 보드의 동작특성, 전면판(Front Panel)규격, 기판(PCB)규격,
접속장치(Connector) 규격을 확인한다.

<표 3-3> MCU 보드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CPU-Clock

DDR3 4GB 이상

Disk

SSD 128GB 이상

RTC(Real
Time Control)
WDT(Watch
Dog Timer)
Embedded
OS(RTOS)

기판
(PCB)
규격

이상

Memory

통신 포트

동작특성

32Bit급 이상의 Micro Processor로서 동작주파수 2×2.7GHz

RS-232/422, USB(2.0) 8EA, VGA 1EA, Ethernet 2EA,
CAN 통신 2EA
RTC(Real Time Control)회로 내장
WDT(Watch Dog Timer)회로 내장
Embedded OS(RTOS) 탑재

사용전압

DC +12V

동작온도

-20℃ ~ 70℃

상대습도

5 ~ 95%

크기

100(mm)×160(mm) Double Height Europe Card

재질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표면

전기적 물질의 : 비부식성

두께

1.6 ~ 2.2 mm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크기
Switch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3U × 12HP
Reset용 Switch

전면판

LED

전원표시LED1개와 상태표시LED2개

(Front Panel)

USB

Debug 용 USB 2개

규격

상태 확인용 VGA
커넥터(DSUB

상태 확인용 VGA 커넥터(DSUB Male 15Pin) 1개

Male 15Pin)
Debug Port
접속장치

상태확인

(Connector)

Connector Pin

규격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USB(2.0) Port
VGA DSUB Male 15Pin Serial Port
J1 : DIN 294721, 64Pin, Male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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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AVI 보드 요구사항
1.1.6.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AVI 보드의 동작특성, 전면판(Front Panel)규격, 기판(PCB)규격,
접속장치(Connector) 규격을 확인한다.

<표 3-4> AVI 보드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CPU-Clock
Memory

DDR3 4GB 이상

Disk

SSD 128GB 이상

통신 포트
RTC(Real Time
동작특성

Control)회로
WDT(Watch Dog
Timer)회로
Embedded
OS(RTOS)

기판
(PCB)
규격

32Bit급 이상의 Micro Processor로서 동작주파수 2×2.7GHz 이상

RS-232/422, USB(2.0) 8EA, VGA 1EA, Ethernet 2EA,
CAN 통신 2EA
RTC(Real Time Control)회로 내장
WDT(Watch Dog Timer)회로 내장
Embedded OS(RTOS) 탑재

사용전압

DC +12V

동작온도

-20℃ ~ 70℃

상대습도

5 ~ 95%

크기

100(mm) × 160(mm) Double Height Europe Card

재질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전기적 물질의 표면
두께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크기
Switch

전면판

LED

(Front Panel)

Debug 용 USB

규격

상태 확인용 VGA
커넥터(DSUB

전기적 물질의 표면 : 비부식성
1.6 ~ 2.2 mm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3U × 12HP
Reset용 Switch
전원 표시 LED 1개와 상태 표시 LED 2개
Debug 용 USB 2개
상태 확인용 VGA 커넥터(DSUB Male 15Pin) 1개

Male 15Pin)
Debug Port
접속장치

상태확인

(Connector)

Connector Pin

규격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USB(2.0) Port
VGA DSUB Male 15Pin Serial Port
J1 : DIN 294721, 64Pin, Male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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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Signal I/O 보드 요구사항
1.1.7.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Signal I/O 보드의 장치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동작특성, 전면판
(Front Panel)규격, 기판(PCB)규격, 접속장치(Connector) 규격을 확인한다.

<표 3-5> Signal I/O 보드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CPU-Clock
Memory
(SRAM)
동작특성

통신 포트
Embedded OS

32Bit 급 이상의 Micro Processor로 동작주파수 168MHz 이상
190kbyte 이상
CAN 통신 2EA, Serial 통신 2EA
Embedded OS 이상 탑재

사용전압

DC +12V

동작온도

-20℃ ~ 70℃

상대습도

5% ~ 90%

재질
전기적 물질의
기판

표면

(PCB)

두께

규격

Unit에
사용되는 전기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비부식성
1.6 ~ 2.2 mm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소자
Serial Port
전면판

입출력 IO

(Front Panel)

커넥터

규격

PAD용 커넥터
입출력 표시용
LED

Serial 통신용 Port 5개
입출력 IO 커넥터 6개
PAD용 커넥터 4개
입출력 표시용 LED 2개

접속장치
(Connector)

Serial Port

LCB 및 TCS 통신용 Port 5개

규격
1.1.8.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Unit) 요구사항
1.1.8.1. 평가요소

다음은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Unit)의 장치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입력특성, 동작특성, 출력특성을 정의 하고 있으나, 실측이 불가능 하므로 해당 요구사항
은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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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Unit) 요구사항
구분
입력특성

출력특성

표준규격 사양

전원전압
주파수 범위

60㎐ ±3.0㎐ × (57~63㎐) 단상

출력전압

+12V

+24V

전압조정범위

±10%

±10%

최소전류

2A

1.5A

최대전류

45A

5A

리플 및 잡음
효율
입력전압 변동률
(Line Regulation)
부하변동율
(Load Regulation)
과전류 보호
(Over Current Protection)
과전압 보호
(Over Voltage Protection)
과도 입력전압
안정화율 및 회복시간
과도 부하전압
안정화율 및 회복시간
출력 단락보호
동작특성

AV 220V(190V ~ 240V) 단독 전원

입력 돌입전압
(Inrush Current)
정격 도달시간
(Rising Time)
출력 유지시간
(Hold Up Time)
누설전류
전원공급기의 EMI
최대 출력전력
On/Off 제어(Control)

150mV 이하
220VAC 입력에서 100% 부하 시 80% 이상
출력 최대부하상태에서 입력전압 변동 시 출력전압의 ±2%
이하
출력부하 전류를 최소에서 최대로 변동 시 출력전압의 ±5%
이하
내장
+12V, +24V의 출력전압이 과전압 동작점 이상이면 과전압
보호회로가 동작하며, 원인을 제거 후 전원 SWITCH를
OFF - ON 시킨 후 재 동작하여야 한다.
입력이 전압 범위에서 10ms 이내에서 급변하였을 때,
12V의 전압 변동률은 정상 입. 출력 상태에서의 ±1.5%
이내이고, 그 회복시간은 0.5ms 이하(출력 부하는 최대전류)
출력 부하전류를 최대 출력전류의 50% 범위에서 10ms이내에
급변할 때, +12V의 전압변동율은 정상 입. 출력에서의 ±3.5%
이하이고, 그 회복시간은 0.5ms 이하(입력전압은 220VAC)
출력을 GND와 10초간 단락 시킨 후 단락을 제거하여도
장치의 발열, 발화가 없으며 모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한다.
입력 220VAC, 출력 최대 부하전류 상태에서 전원 투입시의
돌입전류는 100A 이하이다.
입력전압 220VAC, 출력 최대부하 상태에서 입력 전압을
투입시 +12V의 출력전압이 0.5~11.5V까지 상승하는 시간은
100ms 이내이다.
입력전압 220VAC, 출력 최대전류 부하 상태에서 입력전압을
OFF 시, 각 출력전압은 10ms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각 출력
전압이 10%까지 하강하는 점을 측정점으로 한다.)
220VAC 입력 상태에서 각각의 입력 LINE과 FG(CASE)
간의 누설 전류는 5㎃ 이하여야 한다.
FCC 규격 PART 15 CLASS A의 기준을 만족
700W
On/Off 제어(Control) 가능

동작온도

-20℃ ~ +65℃

동작습도

0% ~ 90%

냉각방식

자연대류 공랭식 (또는 FAN 부착)

주위온도 대 출력변동
내진동

0.05% /。 K
2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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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전원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요구사항
1.1.9.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전원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의 장치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입력특성, 동작특성, 출력특성을 확인한다.

<표 3-7> 전원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동작특성

사용전압

+12V DC

동작온도

-20℃ ~ 65℃

상대습도

0% ~ 90%

크기
기판
(PCB)
규격

재질
전기적 물질의 표면
두께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크기

전면판

전원 상태 표시 LED

(Front Panel)

Ethernet 용 RJ45용

규격

Connector
전원 ON/OFF Switch

접속장치
(Connector)
규격

100(mm) × 160(mm)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비부식성
1.6 ~ 2.2 mm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3U × 4HP
전원 상태 표시 LED 1개
Ethernet 용 RJ45용 Connector 1개
전원 ON/OFF Switch 1개

유지보수 Port

Ethernet 용 RJ45 Port 1개

Connector Pin

J1 : 294721, 64Pin, Male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배정

1.1.10. 전원부 요구사항
1.1.10.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전원부의 용량을 확인한다.

<표 3-8> 전원부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UPS용량

1,304.8(VA) 이상

자동충전

충전기를 통한 자동충전

상용전원 정상 시 부하기기에 상용전원 공급

노이즈와 써지가 감소된 상용 전원을 부하기기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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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함체 요구사항
1.1.11.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함체의 구성과 실장 구성을 확인한다.

