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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의회를 보호하는 볼라드 모습

좌측: 좌측: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된 볼라드 모습

중앙: 안전 사용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안내/경고 표지판

우측: 최고의 볼라드에 보호되는 최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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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G 액세스와 같은 업체들이 “특수제품 제공업체”로 불리우기 

시작하고 고객들 또한 업체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고객지원과 공사 관리 

서비스를 원하면서 최근 이 시장도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ATG 액세스는 솔루션 제공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볼라드와 볼라드 

시스템을 제작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저희는 일등급의 엔지니어링 지권과 공사 관리 및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각 제품들은 그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자세하게 구분해두었습니다. 101/500 볼라드는 오로지 주택가에서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제품으로, 상업적인 공간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주부터 공사완료까지 헌신적인 공사작업 및 관리 

• 해당 현장에 맞춘 기반 설계와 도면 

• 해당 현장에 맞춘 시스템 설계와 계획도

• 해당 현장에 맞춘 송수관 설계 및 도면 

저희의 품질 시스템은 ISO 9000:2001 공인된 것으로 건축라인(ConstructionLine)의 공인회원이자 

영국에서 최초로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DETR)의 승인을 받고 ‘안전제품(Sold Secure)’ 

실험도 통과하였으며, PAS 68 테스트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공사 작업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어도 일부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전문가의 지식과 능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품만 원하신다면 원하시는만큼의 제품구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대편: 세인트 판크라스 역

위: 샛길 폐쇄

중앙: 호텔 주차장의 접근을 제한하는 자동 볼라드

맨위: 아부다비의 주차장 보안용 자동 볼라드 

맨아래: 주택가 보안용 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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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라드는 1600년대에 처음 나타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엔 거꾸로 세워둔 대포 형태로 설계되어 경계선 표시용 포스트와 기타 

마을을 표시하는 용도로 활용되다가 현재는 모두에게 익숙한 일상의 한 

모습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오늘날 볼라드는 각 마을, 읍, 그리고 도시에서 익숙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레스토랑, 호텔, 상점, 

경기장 등 우리가 다니는 길, 마을 그리고 도시 등 고속도로와 샛길이 나 있는 곳엔 어디든 볼라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측: 벨기에 교통을 제한하는 자동 볼라드   

중앙: 보행자와 건물을 보호하는 수동 및 
        고정식 볼라드 

우측: 경계선 보안을 위한 ATG 액세스 
       고정식 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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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는 운전자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고, 

범죄로부터 지켜주며, 주차가 가능한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알려주고, 볼라드 중 

일부는 사용하지 않을 땐 지면 아래로 

사라지기도 하며, 사용할 때에는 멀리서도 

확연히 눈에 띌 정도로 위압감을 줍니다. 

처음 시작은 미미했지만 이제 볼라드는 이 

정도로 진화를 했으며, 그리고 확신하건데, 

볼라드의 미래는 분명 ATG 액세스와 함께 

그 시스템과 기술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제품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저희는 

주택진입로에서의 차량 절도사건이나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의 관리에서부터 

사업장 인력과 시설의 보호까지 여러 

다양한 문제에 대해 반테러용 SP 볼라드 

제품등을 통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업계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인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저희는 실제로 품질 측면에서 업계 

표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ATG 액세스의 

제품이 곧 시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 주차만 하는 거주자를 관리하는 
     자동 상하식 볼라드 

맨위: 하이드 파크의 콘스티튜션 힐 
       전쟁 기념관 보호 

중앙: 켄싱턴 궁 정원 접근 제한 

맨아래: 에딘버러의 미국 대사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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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공사작업에 적용하는 광범위한 가치덕분에 역시 광범위한 분야의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공사계약비용은 160 파운드의 적은 비용에서 수백만 파운드 또는 달러 

수준까지의 대규모 공사까지 다양합니다. 일반 고정형 볼라드부터 지능형 반테러 차량 제한 

시스템까지 다양한 제품을 설치해드립니다. 

ATG 액세스는 디자인 컨설팅 업체를 제 3자 설치업체로 두고, 표준 디자인 및 PAS 68 표준에 따르는 맞춤형 기반 디자인을 제공하며, 

토목 설치공사에서는 ATG 액세스/PAS 68 표준에 따라 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ATG 액세스와 함께 작업한 계약업체와 컨설팅 업체 리스트입니다: 

고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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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디든 파견 가능한 능력있는 전문 공사 및 설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TG 액세스의 설치팀을 원하실 경우 귀하의 

설치공사는 ATG 액세스 설치팀에 의해 공인된 전문 인력이 책임지고 처리해드립니다. ATG 액세스의 설치기사들은 모두 공사현장 

건강과 안전 절차에 대한 교육 및 ATG 액세스 공인 설치기사 자격을 받기 전 이미 ATG 액세스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수한 

전문가들입니다. ATG 액세스 공인 설치기사는 ISO 9001에 등록된 품질 관리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가치를 유지해주는 주요 요소 입니다. 

