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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3년간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52.8%인 8,302명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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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the optimum mixing ratio of phosphorescent pigment for the development of
phosphorescent line marking.

METHODS: In this study, we utilized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methodology, to  describe the domestic and foreign state of practice
for the production and mixing of phosphorescent pigment for use in line marking. The optimal mixing ratio was derived by comparing the
reduction in luminance over time for the various phosphorescent pigment mixing ratio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In addition, performance and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field testing techniques.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esults of the luminance performance standards tests showed that all of the
phosphorescence test specimens satisfied the phosphorescent fire protection standard. As the phosphorescent pigment mixing ratio
increased, the luminance value increased, 2) the luminance reduction rate was minimum at the mixing ratio of 50%. However, when
compared to a mixing ratio 40%, a small difference was recorded, the luminance reduction rate from the mixing ratio of 40% is judged as
being converged. Therefore, in view of the economic efficiency, it was determined that the optimal mixing ratio was 40%, 3) as a result of
construction on the field, a mixing ratio of 40% was found to have a higher luminance value than the general line marking for up to three
hours after sunset, 4) it was found that the phosphorescent line markings without glass beads spraying had a higher luminance value than
the phosphorescent line markings with glass beads spraying.

CONCLUSIONS : Through the results of the basic experiments of the line markings obtained by blending a phosphorescent pigment, the
results could be appli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phosphorescent line marking paint technology and in establishing
application planning for on-site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Keywords
Phosphorescent line marking, Phosphorescent pigment, Luminance performance test, Optimal mixing ratio

Corresponding Author : Lee, Yong Mun, Researcher
R&D Institute, PyungHwa Engineering Consultants LTD, 
# 401, Doosan Venture Digm, 415, Heunga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14059, Korea
Tel : +82.31.420.7338 Fax : +82.31.420.7331
E-mail : leeym@pec.kr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http://www.ksre.or.kr/
ISSN 1738-7159 (print)
ISSN 2287-3678 (Online)
Received Jun. 24. 2015 Revised Jun. 25. 2015 Accepted Sep. 14. 2015

2015.10-교통  2015.10.15 8:13 PM  페이지67   프린텍1 



간치사율은주간치사율 2.1명보다약 23% 높은 2.6명

으로 나타나 야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

선유도시설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야간교통사고심각도는높은실정이다. 

경찰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교통노면표시 설

치₩관리 매뉴얼(2012.11)」개정을 통해 노면표시 휘도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 노면표시의 시인

성은자동차헤드라이트에서나오는빛을 라스비드에

의해 재귀반사함으로써 시인성을 확보하 다. 하지만

도료 자체의 내구성 저하와 자동차 타이어에 의해 라

스비드가 탈리되어 야간 시인성 확보에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또한재귀반사에의한시인성확보는우

천시수막이형성되어차선을식별하기가어렵고, 재귀

반사 역에서만 식별이 가능하여 시야에 한계가 있다

는문제점이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축광 안료를 노면표시에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

서는 Oss지역 N329(Regional Highway) 노선(500m)

에 축광노면표시를시공하여시험운 중에있다. 네덜

란드에서는 축광 노면표시를 야간 조명등이 없는 도로

에설치하여야간시인성향상과조명시설설치및운

비를줄일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국내에서의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은 고

급형비드또는내구성을강화한도료를통해비드의탈

리를 막는 측면으로 이루어졌으나, 축광안료를 노면표

시에 적용하는 측면에서의 연구 수행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축광

안료를 배합한 노면표시용 도료의 성능시험을 실시하

고, 축광노면표시개발을위한축광안료최적배합비를

도출하고자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수행과정

본 연구는 기존 노면표시 도료에 축광안료 최적 배

합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우선 축광안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외 축광 노면표시 사례를 고찰

하 다.

다음으로 축광안료 배합비를 바꾸어가며 제작한 시편

의시간에따른휘도변화를비교하여최적배합비를도

출하 다. 또한 현장시공을 통해 축광 노면표시의 성능

및 시공특성을 분석하 다. 연구 수행과정은 Fig. 1과

같다.

2. 기존 연구 현황
2.1. 축광안료 특징

축광(Phosphorescence)이란 자연광, 인조광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빛을 흡수하여 어둠 속에서 축적된

빛에너지를가시광선으로변환하여장시간스스로발광

하는성질을말한다. 이러한성질을지닌축광은고속도

로 표지 또는 지하철과 같은 지하공간이나 건물의 비상

시 피난유도선 및 피난유도표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둠에서 인식할 수 있는 축광의 휘

도는자료에따르면아래와같다(Table 1). 