<표 3-9> 함체 요구사항
구분
외함
Subrack
유지보수

표준규격 사양
19“ EIA 규격의 Subrack과 단자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 수용될 수 있는 크기
외함 내에 19“ EAI 규격의 유닛을 수용
시스템을 기능별 유닛(모듈별)로 설계하여 유닛별 동작상태 및 고장상태를 진단하여
유지보수의 신속성 및 용이성이 보장

크기

폭 600㎜이하, 깊이 750㎜이하로 하고 설치 Module에 따라 함체 높이는 변경 가능

형상

직사각통, 앞문, 뒷문, 좌대로 기본 골격을 형

설계

모든 부분은 방우형

접속부분
제질

연속 용접하여 외관상 철판의 다른 부분과 구별이 없어야 한다.
스테인리스

잠금장치

앞문, 뒷문에는 잠금 장치를 부착

문의 경첩

견고하게 부착

설치방향

앞문은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가 되도록 설치

공기흡입용창구

주 덧문의 하반부에 공기 흡입용 창구를 설치

필터
고무 개스킷

덧문 내측에는 떼어낼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를
장착하여 외부로부터 먼지를 차단
모든 문의 내측에는 고무 개스킷을 부착

바닥

앵커볼트로 도선관(배선구멍)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

접지

함체 외부는 낙뢰 방지를 위해 접지를 실시

바닥 조립용
앵커볼트및너트

바닥 조립용 앵커볼트 및 너트를 도금 처리

습기방지처리

바닥 도선관을 통해 맨홀로부터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습기방지처리

운반 및 설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작

제작업체
label

전면의 하부에 제작업체 label를 부착

함체 바닥
케이블 인입

기본 200㎜, 최대 300㎜

Hole의 지름
사용하지
않는 Hole
Cable
인입부

볼트 조임으로 마개를 설치
고무 개스킷을 부착

1.1.12.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 요구사항
1.1.12.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의 Multi 광 Port, 동작전원, Giga-Bit
Port, 동작온도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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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Multi 광 Port

Multi 광 Port 1개 (광 컨버터)

Giga-Bit Port

Giga-Bit Port 1개(광 컨버터)
Giga-Bit Port 16개(스위칭 허브)

동작전원
동작온도

외장형 전원 어댑터 DC 5V~12V(광 컨버터)
AC 100~240V 0.2A(스위칭 허브)
-25~70℃

1.2. S/W 요구사항 확인방법
1.2.1. 평가기준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S/W 기능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2.2. 시험방법

피시험기관은 부록Ⅰ. 표준적합성평가표의 S/W 기능요구사항의 피시험기관 작성항목을 작성한 후
시험기관에 제출하고 피시험기관이 제출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시험기관은 피시험시스템을 확인한다.
시험기관은 피시험기관의 S/W 개별 기능 시연을 통하여 기능을 확인한다. 시험기관은 시연외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피시험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피시험기관은 시험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세부시험절차는 부록Ⅱ. 세부시험절차를 참조하여 시험 감독관이 현장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

1.2.3. MCU 요구사항
1.2.3.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WIM 보드, AVI 보드 정보수집 기능, 수집정보 매칭 자료 생성 기능
등 MCU의 주요기능을 확인한다.

<표 3-11> MCU S/W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WIM 보드, AVI 보드 정보수집 기능
수집정보 매칭 자료 생성 기능
수집정보 D/B 저장 및 파일 관리 기능
시설물 상태 정보 수집 기능
장애 발생 시 장애로그 수집 기능
센터 시간 동기화 및 데이터 동기화 기능

주요기능

센터 자료제공을 위한 데이터 가공 기능
WAS(web Application Server)을 통한 (가공, 제공, 연계) 웹 서비스 기능
축중센터 시스템으로 상습부정차량, 허가차량, 제원차량 정보 송수신 기능
장애복구 후 장애 시 누적된 데이터 복구
Ethernet, CAN 통신 지원
시설물 상태정보 수집 및 자가진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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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AVI 요구사항
1.2.4.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WIM 보드의 트리거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영상 촬영 및 번호인식
기능, TCS 발권정보와 축중기 차량정보 매칭 UID생성기능 등 AVI의 주요기능을 확인한다.
<표 3-12> AVI S/W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주요기능

WIM 보드의 트리거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영상 촬영 및 번호인식 기능
TCS 발권정보 수집 후 동기화 기능
TCS 발권정보와 축중기 차량정보 매칭 UID생성기능
시설물 상태 정보 및 장애 정보 수집
렌즈(조리개, 줌, 포커스), 조도센서 자동 조절 기능
테스트 촬영 및 번호인식 결과 확인 기능
영상촬영 기준 및 카메라 밝기 설정 기능
인식번호의 상습부정차량, 허가차량 차량제원 비교 기능
서비스(B/W, WL, D/W)차량 발생시 WIM보드 발권 제한 기능
초당 15장 이상의 영상을 확인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최적의 영상 1장 확보 기능
카메라 및 렌즈 제어, 정지영상 출력, 동영상 저장 기능
주변 환경변화(일출·일몰 등)에 따른 렌즈제어
Ethernet, CAN 통신 지원
시설물 상태정보 수집 및 자가진단 기능

1.2.5. WIM 요구사항
1.2.5.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윤중을 이용하여 축중 및 총중량 측정, 높이감지기를 통한 적재고 상/하
판단 등 WIM의 주요기능을 확인한다.

<표 3-13> WIM S/W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윤중을 이용하여 축중 및 총중량을 측정
높이감지기를 통한 적재고 상/하 판단
축조작 단속기능

주요기능

VMS 단속문구 표출 신호출력
TCS 발권회수 신호전송
Ethernet, CAN 통신 지원
장애복구 후 장애 시 누적된 데이터 복구

1.2.6. GUI(Graphic User Interface) 요구사항
1.2.6.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실시간 검측 차량의 데이터 표출 및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 추가 기능
등 GUI(Graphic User Interface)의 주요기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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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GUI(Graphic User Interface)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실시간 검측 차량의 데이터 표출 및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 추가 기능
단속차량 별도 창을 통한 단속정보 표출, 제한차량확인서 자동 출력
취득 차량이미지와 차량번호판 이미지 및 인식 차량번호 표출
검측차량 중 최근 발생한 제한차량 5건의 고유ID(검측시간_차로_시리얼번호) 표출
차량번호판 이미지와 실시간 검측 데이터 리스트(5 or 10) 제공
차량번호판 이미지 클릭 시 선택한 데이터의 상세정보 표출

주요기능

축중기 연계 시설물 통신상태 이미지(아이콘) 표출
축중기 시스템자원정보, 검측설정정보 표출
검측 위반 발생 시 해당차량 2회 추가 검측 기능
2차, 3차 검측 데이터를 1차 검측 데이터의 추가 검측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과적 차량 선택 시 해당 차량을 2차/3차 검측 데이터로 등록 해제 하는 기능
검색조건에 의해 검색된 데이터의 화면 표출 및 보고서 출력, csv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2.7.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요구사항
1.2.7.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의 적용여부를 확인한다.

<표 3-15>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제한대상 차량을 제외한 검지된 차량정보는 해시함수의 일종인 HMAC-MD5를 이용 암호화
차량번호는 암호화 Key를 이용해 hash 생성

주요기능

Key 센터를 통해 분배된 Key 값을 이용해 UID로 변환하여 축중정보수집센터로 전송
암호화된 UID로 운영기관의 자료보관 주기 동안 보관 후 삭제
입구차로 차량번호 인식 실패 시 출구차로 발권교환정보 검색을 통해 차량번호 추출

2.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준수여부 확인 방법
2.1 통합축중제어기-센터 간 연계
2.1.1 인터페이스 시험
2.1.1.1 전문전송시험
a) 수집전문인터페이스 시험
1)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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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수집전문 인터페이스 시험 방법

(

a)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을 수신한다.

(b)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c)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d)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일반전문은 아래와 같다.

<표 3-16> 수집전문인터페이스 일반전문

일반전문

W0100
W0100
W0100
W0100
W0100
W0100
W0100
W0100
W0100

0010
0020
0030
0040
0050
0060
0070
0100
0110

시설물 정보
축중기 시스템 설정
축중 제어기 상태
영상 제어기 상태
편차조정 정보
W/L(운행허가 차량 등록) 변경분 정보
B/L(축중 의심차량 등록) 변경분 정보
패드당 검측대수
BL/WL 마스터 및 변경분 재요청

※ 수집전문인터페이스 중 패드 당 검측대수 정보의 경우 일마감시 발생하는 정보로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별도 진행한다.
(a) 제어기로부터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을 수신한다.
(b)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에서 W01000100의 규격을 검증한다.
(c)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d)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2) 평가 내용

(a) 통신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b)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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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배포전문인터페이스 시험
1) 시험 방법

[그림 3-2]배포전문인터페이스 시험 방법

(

a) 시험시스템은 인터페이스 ID에서 정보를 선택한다.

(b) 시험시스템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c)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d)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e)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일반전문은 아래와 같다.

<표 3-17> 배포전문인터페이스 일반전문
W1100

0010

일마감 수집시간변경 요청

W1100

0020

센터서버 설정정보변경 요청

W1100

0030

면탈 의심차량 영상정보 요청

W1100

0050

파일/전문 즉시 재요청

일반전문

※ 배포전문인터페이스 중 면탈 의심차량 영상정보 요청의 경우 영상파일 저장과 연계돼 동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다.
(a) 시험시스템의 인터페이스 ID 에서 W11000030을 선택한다.
(b) 시험시스템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c)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d)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e)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f) 검증완료 후 영상파일이 저장될 경우, 해당 파일을 열어 정상적으로 영상이미지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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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내용

(a) 통신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b)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1.1.2. 파일전송시험
a) 수집파일인터페이스 시험
1) 시험 방법

[그림 3-3]수집파일인터페이스 시험 방법

(a) 제어기로부터 파일전문을 수신한다.
(b)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c)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d)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파일전문은 아래와 같다.
<표 3-18> 수집파일인터페이스 파일전문

파일전문

W3100
W3100
W3100
W3103
W3103

0010
0020
0100
0010
0100

저속 - 축중기 검측정보
저속/고속 - 면탈의심 영상정보 적발차량 영상정보(일마감)
저속-축중기 일마감정보
하이패스 축중기 검측정보
하이패스 축중기 검측정보

※ 수집파일인터페이스 중저속/고속 - 면탈의심 영상정보 적발차량 영상정보의 경우 일마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한다.
(a) 제어기로부터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을 수신한다.
(b)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에서 W31000020의 규격을 검증한다.
(c)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d)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e) 검증완료 후 영상파일이 저장될 경우, 해당 파일을 열어 정상적으로 영상이미지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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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내용

(a) 통신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b) 수신된 파일전문의 규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b) 배포파일인터페이스 시험
1) 시험 방법

[그림 3-4]배포파일인터페이스 시험 방법
(a) 시험시스템의 인터페이스 ID 에서 정보를 선택한다.
(b) 시험시스템은 파일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c)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하고 규격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d)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e)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파일전문은 아래와 같다.

<표 3-19> 배포파일인터페이스 파일전문

파일전문

W4100

0010

블랙리스트 마스터

W4100

0020

블랙리스트 변경분

W4100

0030

허가차량 마스터

W4100

0040

허가차량 변경분

W4100

0050

차량제원 마스터

W4100

0060

영업소정보 마스터

2) 평가 내용

(a) 통신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b) 수신된 파일전문의 규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1.2. 센터연계 기능요구사항 확인방법
2.1.2.1. 평가기준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센터연계 기능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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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시험방법

피시험기관은 부록Ⅰ. 표준적합성평가표의 센터연계 기능요구사항의 피시험기관 작성항목을 작성한
후 시험기관에 제출하고 피시험기관이 제출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시험기관은 피시험시스템을 확인한다.
시험기관이 직접 확인 불가능한 사항은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를 피시험기관이 제시하고,
시험기관은 대안 자료의 대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2.1.2.3.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센터연계 시 연계정보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표 3-20> 센터연계 기능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검측한 차량검측정보
제한차량 및 센터 요청차량 영상정보
TCS 관련정보(통행권 발행정보)

주요기능

단속정보(단속차량 및 단속항목 등)
시설물 상태 및 동작정보 (제어기들, 카메라, 대수분리기, PAD, 적재고)
운영환경정보(축중제어기 및 영상제어기)
편차조정 정보

2.2. 시스템 기능요구사항
2.2.1. 평가기준

운행 제한차량 스마트 단속설비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능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2.2. 시험방법

피시험기관은 부록Ⅰ. 표준적합성평가표의 시스템 기능요구사항의 피시험기관 작성항목을 작성한
후 시험기관에 제출하고 피시험기관이 제출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시험기관은 피시험시스템을 확인한다.
시험기관이 직접 확인 불가능한 사항은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를 피시험기관이 제시하고,
시험기관은 대안 자료의 대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세부시험절차는 부록Ⅱ. 세부시험절차를 참조하여 시험 감독관이 현장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

2.2.3. 데이터베이스 기능요구사항 확인방법
2.2.3.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주요기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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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데이터베이스 기능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주요기능

수집된 정보(실시간 단속, 시설물관리)를 센터로 전송
현장 장비 정보의 보관주기는 1년

2.2.4. 정보수집 기능요구사항 확인방법
2.2.4.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수집의 기능요구사항을 확인한다.

<표 3-22> 정보수집 기능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영상제어기 상태 및 설정정보
화물차량 영상 및 차량번호

주요기능

TCS정보(일시, 차로, 발권번호 등)
축중제어기 시스템 설정정보
차로장치(대수분리기, 적재고, PAD) 상태정보
편차조정 및 유지보수 정보

2.2.5. 운영정보 기능요구사항 확인방법
2.2.5.1. 평가요소

규격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정보의 기능요구사항을 확인한다.

<표 3-23> 운영정보 기능요구사항
구분

표준규격 사양
암호화된 UID 생성(TCS 입구정보 or 사무실정보, 차량번호)
차량 검측정보(윤중량, 축중량, 총중량, 높이초과여부, 부정진입 판단)를 웹 페이지로 제공
상습부정차량 검출정보

주요기능

허가차량 검출정보
축조작 판단정보
VMS 정보제공(계도문구, 단속문구)
보고서 출력(제한차량확인서, 일일검측현황, 위반차량 적발대장 등)
제한차량 단속정보 프린트 자동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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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험 평가
시험 평가방법은 제2장의 4.1 평가방법을 따른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3장 시험방법
에서 세부항목별로 제시된 평가내용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평가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제시한다.

1. 시스템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결과 평가

시스템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1> 시스템 규격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확인항목

1.1

1.2

H/W 요구사항

S/W 요구사항

세부항목

평가기준

1.1.1 WIM 보드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2 주기판(Mother) 보드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3 MCU 보드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4 AVI 보드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5 Signal I/O 보드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6 직류 전원 장치(DC Power Supply)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7 전원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8 전원부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9 함체(Cabinet)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1.10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2.1 MCU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2.2 AVI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2.3 WIM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2.4 GUI(Graphic User Interface)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1.2.5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요구사항

적합/부적합

2.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결과 평가

장치 간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 준수여부 확인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2> 장치 간 인터페이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확인항목
2.1

2.2

세부항목

평가기준

통합축중제어기

2.1.1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여부 확인

적합/부적합

- 센터 간 연계

2.1.2 센터연계 기능요구사항 확인

적합/부적합

2.2.1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확인

적합/부적합

2.2.2 정보수집 기능요구사항 확인

적합/부적합

2.2.3 운영정보 제공 기능요구사항 확인

적합/부적합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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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표준적합성평가표
Ⅰ

Ⅰ

.1 H/W 요구사항 확인

.1.1 WIM 보드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CPU Clock
Memory
(SRAM)
동작
특성

통신
포트
회로
운영체계
사용전압
동작온도
상대습도
크기
재질

기판
(PCB)
규격

접속
장치
(Connec
tor)

규격

2Mbyte
10/100 Mbps Ethernet
Port 1EA, CAN 통신 2EA,
Serial 통신 2EA
RTC(Real Time Clock)
회로 내장
32비트 운영체계(RTOS) 또는
F/W(Firmware) 탑재
DC +12V
-20℃ ~ 70℃
5% ~ 90%
100(mm)×160(mm)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표면

전기적 물질의 표면 : 비부식성

두께

1.6 ~ 2.2 mm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3U × 4HP

소자

전면판
(Front
Panel)
규격

- 도입되는 장비의 WIM 보드 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동작특성
- 전면판(Front Panel)규격
- 기판(PCB) 규격
- 접속장치(Connector) 규격
확인
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 ×) 고
32Bit 급 이상의 Micro
Processor로 동작주파수
168MHz 이상

크기
Reset용
Switch
LED
Earphone
Jack
사용자용
Switch
UPLOA
D Port
Connec
tor Pin
Pin 배정

Reset용 Switch
전원표시 LED 1개와
상태 표시 LED 2개
UPLOAD 용 Earphone
Jack 1개
사용자용 Switch 2개
Earphone PJ-217 JACK
J1 : 294721, 64Pin, Male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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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2 주기판(Mother) 보드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허용전류
동작전압
데이터
전송
동작
특성

신호선
Decoupling과
Power
분배
PCB의
재질
Computer
bus
PCB 두께
동판의
두께
구조

기판
(PCB)
규격

Signal
Line의
Impedance
RFI/EMI
emission/
Susceptibility
/Crosstalk
Ground
Layer
잡음, 간섭
VCC
Layer

전력분배

Power
Terminal

TIN-LEAD
PLATED
type
허용 전류

- 도입되는 장비의 주기판(Mother) 보드 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동작특성
- Power Terminal
- 기판(PCB)규격
확인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 ×)
10A 이상
DC +12V, +24V
고속 데이터 전송과 고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작
각 신호선은 특정 Impedance에 대한
Matching과 Balance를 고려하여
제작
주파와 저주파에 대한
Decoupling과 Power 분배를
위한 장치가 장착
FR-4나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
VME/ANSI 및 IE297-1, 2,
3의 규정에 준거
2.4t 이상
70μm
Strip line 구조로 된 2 Layer
이상으로 제작
120Ω
RFI/EMI
emission/Susceptibility/
Crosstalk 등을 최소화
Power분배를 최대화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1 Oz. 동판(3U, 19inch
기준) Ground Layer
Signal Line과 Virtual Ground
들과의 잡 음 과 간 섭 을 최 소 화
Power 분배를 최대화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1 Oz. 동판(3U, 19inch
기준) VCC Layer
전력분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각 전원과 Ground에 관련된
Power Terminal이나 Power
Connector를 2개 이상 분산
배치
TIN-LEAD PLATED type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사용
10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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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Ⅰ

.1.3 MCU 보드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표준규격 사양
CPU
Clock

Memory
Disk
통신 포트
동작
특성

RTC
(Real Time
Control)
WDT
(Watch Dog
Timer)
Embedded OS
(RTOS)
사용전압
동작온도
상대습도
크기

기판
(PCB)
규격

전면판
(Front
Panel)
규격

재질
표면
두께
전기소자
크기
Switch
LED
USB
VGA 커넥터
Debug
Port

접속장치
(Connec
tor)
규격

- 도입되는 장비의 MCU 보드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확인한다.
- 동작특성
- 기판(PCB)규격

상태확인
Connector
Pin
Pin 배정

32Bit급 이상의 Micro
Processor로서 동작주파수
2×2.7GHz 이상
DDR3 4GB 이상
SSD 128GB 이상
RS-232/422, USB(2.0)
8EA, VGA 1EA, Ethernet
2EA, CAN 통신 2EA
RTC(Real Time Control)회로
내장
WDT(Watch Dog Timer)회로
내장
Embedded OS(RTOS) 탑재
DC +12V
-20℃ ~ 70℃
5 ~ 95%
100(mm)×160(mm)
Double Height Europe
Card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전기적 물질의 : 비부식성
1.6 ~ 2.2 mm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3U × 12HP
Reset용 Switch
전원표시LED1개와
상태표시LED2개
Debug 용 USB 2개
상태 확인용 VGA 커넥터(DSUB
Male 15Pin) 1개
USB(2.0) Port
VGA DSUB Male 15Pin
Serial Port
J1 : DIN 294721, 64Pin,
Male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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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 전면판(Front Panel)규격
- 접속장치(Connector) 규격
확인
비
대상기관 사양
(○, ×) 고