노면표시용 도료는 도료에 유동성을 주는 전색제(수

지, 용제), 도막에색채를부여하는안료, 물성을증진시

키는보조제로구성되는데, 이 중안료를축광안료로교

체하여축광노면표시구현이가능하다. 

축광안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빛의 세기에 따라 축광

효율의 차이가 발생하며 태양광처럼 강한 빛에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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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ethodology

Table 1. Cognitive Level according to Luminance

(http://hksuan.co.kr/htm/pro/pro04.htm)

Luminance(mcd/m2) Cognitive in the darkness

5 Very bright and obviously can be checked

3 Possible to check the outline of an object

2 Weak brightness, but can be checked

Under 1 Checking not available

2015.10-교통  2015.10.15 8:13 PM  페이지68   프린텍1 



시간에도충분한흡수가이루어지지만상대적으로약한

빛에서는 보다 많은 시간의 축광시간이 필요하다. 기본

적으로축광재는독성, 방사성물질을포함하고있지않

아인체와환경에무해하며, 기존야광재료와다르게휘

도가밝고잔광이뛰어나다(서울시립대학교, 2011).

2.2. 국내외 축광 노면표시 사례 고찰

2.2.1.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2014)에서

축광물질을 이용하여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시작품을

개발하고, 기능평가및활용을위한가능성을검토하

다(Fig. 2). 축광펠렛형태와축광비드형태로노면표시

에 적용하 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야간 색도나 휘도

개선과 시공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외에도 축광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노면표시용 도료와 축광안료를 혼합한 기

술개발사례는거의전무하다.

2.2.2. 국외 사례

국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네덜란드 야광 고속도로

프로젝트가축광재료를노면표시에적용한대표적인사

례이다. 네덜란드의Heijmans社는축광노면표시가최

대 10시간 동안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 독일의 NightTec社는 축광안료를 사용하여

주로 보도용, 주차장용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실내 및 실외와 상관없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합성수지, 자연석 등 다양한 대상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Fig. 3). 세

계적으로 축광을 노면표시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

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면표시 분야에서의

활용은초기단계수준이다.

3. 축광안료 배합 융착식 차선 성능시험
3.1. 개요

축광안료를 배합하기 위해 선정한 노면표시용 도료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4종 융착

식 도료이다. 융착식 도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배합이

가능한최대축광안료비율은 70% 수준으로, 이에융착

식 도료의 재료 비율을 제외하고 축광안료 비율만을

10% 단위로 변화시켜가며 7개(배합비 10, 20, 30, 40,

50, 60, 70%)의시편을제작하 다.

3.2. 휘도 성능기준 시험

기존 노면표시의 시인성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012)」의 반사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자동차전조등에의해빛이운전자에게되돌

아오는 재귀반사 값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축광안료 배합 노면표시는 기존 재귀반사 범위 밖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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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ne Marking using Phosphorescent Beads & 

Pellets

(a) Phosphorescent Beads (b) Phosphorescent Pellets

(c) Line Marking using  

Phosphorescent Beads

(d) Line Marking using  

Phosphorescent Pellets

Fig. 3 Phosphorescence Case Study in Europe

(a) Phosphorescent Line Marking Case in the Netherlands

(b) Footpath & Parking Lot Line Marking Cas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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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을제공함으로야간주행안전성을향상하는데목적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노면표시 기준상 축

광에 대한 성능시험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축광안료

배합 도료의 시인성을 유사 축광 성능기준인「축광유도

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에 대한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기

준으로실시하 다.

구체적인휘도시험기준은다음과같다.

- 제9조(휘도시험) 축광유도표지및축광위치표지의표

시면을 0 lx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200 lx

밝기의광원으로 20분간조사시킨상태에서다시주

위조도를 0 lx로 하여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

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

1. 5분간발광시킨후의휘도는 1㎡당 110m㏅이상

2. 10분간발광시킨후의휘도는 1㎡당 50m㏅이상

3. 20분간발광시킨후의휘도는 1㎡당 24m㏅이상

4. 60분간발광시킨후의휘도는 1㎡당 7m㏅이상

조사는 기준에 따라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하 다(Fig. 4). 휘도측정은「피난유도선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위조도

0 lx의 조건에서 휘도계(LS-100)의 측정각을 1。인 상

태로 하여 표시부 전면 1m 거리에서 측정을 기준으로

실시하 다.