Ⅰ

.1.4 AVI 보드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CPU
Clock
Memory
Disk
통신 포트
동작
특성

RTC
(Real Time
Control)회로
WDT
(Watch Dog
Timer)회로
Embedded OS
(RTOS)
사용전압
동작온도
상대습도
크기

기판
(PCB)
규격

재질
물질의 표면
두께
전기소자
크기
Switch

전면판
(Front
Panel)
규격

접속
장치
(Connec
tor)
규격

LED
Debug 용
USB
VGA
커넥터
Debug
Port
상태확인
Connector
Pin
Pin 배정

- 도입되는 장비의 AVI 보드 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동작특성
- 전면판(Front Panel)규격
- 기판(PCB)규격
- 접속장치(Connector) 규격
확인
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 ×) 고
32Bit급 이상의
Micro Processor로서
동작주파수 2×2.7GHz 이상
DDR3 4GB 이상
SSD 128GB 이상
RS-232/422, USB(2.0) 8EA,
VGA 1EA, Ethernet 2EA,
CAN 통신 2EA
RTC(Real Time Control)회로
내장
WDT(Watch Dog Timer)회로 내장
Embedded OS(RTOS) 탑재
DC +12V
-20℃ ~ 70℃
5 ~ 95%
100(mm) × 160(mm) Double
Height Europe Card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비부식성
1.6 ~ 2.2 mm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3U × 12HP
Reset용 Switch
전원 표시 LED 1개와 상태
표시 LED 2개
Debug 용 USB 2개
상태 확인용 VGA 커넥터(DSUB
Male 15Pin) 1개
USB(2.0) Port
VGA DSUB Male 15Pin
Serial Port
J1 : DIN 294721, 64Pin, Male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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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5 Signal I/O 보드

- 도입되는 장비의 Signal I/O 보드 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평가기준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동작특성
- 기판(PCB)규격

평가요소

구분

표준규격 사양

CPU
Clock
Memory
동작

(SRAM)

특성

통신 포트
Embedded
OS
사용전압
동작온도
상대습도
재질

기판
(PCB)
규격

대상기관 사양

32Bit 급 이상의 Micro
Processor로
동작주파수 168MHz
이상
190kbyte 이상
CAN 통신 2EA, Serial
통신 2EA
Embedded OS 이상 탑재
DC +12V
-20℃ ~ 70℃
5% ~ 90%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물질의
표면
두께
전기소자
D-SUB
9Pin

전면판

Male

(Front

입출력 IO

Panel)

커넥터

규격

- 전면판(Front Panel)규격
- 접속장치(Connector) 규격

PAD용
커넥터
LED

비부식성
1.6 ~ 2.2 mm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Serial 통신용 D-SUB
9Pin Male 5개

입출력 IO 커넥터 6개

PAD용 커넥터 4개
입출력 표시용 LED 2개

접속
장치
(Connec
tor)

Serial
Port

LCB 및 TCS 통신용
D-SUB 9Pin Male 5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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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비

(○, ×)

고

Ⅰ

.1.6 전원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 도입되는 장비의 전원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동작특성
- 전면판(Front Panel)규격
- 기판(PCB)규격
- 접속장치(Connector) 규격
확인
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 ×) 고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동작
특성

사용전압

+12V DC

동작온도

-20℃ ~ 65℃

상대습도

0% ~ 90%

크기
기판
(PCB)
규격

100(mm) × 160(mm)

재질
물질의 표면
두께

1.6 ~ 2.2 mm

전기 소자

전면판
(Front
Panel)
규격

기본 회로 심벌을 사용하여 표시

크기

3U × 4HP

LED

전원 상태 표시 LED 1개

Connector

접속
장치
(Connec
tor)
규격

NEMA(FR-4) Glass
Epoxy(내열성) 규격 또는
동등한 재질
비부식성

전원
ON/OFF
Switch
유지보수
Port
Connector
Pin
Pin 배정

Ethernet 용 RJ45용
Connector 1개
전원 ON/OFF Switch 1개
Ethernet 용 RJ45 Port 1개
J1 : 294721, 64Pin, Male
Data 입출력 Connector Pin
배정

Ⅰ

.1.7 전원부 H/W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 도입되는 장비의 전원부 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UPS용량
- 상용전원 정상 시 부하기기에
상용전원 공급
- 자동충전
표준규격 사양

UPS용량

1,304.8(VA) 이상

자동충전

충전기를 통한 자동충전

상용전원 정상 시
부하기기에
상용전원 공급

대상기관 사양

노이즈와 써지가 감소된 상용
전원을 부하기기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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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

비
고

Ⅰ

.1.8 함체(Cabinet)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외함

함체
구성

Subrack

시스템
설계

- 도입되는 장비의 함체(Cabinet) 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함체 구성
- 사양
확인
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 ×) 고
19“ EIA 규격의 Subrack과
단자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
수용될 수 있는 크기
외함 내에 19“ EAI 규격의
유닛을 수용
시스템을 기능별
유닛(모듈별)로 설계하여
유닛별 동작상태 및 고장상태를
진단하여 유지보수의 신속성 및
용이성이 보장

크기

폭 600㎜이하, 깊이
750㎜이하로 하고 설치
Module에 따라 함체 높이는
변경 가능

형상

직사각통, 앞문, 뒷문, 좌대로
기본 골격을 형

함체
설계

모든 부분은 방우형

접속
부분

연속 용접하여 외관상 철판의
다른 부분과 구별이 없어야
한다.

제질
잠금
장치
문의
경첩

스테인리스

설치
방향

앞문은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가 되도록 설치

공기
흡입용
창구

주 덧문의 하반부에 공기
흡입용 창구를 설치

앞문, 뒷문에는 잠금 장치를 부착
견고하게 부착

사양

필터

덧문 내측에는 떼어낼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를
장착하여 외부로부터 먼지를
차단

- 34 -

고무
개스킷

Ⅰ

모든 문의 내측에는 고무
개스킷을 부착

바닥

앵커볼트로 도선관(배선구멍)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

접지

함체 외부는 낙뢰 방지를 위해
접지를 실시

바닥
조립용
앵커볼트
및
너트

바닥 조립용 앵커볼트 및 너트를
도금 처리

습기방지
처리
운반
및
설치

바닥 도선관을 통해 맨홀로부터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습기방지처리

제작업체
label
함체
바닥
케이블
인입
Hole의
지름
사용하지
않는
Hole
Cable
인입부

전면의 하부에 제작업체 label를
부착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작

기본 200㎜, 최대 300㎜

볼트 조임으로 마개를 설치
고무 개스킷을 부착

.1.9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Multi 광 Port
Giga-Bit Port

- 도입되는 장비의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 H/W 사양이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양과 최소한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Multi 광 Port
- 동작전원
- Giga-Bit Port
- 동작온도
확인
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 ×) 고
Multi 광 Port 1개 (광 컨버터)
Giga-Bit Port 1개(광 컨버터)
Giga-Bit Port 16개(스위칭 허브)
외장형 전원 어댑터 DC 5V~12V

동작전원

(광 컨버터)
AC 100~240V 0.2A(스위칭 허브)

동작온도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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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2 S/W 기능요구사항 확인

.2.1 MCU

평가기준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MCU S/W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요소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MCU S/W 주요기능

구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확인
(○, ×)

비
고

WIM 보드, AVI 보드 정보수집기능
수집정보 매칭 자료 생성 기능
수집정보 D/B 저장 및 파일 관리 기능
시설물 상태 정보 수집 기능
장애 발생 시 장애로그 수집 기능
센터 시간 동기화 및 데이터 동기화 기능
주요기능

센터 자료제공을 위한 데이터 가공 기능
WAS(web Application Server)을 통한
(가공, 제공, 연계) 웹 서비스 기능
축중센터 시스템으로 상습부정차량, 허가차량,
제원차량 정보 송수신 기능
장애복구 후 장애 시 누적된 데이터 복구
Ethernet, CAN 통신 지원
시설물 상태정보 수집 및 자가진단 기능

Ⅰ

.2.2 AVI

평가기준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AVI S/W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요소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AVI S/W 주요기능

구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WIM 보드의 트리거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영상 촬영 및
번호인식 기능
TCS 발권정보 수집 후 동기화 기능

주요기능

TCS 발권정보와 축중기 차량정보
매칭 UID생성기능
시설물 상태 정보 및 장애 정보 수집
렌즈(조리개, 줌, 포커스),
조도센서 자동 조절 기능
테스트 촬영 및 번호인식 결과 확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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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

비
고

영상촬영 기준 및 카메라 밝기 설정 기능
인식번호의 상습부정차량,
허가차량 차량제원 비교 기능
서비스(B/W, WL, D/W)차량 발생시
WIM보드 발권 제한 기능
초당 15장 이상의 영상을 확인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최적의
영상 1장 확보 기능
카메라 및 렌즈 제어, 정지영상
출력, 동영상 저장 기능
주변 환경변화(일출·일몰 등)에 따른
렌즈제어
Ethernet, CAN 통신 지원
시설물 상태정보 수집 및 자가진단 기능

Ⅰ

.2.3 WIM

평가기준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WIM S/W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요소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WIM S/W 주요기능

구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확인
(○, ×)

비
고

윤중을 이용하여 축중 및 총중량을 측정
높이감지기를 통한 적재고 상/하 판단
축조작 단속기능
주요기능

VMS 단속문구 표출 신호출력
TCS 발권회수 신호전송
Ethernet, CAN 통신 지원
장애복구 후 장애 시 누적된 데이터 복구

Ⅰ

.2.4 GUI(Graphic User Interface)