휘도성능기준시험결과, 축광안료배합비율이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휘도 값은

전체적으로 20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 고, 이후부터

는 감소폭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광안료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휘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특이한 점은 축광안료 배합비 40%

와 50%의결과값이다른순서로나타나는데이는시편

제작시두께차이로인하여나타난결과로판단된다. 

3.3. 최적 배합비 시험

기존 도료(4종 융착식)에 축광안료 최적 배합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휘도 감소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광원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밝기의 기준에서 바로 비치는

Fig. 4 Irradiation (200lx, 20 minute)

Table 2. Luminance Test Result (200lx, 20min)

Time
(min)

Phosphorescent pigment mixing ratio
Standard

10% 20% 30% 40% 50% 60% 70%

5 156 246 319 358 325 372 388 110

10 95 156 213 254 232 271 287 50

20 45 78 112 140 127 154 174 24

60 13 23 36 49 42 57 59 7

Fig. 5 Luminance Test Result (200lx, 20 minute)

Illuminance(lux) Surfaces illuminated by Remarks

0.0001 Moonless, overcast night sky -

0.002
Moonless clear night sky with

airglow
-

0.27-1.0 Full moon on a clear night -

3.4
Dark limit of civil twilight 

under a clear sky
-

50 Family living room lights -

80 Office building hallway/toilet lighting -

100 Very dark overcast day -

320 Office lighting -

400 Sunrise or sunset on a clear day -

1,000
Overcast day :

typical TV studio lighting
-

10,000~25,000 Full daylight(not direct sun) -

32,000~130,000 Direct sunlight
Light source
adoption

Table 3. ANSI-Typical Ligh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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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축광조사광원으로채택하 다(Table 3). 조사시

간은정오부터일몰시간까지7시간조사하 다(Fig. 6).

휘도측정 결과, 앞에서 실험한 200 lx, 20분 휘도값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4). 그

결과 배합비 10%와 배합비 20% 중 5분에 측정한 휘도

값이 Table 2의 기준 값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

몰이 완전해지기 전에 주위 조도가 떨어지면서 축광안

료가발광을시작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휘도값

은 200 lx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20분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분 이후부터는 서

서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4를 와 의 관계로 표현하면 다음

Fig. 7에서보는바와같다.

Fig. 7의 시간경과에 따른 휘도 변화에 대한 관계식

은 와 의 직선관계로 Eq. (1)과 같이 표현될

수있다.

where,

= T분후휘도값(mcd/㎡)

= 측정시간(min)

= 휘도감소율

= 초기휘도값(mcd/㎡)

위 식을 통한 초기시간( )과 종료시간( )의 휘도

관계식은다음과같다.

위의 Eq. (2)와 Eq. (3)을 정리하여 a를계산하면 Eq.

(4)가 도출되며, 이식을이용하여휘도감소율을구할수

있다.

초기 휘도값은 1분과 2분 사이에 평균 감소율이 50%

이상으로 1분을 초기 휘도값으로 하여 모형화 시에는

관계식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분 후 측정 값을

초기 휘도 값으로 정하 다. 휘도 감소율은「축광유도

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에 대한 성능시험기술기준」의 최

소 휘도 기준인 7m㏅까지 지속되는 휘도감소율을 비교

분석하 다.

축광안료 배합비에 따른 휘도감소율(a)은 Eq.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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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rradiation (Sunlight, 7hour)

Table 4. Luminance Test Result (Direct sunlight, 7hour)

Time
(min)

Phosphorescent pigment mixing ratio

10% 20% 30% 40% 50% 60% 70%

1 185 292 411 531 485 576 617

2 85 134 177 214 232 270 308

5 59 91 124 169 175 215 248

10 39 61 85 120 120 164 194

20 21 34 55 74 76 105 127

30 15 24 35 58 53 75 95

60 5 13 20 32 32 46 57

120 2 5 10 15 18 22 29

180 1 4 6 10 12 12 13

360 1 3 2 3 4 7 8

Fig. 7 Luminance Test Result (Direct sunlight, 7hour)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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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계산하 고(Table 5), 배합비별휘도감소율의

관계를 도표로 비교해보면 Fig. 8과 같다. 휘도감소율

비교 결과, 축광안료 배합비 50%에서의 휘도 감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광안료 배합비

40%의 휘도감소율과 차이가 크지 않고 배합비 40%에

서부터 휘도감소율이 수렴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

성을 고려할 때 축광안료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축광

안료배합비 40%를최적배합비로정하는것이가장적

합한것으로판단된다.