평가기준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S/W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요소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S/W
주요기능

구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주요기능

실시간 검측 차량의 데이터 표출 및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 추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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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

비
고

단속차량 별도 창을 통한 단속정보
표출, 제한차량확인서 자동 출력
취득 차량이미지와 차량번호판
이미지 및 인식 차량번호 표출
검측차량 중 최근 발생한 제한차량 5건의
고유ID(검측시간_차로_시리얼번호) 표출
차량번호판 이미지와 실시간 검측
데이터 리스트(5 or 10) 제공
차량번호판 이미지 클릭 시 선택한
데이터의 상세정보 표출
축중기 연계 시설물 통신상태
이미지(아이콘) 표출
축중기 시스템자원정보,
검측설정정보 표출
검측 위반 발생 시 해당차량 2회
추가 검측 기능
2차, 3차 검측 데이터를 1차 검측
데이터의 추가 검측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과적 차량 선택 시 해당 차량을 2차/3차
검측 데이터로 등록 해제 하는 기능
검색조건에 의해 검색된 데이터의
화면 표출 및 보고서 출력,
csv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Ⅰ

.2.5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평가기준
평가요소
구분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S/W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S/W 주요기능
확인
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 ×) 고
제한대상 차량을 제외한 검지된
차량정보는 해시함수의 일종인
HMAC-MD5를 이용 암호화
차량번호는 암호화 Key를 이용해
hash 생성

주요기능

Key 센터를 통해 분배된 Key
값을 이용해 UID로 변환하여
축중정보수집센터로 전송
암호화된 UID로 운영기관의
자료보관 주기 동안 보관 후 삭제
입구차로 차량번호 인식 실패 시
출구차로 발권교환정보 검색을
통해 차량번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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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 통합축중제어기-센터 간 연계 확인

NO

구성

전
송
방
식

인터페이스ID
데이터명

송수신
형태

작업
구분

업무
구분

1

W0100

0010

시설물 정보

발생시

2

W0100

0020

축중기 시스템 설정

발생시

3

W0100

0030

축중 제어기 상태

5분 주기

4

W0100

0040

영상 제어기 상태

5분 주기

W0100

0050

편차조정 정보

발생시

W0100

0060

W/L(운행허가 차량 등록)
변경분 정보

발생시

W0100

0070

B/L(축중 의심차량 등록)
변경분 정보

발생시

W0100

0100

패드당 검측대수

일마감

W0100

0110

BL/WL 마스터 및 변경분
재요청

발생시

W3100

0010

저속 - 축중기
검측정보

5분 주기

W3100

0020

저속/고속 - 면탈의심
영상정보 적발차량
영상정보(일마감)

일마감

W3100

0100

W3103

0010

W3103

0100

W1100

0010

일마감 수집시간변경
요청

발생시

W1100

0020

센터서버 설정 정보변경
요청

발생시

W1100

0030

면탈 의심차량 영상정보
요청

발생시

W1100

0050

파일/전문 즉시 재요청

발생시

W4100

0010

블랙리스트 마스터

1일 1회

W4100

0020

블랙리스트 변경분

5분 주기

W4100

0030

허가차량 마스터

1일 1회

W4100

0040

허가차량 변경분

5분 주기

W4100

0050

차량제원 마스터

1일 1회

W4100

0060

영업소정보 마스터

1일 1회

5

일
반
전
문

6
7
8
9
10

제어기
→
축중
센터

11

파
일
전
문

12

13
일
반
전
문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축중
센터
→
제어기
파
일
전
문

저속 - 축중기
일마감정보
하이패스 축중기 검측정
보
하이패스 축중기 검측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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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마감
5분 주기
일마감

Pass

Fail

비
고

.4 시스템 기능요구사항 확인

Ⅰ

Ⅰ

.4.1 센터연계 기능요구사항 확인

평가기준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센터연계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요소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센터연계 주요기능

구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확인
(○, ×)

비
고

검측한 차량제원정보
제한차량 및 센터 요청차량 영상정보
TCS 관련정보 (통행권 발행정보)
주요기능

단속정보(단속차량 및 단속항목 등)
시설물 상태 및 동작정보 (제어기들,
카메라, 대수분리기, PAD, 적재고)
운영환경정보(축중제어기 및 영상제어기)
편차조정 정보

Ⅰ

.4.2 데이터베이스 기능요구사항 확인

평가기준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요소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주요기능

구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확인
(○, ×)

비
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주요기능

수집된 정보(실시간 단속, 시설물관리)
를 센터로 전송
현장 장비 정보의 보관주기는 1년

Ⅰ

.4.3 정보수집 기능요구사항 확인

평가기준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수집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요소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수집 주요기능

구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영상제어기 상태 및 설정정보
화물차량 영상 및 차량번호
TCS정보 (일시, 차로, 발권번호 등)
주요기능

축중제어기 시스템 설정정보
차로장치(대수분리기, 적재고, PAD)
상태정보
편차조정 및 유지보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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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

비
고

Ⅰ

.4.4 운영정보 기능요구사항 확인

평가기준

- 규격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영정보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평가요소

- 규격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영정보 주요기능

구분

표준규격 사양

대상기관 사양

암호화된 UID 생성(TCS 입구정보
or 사무실정보, 차량번호)
차량 검측정보(윤중량, 축중량,
총중량, 높이초과여부, 부정진입
판단)를 웹 페이지로 제공
상습부정차량 검출정보
주요기능

허가차량 검출정보
축조작 판단정보
VMS 정보제공(계도문구, 단속문구)
보고서 출력(제한차량확인서,
일일검측현황, 위반차량 적발대장 등)
제한차량 단속정보 프린트 자동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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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

비
고

부록 II . 세부시험절차
Ⅱ

Ⅱ

.1 H/W 세부시험절차

.1.1 WIM 보드

구분

세부시험 절차

CPU - Clock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의 CPU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 CPU 사양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시험용 PC를 WIM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2.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3. 부팅 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Memory
(SRAM)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의 RAM 사양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 Memory 사양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시험용 PC를 WIM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2.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3. 부팅 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통신 포트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통신포트 요구사항에 따른 포트의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회로

1. 시험용 PC를 WIM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2. RTC cmd 이용 시간확인

운영체계

1. 시험용 PC를 WIM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2.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3. 운영체제를 확인한다.

사용전압

전압측정기로 전압을 측정한다.

동작온도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상대습도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동작
특성

기판
(PCB)
규격

전면판
(Front Panel)
규격

크기

1. WIM보드를 탈착한다.
2.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재질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표면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두께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소자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 실장면의 인쇄상태를 확인한다.

크기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전면판을 측정자로 실측한다.

Reset용
Switch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전면판의 스위치를 확인한다.

LED
Earphone
Jack
사용자용
Switch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전면판의 LED를 확인한다.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전면판의 UPLOAD용 Earphone Jack을 확인한다.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전면판의 사용자 스위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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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 Port

1,
2.
3.
4.
5.
1,
2.
3.

Connector Pin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후면 VMS 커넥터를 확인한다.

접속장치
(Connector)
규격

Pin 배정

Ⅱ

제어기 UPDATE 확인
제어기에 전원을 인가한다.
시험용 PC를 UPLOAD port에 연결한다.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UPDATE 파일을 이용하여 제어기 UPDATE를 실행한다.
프로그램 변경동작을 확인한다.
원격 UPDATE 확인
제어기에 전원을 인가한다.
시험용 PC에서 TELNET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원격 UPDATE 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지 확인한다.

1. WIM 보드를 탈착한다.
2. 후면 VMS 커넥터의 Data 입출력 PIN 배정을 확인한다.

.1.2 주기판(Mother) 보드

구분

동작
특성

세부시험 절차
허용전류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동작전압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데이터 전송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신호선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Decoupling과
Power 분배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기판
(PCB)
규격

PCB의 재질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Computer bus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Power Terminal

TIN-LEAD
PLATED type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허용 전류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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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3 MCU 보드

구분

세부시험 절차

CPU-Clock

Memory

동작
특성

Disk

통신 포트
RTC
(Real Time Control)
WDT
(Watch Dog Timer)
Embedded OS
(RTOS)

기판
(PCB)
규격

사용전압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동작온도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상대습도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크기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재질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표면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두께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크기
Switch

전면판
(Front
Panel)
규격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의 CPU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 CPU 사양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시험용 PC를 MCU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2.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3. 부팅 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의 RAM 사양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 Memory 사양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시험용 PC를 MCU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2.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3. 부팅 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SSD의 장착여부를 확인한다.
3. 시스템 전원 인가 후 디스크 용량을 확인한다.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통신포트 요구사항에 따른 포트의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RTC 회로 내장 여부를 확인한다.
1. 시험용 PC를 이용하여 MCU 보드의 디버그 포트에 접속한다.
2. WDT 명령어를 이용하여 WDT를 정지시킨다.
3. 시스템 재부팅을 확인한다.
1. MCU 보드 장착 상태에서 시스템을 부팅한다.
2. Embedded OS의 사양을 확인한다.

LED
USB
상태 확인용
VGA 커넥터
(DSUB Male 15Pin)

1.
2.
1.
2.
1.
2.
1.
2.
1.
2.
1.
2.

MCU 보드를 탈착한다.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MCU 보드를 탈착한다.
보드 실장면의 인쇄상태를 확인한다.
MCU 보드를 탈착한다.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MCU 보드를 탈착한다.
전면판의 스위치를 확인한다.
MCU 보드를 탈착한다.
전면판의 LED를 확인한다.
MCU 보드를 탈착한다.
전면판의 USB를 확인한다.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전면판의 DSUB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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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 Port
접속장치
(C o n n e c
to r)
규격

상태확인
Connector Pin
Pin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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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시험시스템에 전원을 인가한다.
2. USB port에 휴대용 메모리를 장착한다.
3. 외장 USB 인식여부를 확인한다.
1.
2.
3.
1.
2.
1.
2.

피시험시스템에 전원을 인가한다.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한다.
화면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MCU 보드를 탈착한다.
후면 VMS 커넥터를 확인한다.
MCU 보드를 탈착한다.
후면 VMS 커넥터의 Data 입출력 PIN 배정을 확인한다.

.1.4 AVI 보드

구분

세부시험 절차

CPU-Clock

Memory

동작
특성

Disk

통신 포트
RTC
(Real Time
Control)회로
WDT
(Watch Dog
Timer)회로
Embedded OS
(RTOS)
사용전압
동작온도
상대습도
크기
기판
(PCB)
규격

재질
전기적 물질의 표면
두께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1. AVI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의 CPU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 CPU 사양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시험용 PC를 AVI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2.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3. 부팅 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1. AVI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의 RAM 사양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 Memory 사양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시험용 PC를 AVI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2.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3. 부팅 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SSD의 장착여부를 확인한다.
3. 시스템 전원 인가후 디스크 용량을 확인한다.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통신포트 요구사항에 따른 포트의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RTC 회로 내장 여부를 확인한다.
1. 시험용 PC를 이용하여 MCU 보드의 디버그 포트에 접속한다.
2. WDT 명령어를 이용하여 WDT를 정지시킨다.
3. 시스템 재부팅을 확인한다.
1. MCU 보드 장착 상태에서 시스템을 부팅한다.
2. Embedded OS의 사양을 확인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1. AVI 보드를 탈착한다.
2.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1. AVI 보드를 탈착한다.
2.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1. AVI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 실장면의 인쇄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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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Switch
전면판
(Front Panel)
규격

LED
Debug 용 USB
상태 확인용 VGA
커넥터
(DSUB Male 15Pin)

상태확인
Connector Pin
Pin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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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 보드를 탈착한다.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AVI 보드를 탈착한다.
전면판의 스위치를 확인한다.
AVI 보드를 탈착한다.
전면판의 LED를 확인한다.
AVI 보드를 탈착한다.
전면판의 USB를 확인한다.

1. AVI 보드를 탈착한다.
2. 전면판의 DSUB를 확인한다.
1.
2.
3.
1.
2.
3.
1.
2.
1.
2.

Debug Port

접속장치
(Connector)
규격

1.
2.
1.
2.
1.
2.
1.
2.

피시험시스템에 전원을 인가한다.
USB port에 휴대용 메모리를 장착한다.
외장 USB 인식여부를 확인한다.
피시험시스템에 전원을 인가한다.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한다.
화면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AVI 보드를 탈착한다.
후면 VMS 커넥터를 확인한다.
AVI 보드를 탈착한다.
후면 VMS 커넥터의 Data 입출력 PIN 배정을
확인한다.

.1.5 Signal I/O 보드

구분

동작
특성

기판
(PCB)
규격

세부시험 절차

CPU-Clock

1.
2.
1.
2.
3.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보드의 CPU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CPU 사양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시험용 PC를 Signal I/O 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부팅 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Memory
(SRAM)

1.
2.
1.
2.
3.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보드의 RAM 사양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Memory 사양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시험용 PC를 Signal I/O 보드의 debug port에 연결한다.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부팅 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통신 포트

1. MCU 보드를 탈착한다.
2. 통신포트 요구사항에 따른 포트의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Embedded OS

1. MCU 보드 장착 상태에서 시스템을 부팅한다.
2. Embedded OS의 사양을 확인한다.

사용전압

공인 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서류로 확인한다.

동작온도

공인 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서류로 확인한다.

상대습도

공인 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서류로 확인한다.

재질
전기적 물질의 표면
두께

1.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2. Signal I/O 보드의 외관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1.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2.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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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판
(Front
Panel)
규격

접속장치
(Connector)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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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1.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 실장면의 인쇄상태를 확인한다.

Serial 통신용
Port

1.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2. 통신용포트를 확인한다.

입출력 IO
커넥터

1.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2. IO 커넥터를 확인한다.

PAD용 커넥터

1.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2. 커넥터를 확인한다.

입출력 표시용
LED

1.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2. LED를 확인한다.

Serial Port

1. Signal I/O 보드를 탈착한다.
2. Serial Port를 확인한다.

.1.6 전원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구분
동작
특성

세부시험 절차
사용전압
동작온도
상대습도
크기

기판
(PCB)
규격

재질
전기적 물질의
표면
두께
Unit에 사용되는
전기 소자
크기

전면판
(Front Panel)
규격

전원 상태 표시
LED
Ethernet 용
RJ45용
Connector
전원 ON/OFF
Switch
유지보수 Port

접속장치
(Connector)
규격

Connector Pin
Pin 배정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1. PCU 보드를 탈착한다.
2.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1. PCU 보드를 탈착한다.
2.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1. PCU 보드를 탈착한다.
2. 보드 실장면의 인쇄상태를 확인한다.
1.
2.
1.
2.

PCU 보드를 탈착한다.
측정자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PCU 보드를 탈착한다.
전면판의 LED를 확인한다.

1. PCU 보드를 탈착한다.
2. 전면판의 Ethernet 포트를 확인한다.
1.
2.
1.
2.
3.
4.

제어기에 전원을 인가한다.
제어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제어기에 전원을 인가한다.
시험용 PC를 Ethernet에 연결한다.
차로망 IP를 설정한다.
축중기 운영화면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1. PCU 보드를 탈착한다.
2. 후면 커넥터를 확인한다.
1. AVI 보드를 탈착한다.
2. 후면 커넥터의 Data 입출력 PIN 배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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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7 전원부

구분

세부시험 절차

UPS용량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자동충전

1. UPS 전원 동작이 ON/OFF 되는지 확인한다.
2. 전면 충전상태 LED의 상태가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상용전원 정상 시 부하기기에 상용전원 공급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II.1.8 함체(Cabinet)

구분

세부시험 절차
1. 함체 후면을 개방한다.
외함
Subrack

함체 구성
시스템 설계
크기
형상
함체 설계
접속부분
제질
잠금장치
문의 경첩
설치방향
공기 흡입용

사양

창구
필터
고무 개스킷
바닥
접지
바닥 조립용
앵커볼트 및 너트
습기방지처리
운반 및 설치
제작업체 label

2. 함체 내부를 확인한다.
1. 함체 전면부를 개방한다.
2. 전면부 제어기를 확인한다.
1. 함체 전면부를 개방한다.
2. 제어기에 전원을 인가한다.
3. 상태 LED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1. 측정자를 이용하여 폭, 높이 및 깊이를 측정한다.
1. 함체 전후를 개방한다.
2. 외형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1. 함체의 외형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1. 함체 전후를 개방한다.
2.
1.
1.
1.
1.

접속부를 확인한다.
함체의 외부면에 자석을 부착하여 확인한다.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경첩의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함체의 전후면부 개방

2. 제어기 위치 확인
1. 함체의 전후면부를 개방한다.
2. 공기 흡입구를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함체 바닥
케이블 인입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 또는 측정자를 이용해 확인한다.

Hole의 지름
사용하지 않는
Hole
Cable 인입부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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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9 광 컨버터 및 스위칭 허브

구분
Multi 광 Port
Giga-Bit Port
동작전원
동작온도

Ⅱ

Ⅱ

세부시험 절차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공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확인한다.

.2 S/W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방법

.2.1 MCU

구분

기능요구사항
WIM 보드, AVI 보드
정보수집 기능

수집정보 매칭 자료 생성 기능

수집정보 D/B 저장 및
파일 관리 기능

시설물 상태 정보 수집 기능

장애 발생 시
장애로그 수집 기능
주요기능
센터 시간 동기화
및
데이터 동기화 기능

센터 자료제공을 위한
데이터 가공 기능

세부시험 절차
1.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2. 시험용 PC를 부팅한다.
3. 제어기의 가상자료를 생성한다.
4. MCU에 접속하여 생성자료를 확인한다.
1. 카메라에 손을 이용하여 다른 사진이 촬영 되도록 한다.
2. 가상자료 생성시마다 영상 자료전송을 확인한다.
3. 생성자료가 현재 촬영된 영상인지 확인한다.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메인 메뉴 > 데이터검색 메뉴를 선택한다.
2. 검측현황/단속현황/집계현황을 조회한다.
3. 생성된 자료의 검색 여부를 확인한다.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메인 메뉴의 시설물 관리 버튼을 클릭한다.
3. 시설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4. WIM, AVI 보드 제거 후 재부팅 또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5. 시설물 관리 상태 정보가 변경되는지 확인한다.
1. MCU 보드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2. 가상의 장애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3. 데이터베이스 장애로그 테이블을 확인한다.
1. 표준적합성 시험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
2. 센터 시간 동기화 시험을 진행한다.
3.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4. 일마감 요청시간에 센터에서 설정한 시간이
변경되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1. 표준적합성 시험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
2. 가상 자료를 생성한다.
3. 표준적합성 시험 프로그램에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WAS(web Application
Server)을 통한 (가공, 제공,
연계) 웹 서비스 기능

1. WAS에 접속한다.
2. 가공, 제공, 연계에 대한 웹 서비스 기능을 확인한다.

축중센터 시스템으로
상습부정차량, 허가차량,
제원차량 정보 송수신 기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메인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특이사항(WL:허가 BL:상습, DW:차량제원)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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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를 발생시킨다.
2. 장애 복구 후 누락된 자료가 운영프로그램에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 Ethernet 포트 메시지 확인
1. 피시험장비를 부팅한다.
2. 보드 허브 연결에 100 link LED 확인한다.
- 시리얼 포트 메시지 확인
1. debug port 연결 메시지 수신을 확인한다.
- CAN 통신 확인
1. CAN 통신 Analyzer 신호선을 피시험장비
CAN 통신버스의 H, L 신호단자에 연결한다.
2. CAN통신 Analyzer 이용해 CAN 신호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한다.
3. 피시험장비에서 과적신호 또는 CAN 통신 메시지를
발생시킨다.(AVI, WIM 등과 통신)
4. CAN 신호 모니터링 환경에서 송수, 수신 결과를
확인한다.