3.4. 현장시공

축광안료를 배합한 노면표시의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성능 및 시공특성을 분석하 다. 현장시공은 기존 일반

융착식 차선, 축광안료 최적 배합비 40% 차선, 축광안

료 최대 배합비 70% 차선과 동일한 차선에 라스비드

를 도포한 차선으로 총 6가지 차선을 시공하 고,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축광안료 최적 배합비 40%의 차

선을추가로시공하 다(Fig. 9). 

시공을 완료한 후 이틀 후에 맑은 날씨에 하루 종일

조사하여 야간에 축광 노면표시의 휘도 변화를 측정하

다. 실험당일 일몰시간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오후

7시 36분으로, 일몰후 30분간격으로휘도를측정하

다(Table 6). 

Table 5. Luminance Reduction Rate(a) & Initial 

Luminance(b)

Mixing ratio
Luminance 

reduction rate (a)

10% -0.833

20% -0.803

30% -0.752

40% -0.681

50% -0.658

60% -0.703

70% -0.703

Fig. 8 Luminance Reduction Rate according to 

Mixing Ratio

Fig. 9 Phosphorescent Line Marking Construction

Table 6. Luminance Test Result (Direct sunlight, all day)

Time
(After
sunset)

Phosphorescent pigment mixing ratio

Normal
(Bead
X)

Normal
(Bead
O)

40%
(Bead
X)

40%
(Bead
O)

70%
(Bead
X)

70%
(Bead
O)

20:00
(30m)

114 114 301 269 426 311

20:30
(1hr)

32 30 93 81 135 106

21:00
(1hr30m)

34 32 70 61 93 72

21:30
(2hr)

39 38 60 53 76 60

22:00
(2hr30m)

48 44 58 50 69 56

22:30
(3hr)

54 49 62 54 70 50

23:00
(3hr30m)

52 49 55 49 65 49

23:30
(4hr)

51 49 49 46 56 48

24:00
(4hr30m)

46 43 47 42 49 40

Fig. 10 Luminance Test Result (Direct sunlight, al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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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측정 결과, 축광안료 배합비 40% 노면표시가 일

몰후 3시간까지는일반노면표시보다휘도가높은것으

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일몰 1시간후에축광노면표시

의 휘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

로는 서서히 동일한 수준의 휘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현장시공 장소의 주변 조도가 0.13~0.23

lx로 축광안료가 주변 조도에 반응하여 이에 대한 향

으로휘도저하가나타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축광 노면표시는 라스비드를 살포한 노면표

시보다 라스비드를살포하지않은노면표시의휘도가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노면표시위에도포된 라

스비드가 축광안료가 빛을 흡수하는데 향을 미치기

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축광 노면표시의 주간과 야간(일몰 1시간 후) 비교 사

진은 Fig. 11에서보는바와같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축광안료를 배합한 노면표시용 도료

개발을 위한 축광안료 최적 배합비에 대해 실험을 수행

하 다. 이를 위하여 휘도 성능기준 시험과 휘도감소율

비교를 통한 최적 배합비를 분석하 고, 현장시공을 통

한 축광 노면표시 성능 및 시공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를수행하며도출한결론은다음과같다.

1. 휘도 성능기준 시험 결과, 축광안료 배합 시편의 휘

도가 축광 소방시설 관련기준을 만족하고 축광안료

배합비율이증가할수록휘도값이증가하 다. 

2. 축광안료 배합비별 휘도감소율은 축광안료 배합비

50%가가장낮게나타났다. 하지만, 축광안료배합비

40%의 휘도감소율과 차이가 크지 않고 배합비 40%

에서부터 휘도감소율이 수렴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성을 고려할 때 축광안료 배합비 40%를 최적 배

합비로정하는것이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3. 현장시험시공 결과, 축광안료 배합비 40% 노면표시

가 일몰 후 3시간까지는 일반 노면표시보다 휘도가

높은것으로나타났다. 

4. 라스비드를 살포한 축광 노면표시보다 라스비드

를살포하지않는축광노면표시의휘도가높은것으

로 나타나서 라스비드의 혼합여부에 대한 추가적

인검증연구가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축광 노면표시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 및 현장시공 특성을 고려한 적용

계획수립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향후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축광 노면표시

의 지속시간 확보를 위하여 본 기초실험의 결과를 바탕

으로 새로운 축광안료 배합기술 개발을 통하여 상용화

에 접근할 수 있는 축광 노면표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야할것으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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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time Phosphorescent Line Marking

(b) Phosphorescent Line Marking 1 hour after Sunset

Fig. 11 Comparison of Day and Night Phosphorescent 

Line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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