시설물 상태정보
수집 및 자가진단 기능

1.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진단 출력 신호를 전송한다.
2. 통합 I/O 보드의 출력 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 절차

.2.2 AVI

구분

WIM 보드의 트리거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영상
촬영 및 번호인식 기능

주요기능

1.
2.
3.
4.

AVI 보드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자기진단 사진촬영 버튼을 클릭한다.
사진촬영을 확인한다.
인식여부를 확인한다.

TCS 발권정보 수집 후
동기화 기능

※ 실운영 환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TCS 발권정보와 축중기
차량정보 매칭
UID생성기능

※ 실운영 환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설물 상태 정보 및 장애
정보 수집

1. MCU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2. 장애로그 테이블을 확인한다.

렌즈(조리개, 줌, 포커스),
조도센서 자동 조절 기능

1. AVI 제어기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2. 렌즈 컨트롤 시험버튼을 클릭한다.
3. 렌즈가 정상적으로 조정되는지 확인한다.

테스트 촬영 및 번호인식
결과 확인 기능

1. AVI 제어기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2. 사진을 촬영한다.
3. 로그 표시창에 차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한다.

영상촬영 기준 및 카메라
밝기 설정 기능

1. AVI 제어기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2. 주위조도 변경 후 사진을 촬영한다.
3. 촬영영상이 자동으로 조정되는지 확인한다.

인식번호의 상습부정차량,
허가차량 차량제원 비교 기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특이사항(WL:허가 BL:상습, DW:차량제원)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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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B/W, WL, D/W)
차량 발생시
WIM보드 발권 제한 기능

초당 15장 이상의 영상을
확인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최적의 영상 1장
확보 기능

1. AVI 제어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저장 경로를 확인한다.
2. 수집된 차량 영상 파일의 프레임을 확인한다.

카메라 및 렌즈 제어,
정지영상 출력, 동영상
저장 기능

1. AVI 제어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저장 경로를 확인한다.
2. 수집된 차량 동영상 파일을 확인한다.

주변 환경변화(일출·일몰 등)에
따른 렌즈제어

1. AVI 제어기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2. 주위조도를 변경한 후 사진을 촬영한다.
3. 촬영영상이 자동으로 조정되는지 확인한다.

Ethernet, CAN 통신 지원

1.
2.
1.

주요기능

Ⅱ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DW 설정 값을 변경하여 해당 차량이 단속 되도록 한다.
4. 특이사항에 DW:차량제원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5. 차량 감지 시 출력 LED를 확인한다.

Ethernet 포트 확인
시험용 PC에서 WAS에 접속한다.
실시간 자료수신을 확인한다.
CAN 포트 메시지 확인
MCU의 CAN 통신 시험으로 대처한다.

시설물 상태정보 수집 및
자가진단 기능

1. AVI 제어기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2. WIM 보드 RESET시 전속 단절 LED를 확인한다.
3. 카메라 통신 제거 시 접속 단절 LED를 확인한다.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 절차

윤중을 이용하여 축중 및
총중량을 측정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상세자료 버튼을 클릭한다.
4. 윤중량 및 총중량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높이감지기를 통한 적재고
상/하 판단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높이 가상자료를 발생시킨다.
4.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 상에 제한사항에 적재고상/
적재고중/적재고하 등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축조작 단속기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축조작 가상 자료를 발생시킨다.
4. 좌우, 윤중량초과 등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2.3 WIM

구분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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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단속문구 표출
신호출력

1. 자기진단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2. 통합 I/O 보드 출력 신호 LED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TCS 발권회수 신호전송

1. 자기진단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2. 통합 I/O 보드 릴레이 접점 신호에 대한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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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Ethernet 포트 확인
시험용 PC에서 WAS에 접속한다.
실시간 자료수신을 확인한다.
CAN 포트 메시지 확인
MCU의 CAN 통신 시험으로 대처한다.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MCU 보드를 종료한다.
4. WIM 보드에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5. MCU 보드를 재시작한다.
6. MCU 보드가 WIM 보드의 누락된 자료가 운영프로그램에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2.4 GUI(Graphic User Interface)

구분

주요기능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 절차

실시간 검측 차량의
데이터 표출 및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 추가 기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가상자료를 생성한다.
4. 데이터 표출 자료를 확인한다.

단속차량 별도 창을 통한
단속정보 표출,
제한차량확인서 자동 출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단속차량 발생 시 상세정보 팝업이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4. 프린터로 자동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취득 차량이미지와
차량번호판 이미지 및
인식 차량번호 표출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차량 이미지를 확인한다.
4. 차량번호에 인식된 차량번호가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검측차량 중 최근 발생한
제한차량 5건의 고유ID
(검측시간_차로_시리얼번호) 표출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최근 단속 현황 자료에 최근 발생한 5건의 고유ID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3. 특정 1개의 고유번호(검측시간_차로_시리얼번호)를 선택한다.
4. 해당 검측차량의 상세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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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이미지와
실시간 검측 데이터
리스트(5 or 10) 제공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 자료를 확인한다.

차량번호판 이미지 클릭 시
선택한 데이터의 상세정보
표출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차량 번호판 이미지를 클릭한다.
4. 해당 검측 데이터의 상세 정보가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축중기 연계 시설물
통신상태 이미지(아이콘)
표출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시설물 관리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하고,
상세보기 버튼이 선택되는지 확인한다.
3. 축중기와 연계된 시설물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며,
외부 장비 간 통신이 단절될 경우 단절 여부가
표시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축중기 시스템자원정보,
검측설정정보 표출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시스템 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하고,
상세보기 버튼([+])이 선택되는지 확인한다.
3. 축중기 시스템 자원정보와 검측 설정 정보가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검측 위반 발생 시 해당차량
2회 추가 검측 기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과적 가상자료를 2번 생성시킨다.
4. 단속현황을 검색한다.
5. 재검 단속 자료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차, 3차 검측 데이터를
1차 검측 데이터의 추가
검측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상세정보 팝업이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4. 재검측을 선택한다.
5. 재검등록 메뉴에 선택 자료를 등록한다.
6. 단속현황을 검색한다.
7. 재검 단속 자료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과적 차량 선택 시
해당 차량을 2차/3차 검측
데이터로 등록 해제 하는 기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상세정보 팝업이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4. 재검측을 선택한다.
5. 재검등록 메뉴에 선택 자료를 등록한다.
6. 단속현황을 검색한다.
7. 재검 단속 자료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색조건에 의해
검색된 데이터의 화면 표출
및 보고서 출력, csv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
2.
3.
4.
5.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데이터 검색 메뉴를 선택한다.
날짜 및 조건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검색한다.
자료를 저장한다.
저장된 자료(.CSV형식 파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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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5 수집 데이터 보호방안(UID)

구분

주요기능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 절차

제한대상 차량을 제외한
검지된 차량정보는
해시함수의 일종인
HMAC-MD5를 이용
암호화

1. MCU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2. 제원 정보 테이블의 암호화된 ID 자료를 확인한다.

차량번호는 암호화 Key를
이용해 hash 생성

※ 실운영 환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Key 센터를 통해 분배된
Key 값을 이용해 UID로
변환하여
축중정보수집센터로 전송

※ 실운영 환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암호화된 UID로
운영기관의 자료보관 주기
동안 보관 후 삭제

※ 실운영 환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입구차로 차량번호 인식
실패 시 출구차로
발권교환정보 검색을 통해
차량번호 추출

※ 실운영 환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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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 통합축중제어기-센터 간 연계 세부시험방법

NO

구성

전송
방식

1

2

3

제어기
→
축중
센터

일반
전문

인터페이스ID
작업
업무
구분
구분

데이터명

W0100

0010

시설물
정보

W0100

0020

축중기
시스템
설정

W0100

0030

축중
제어기
상태

검증절차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0100001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0100002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0100003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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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4)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 수집전문인터페이스 중 패드당 검측대수
정보의 경우 일마감시 발생하는 정보로 시험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별도 진행한다.
1) 제어기로부터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
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
에서 W01000100의 규격을 검증한다.
3)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4)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4

5

6

W0100

W0100

W0100

0040

0050

0060

영상
제어기
상태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0100004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편차조정
정보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0100005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W/L
(운행허가
차량
등록)
변경분
정보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0100006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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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W0100

W0100

0070

0100

B/L
(축중
의심차량
등록)
변경분
정보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0100007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패드당
검축대수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3100010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에
서 W01000100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1.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 W0100011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9

W0100

0110

BL/WL
마스터
및
변경분
재요청

10

W0100

0120

면탈의심
영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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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W3100

파일
전문

W3100

W3100

0010

0020

0100

저속
·
축중기
검측정보

1. 제어기로부터 파일전문 W3100001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파일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저속/
고속
·
면탈의심
영상정보
적발차량

1. 제어기로부터 일마감 파일전문 W3100010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에
서 W31000020의 규격을 검증한다.
3.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4.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5. 검증 완료 후 JPG파일이 저장 될 경우, 해당 파일을 열어
정상적으로 영상이미지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한다.

저속
·
축중기
일마감
정보

1. 제어기로부터 일마감 파일전문 W3100011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파일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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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기로부터 파일전문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4)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 수집파일인터페이스 중저속/고속 면탈의심 영상정보 적발차량 영상정보의
경우 일마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한다.
1) 제어기로부터 일마감 파일전문W3100010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마감 파일전문
(W31000100)에서
W31000020의
규격을 검증한다.
3)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4)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5) 검증완료 후 영상파일이 저장될 경우,
해당 파일을 열어 정상적으로 영상
이미지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한다.

14

15

16

W1100

축중
센터
→
제어기

일반
전문

W1100

W1100

0010

0020

0030

일마감
수집시간
변경
요청

센터
서버
설정
정보
변경
요청

면탈
의심
차량
영상
정보
요청

1.
2.
3.
4.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11000010을 선택 Test한다.
시험기관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1.
2.
3.
4.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11000020을 선택 Test한다.
시험기관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1.
2.
3.
4.
5.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11000030을 선택 Test한다.
시험기관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7. 검증완료 후 JPG파일이 저장 될 경우, 해당 파일을 열어
정상적으로 영상이미지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한다.

- 59 -

1) 시험시스템은 인터페이스 ID에서 정보를
선택한다.
2) 시험시스템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
한다.
3)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4)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 배포전문인터페이스 중 면탈 의심차량
영상정보 요청의 경우 영상파일 저장과 연계돼
동 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다.
1) 시험시스템의 인터페이스 ID 에서 W11000030을
선택한다.
2) 시험시스템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3)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
한다.
4)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6) 검증완료 후 영상파일이 저장될 경우, 해당
파일을 열어 정상적으로 영상이미지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한다.

17

18

W1100

W1100

0040

0050

제도
적용
기준
정보
(의심,
적발)
변경

파일/
전문
즉시
재요청

1.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11000050을 선택 Test한다.
(인터페이스 ID W11000050을 선택하면 제어기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2. 제어기로부터 일반전문을 수신한다.
3.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일반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4.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
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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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시스템은 인터페이스 ID에서 정보를
선택한다.
2) 시험시스템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3)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4)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 배포전문인터페이스 중 면탈 의심차량
영상정보 요청의 경우 영상파일 저장과
연계돼 동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다.
1) 시험시스템의 인터페이스 ID 에서 W11000030을
선택한다.
2) 시험시스템은 일반전문을 제어기로 송신
한다.
3)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4)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6) 검증완료 후 영상파일이 저장될 경우, 해당
파일을 열어 정상적으로 영상이미지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한다.

19

W1100

20

W4100

0060

0010

영업소별
특성
정보

블랙
리스트
마스터

1.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41000010을 선택
Test 또는 제어기로부터 재요청받는다.
2. 시험기관은 파일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
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파일
전문

21

W4100

0020

블랙
리스트
변경분

1.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41000020을 선택
Test 또는 제어기로부터 재요청받는다.
2. 시험기관은 파일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
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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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시스템의 인터페이스 ID 에서 정보를
선택한다.
2) 시험시스템은 파일전문을 제어기로 송신
한다.
3)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하고
규격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4)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최종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에 제공한다.

22

23

24

W4100

W4100

W4100

0030

0040

0050

허가
차량
마스터

1.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41000030을 선택
Test 또는 제어기로부터 재요청받는다.
2. 시험기관은 파일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
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허가
차량
변경분

1.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41000040을 선택
Test 또는 제어기로부터 재요청받는다.
2. 시험기관은 파일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
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차량
제원
마스터

1.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41000050을 선택 Test 한다.
2. 시험기관은 파일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
신 패킷이 출력된다.
4.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
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
작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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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W4100

26

W3103

제어기
→
축중
센터

27

0060

0010

영업소
정보
마스터

1. 시험기관은 인터페이스 ID W41000060을 선택 Test 한다.
2. 시험기관은 파일전문을 제어기로 송신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제어기로부터의 응답패킷을 수신 및 규격을 검증한다.
5.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6.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
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저속
·
축중기
검측정보

1. 제어기로부터 파일전문 W3103001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파일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기
에 제공한다.
(로그파일: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작실패)

저속
·
축중기
일마감
정보

1. 제어기로부터 일마감 파일전문 W31030110을 수신한다.
2.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파일전문의 규격을 검증한다.
3. 상단 좌측에 수신 패킷이 출력되고 상단 우측에 송
신 패킷이 출력된다.
4. 하단 좌측에 동작상태 로그를 확인하고, 하단 우측에
동작결과를 확인한다.
5. 동작 실패 시,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검증용 제어
기에 제공한다.
(로그파일: 송신패킷, 수신패킷, 동작상태, 동작결과, 동
작실패)

파일
전문

W31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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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Ⅱ

.4 시스템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방법

.4.1 센터연계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방법

구분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절차

검측한 차량제원정보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서 상세정보를 선택한다.
4. 차량제원정보를 확인한다.

제한차량 및 센터 요청차량
영상정보

주요기능

TCS 관련정보
(통행권 발행정보)

1. MCU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2. TCS 관련 테이블을 확인한다.
※ 실운영 환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속정보
(단속차량 및 단속항목 등)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단속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시설물 상태 및 동작정보
(제어기들, 카메라,
대수분리기, PAD, 적재고)

운영환경정보
(축중제어기 및 영상제어기)

편차조정 정보

Ⅱ

1. MCU 보드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2. 관련 로그 파일을 확인한다.
※ 연계시험 결과로 대체가능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시설물 관리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하고,
상세보기 버튼이 선택되는지 확인한다.
3. 축중기와 연계된 시설물의 상태 및 동작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시설물 관리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하고,
상세보기 버튼이 선택되는지 확인한다.
3. 축중기와 연계된 시설물의 운영환경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1.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
2. 편차조정 정보를 확인한다.

.4.2 데이터베이스 기능요구사항 확인

구분

기능요구사항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주요기능

세부시험절차
1. MCU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2. join 쿼리가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수집된 정보(실시간 단속,
시설물관리)를 센터로 전송

1. MCU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2. 수집된 정보(실시간 단속, 시설물관리) 테이블을
확인한다.
3. 센터연계시험에서 테이블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확인한다.

현장 장비 정보의
보관주기는 1년

1. 데이터베이스에 현장장비 정보 보관주기 운영형태를
확인한다.
※ 실운영 환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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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3 정보수집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방법

구분

기능요구사항

영상제어기 상태 및
설정정보

주요기능

세부시험절차
1.
2.
1.
2.
3.

방법1)
AVI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영상제어기 동작상태 확인 및 환경설정을 확인한다.
방법2)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유지보수 정보 메뉴를 확인한다.
영상제어기 설정정보를 확인한다.

화물차량 영상 및 차량번호

1. WAS에 접속한다.
2. 차량상세 데이터를 확인한다.

TCS정보
(일시, 차로, 발권번호 등)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TCS 정보 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3. 구분의 해당 차선을 선택 후 TCS 번호 및
설정을 수정 후 적용을 확인한다.

축중제어기 시스템 설정정보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축중제어기 시스템 설정정보 메뉴를 클릭한다.
3. 구분의 해당 차선을 선택 후 IP 주소, PORT,
축중기명, 사용여부 등을 설정 후 적용을 확인한다.

차로장치
(대수분리기, 적재고, PAD)
상태정보

편차조정 및 유지보수 정보

1.
2.
1.
2.

방법 1)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
유지보수 정보 메뉴에서 상태정보를 확인한다.
방법 2)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메인화면에 시설물 관리의 상세 보기 버튼을
선택한다.
3. 차로 장치(높이감지기, PAD, VMS)의 상태정보를
확인한다.
1.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2. 유지 보수 메인 메뉴를 확인한다.
3. 메인 메뉴에 [편차조정], [편차조정 분석],
[자가진단], [영상제어기 설정], [VMS 설정],
[BPA 카운터] 메뉴를 확인한다.

※ 운영기관에 따라 설정 메뉴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감독관과
협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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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4 운영정보 기능요구사항 세부시험방법

구분

기능요구사항
암호화된 UID 생성
(TCS 입구정보 or
사무실정보, 차량번호)

세부시험절차
1. MCU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2. 제원 정보 테이블을 확인한다.
3. 암호화된 ID 자료를 확인한다.

차량 검측정보
(윤중량, 축중량, 총중량,
높이초과여부, 부정진입
판단)를 웹 페이지로 제공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차량 검측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4.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서 상세보기를 선택한 후,
상세 정보를 확인한다.

상습부정차량 검출정보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상습부정차량 검출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허가차량 검출정보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허가차량 검출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축조작 판단정보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실시간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3. 실시간 데이터 리스트에 검측 차량을 선택한다.
4. 차량 상세 데이터의 상세보기 버튼을 선택한다.
5. 축조작 판단정보를 확인한다.

VMS 정보제공
(계도문구, 단속문구)

1.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
2. VMS 설정 메뉴를 선택한다.
3. 계도문구 및 단속 문구에 대한 편집 및 스케줄을
설정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기능

보고서 출력
(제한차량확인서,
일일검측현황, 위반차량
적발대장 등)

제한차량 단속정보
프린트 자동출력

1.
2.
3.

제한차량 확인 보고서 출력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데이터검색을 통해 데이터 상세정보를 선택한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제한차량 확인 보고서가
프린터로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1. 축중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한다.
2. 과적 가상자료를 생성시킨다.
3. 운영 프로그램에서 팝업이 표시되며, 제한차량
단속정보가 프린트로 자동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 운영기관에 따라 설정 메뉴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감독관과
협의로 결정한다.

- 66 -

<표준작성 실무자>
구분

성명

실무팀장

김종완

에스에이티

redfox.kjw@gmail.com

간사

이흥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samlhp37@itskorea.kr

문서작성자

박관규

에스에이티

kkpark@satech.co.kr

김지석

한국도로공사

comeng@ex.co.kr

김무상

대보정보통신

mskim@dbcs.co.kr

김용길

티디씨코리아

vision7494@daum.net

이지혁

에스에이티

79ezup@satech.co.kr

이강익

에스트레픽

kangik.lee@straffic.co.kr

실무위원

소속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