고객 서비스 / 유지관리

볼라드 제조업체로서 ATG 액세스는 제품 덮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제품 보상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옵션을 기본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보증 계약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기 예약된 방문점검, 보증 계약기간 연장, 최단시 4시간내 방문, 교체부품 및 

노동비 포함합니다. 해외 고객에게도 최종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유지관리 트레이닝 코스 및 전화를 통한 유선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역시 동일하게 완벽한 고객 서비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 제품 판매업체들은 공인된 설치업체로 각 지역별 기술 및 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ATG 액세스의 판매업체들은 ATG 액세스가 제공하는 품질로 완성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훈련을 받은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365일 24시간 고객 서비스지원

확장된 고객보장 분야 

보증 계약기간 연장 

예약 방문점검

방문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방문점검

최종 사용자를 위한 맞춤식 트레이닝 

ATG 액세스는 헌신적인 고객 서비스 & 스페어 부품 부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밤새 바로 급파 가능한 다량의 스페어 

부품 및 엔지니어들을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ATG 액세스의 서비스 엔지니어 기사들은 위성 네비게이션 장비와 위성 추적 장비를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서비스 요청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사를 쉽게 찾아내어 급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하면 이들은 PDA 기술을 사용하여 본사에 해당 문제의 원인 등에 대한 사항을 즉시 전달하게 됩니다. 

일렬로 주차된 밴 차량들

위성 추적 및 네비게이션 

컴퓨터 진단 장비 

PDA 네트워크 기술

전문 엔지니어 기사들

거리 공사작업 인증

CRB 보안 확인완료 인력

회사 브랜드가 실린 유니폼 착용 및 PPE

자사만의 기업 자원 플래닝(Enterprise Resource Planning.ERP) 컴퓨터 시스템이 해당 공사 첫 계약 시점부터 방문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 기사들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와 지원을 제공하여 공사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맨위: 일렬로 주차된 밴 차량 모습

중앙: 보행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맨아래: 전문 설치인력에 의한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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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상내역은 소비자들의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입니다. 

ATG 액세스의 다수 수상내역:

제품
고속도로청은 상하식 볼라드 제한 

시스템에 대한 규격사항을 발간합니다. 

ATG 액세스의 자동 상하식 볼라드 

시스템은 고속도로청(DETR)의 승인을 

받은 영국 내 첫 제품입니다. 

ATG 액세스의 안전 시스템은 EN954-1

을 준수합니다. 

PAS 68:2007은 차량 보안 장벽물의 

성능과 단일 수평 충격을 받을 시 필요한 

보조 기능에 대한 분류 시스템을 

규정합니다. 이 공개활용규격(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PAS)은 차량 

보안용 장벽물을 통해 고객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지침을 마련해주는 준비과정과도 같은 

요소가 됩니다. ATG 액세스는 PAS 68에 

의거한 제작에 집중하여 

고보안/반테러용 제품의 각 설계 과정을 

본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건축라인(Constructionline)은 공공 분야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지방 및 전국 

건설 계약업체와 컨설팅 업체의 자격을 

미리 결정해주는 영국 내 검증관입니다.

이와 함꼐 작업하기 위해 신청하는 그 

어떤 공공 및 민간 분야 조직도 

CHAS(공사 계약업체를 위한 건강 및 

안전 평가 계획)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S는 이들의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CHAS는 

영국 전역에 걸쳐 다수의 지역 당국들도 

함께 적용 실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안전 디자인 구현(Secured by Design) 

정부의 중요 정책계획의 목적 중 하나를 

지지합니다. 즉, 사람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어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장소의 구현인 것이지요. ATG 액세스는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안전 디자인 구현 

상을 받은 영국 내 최초의 볼라드 

제조업체입니다. ‘안전제품(Sold 

Secure)’ 실험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에서 최소의 보안성을 자랑함을 

증명하는 다수의 제품 실험내역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TG 액세스는 명망높은 안전 디자인 

구현 상을 수상하고 안전제품 실험을 

모두 통과한 최초의 볼라드 

제조업체입니다. 

고속도 관련 당국을 위한 포럼인 지역 

당국자 상하식 볼라드 사용자 그룹 

(Local Authority Rising Bollard User 

Group.LARBUG)이 설립되어 볼라드 

제조업체와 함께 상하식 볼라드 시스템 

사용에 관한 경험도 공유하고 보다 

향상된 디자인과 설치과정의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을 대신해 작업하는 컨설팅 업체들 

또한 언제든 이 그룹에 환영입니다. ATG 

액세스는 현재 LARBUG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유일한 상하식 볼라드 

제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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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68

프로세스

BS EN ISO 9001:2000와 연계한 ATG 액세스만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기업관리에 상식적인 접근법을 위한 일단의 프로세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안전 계약업체(SAFESUPPLIER)는 공사업체들을 위한 건강 및 안전 인증정책으로, 

이로써 고객들에게 건강 및 안전 정책 프로세스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음을 

인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2005년 8월 IIP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IIP 상은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헌신적인 

관리에 대한 인정 외에도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보여준 헌신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IIP 시상의회는 이에 더 나아가 타업체에서도 수상을 위해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위해 ATG 액세스™ 상호명의 사용승인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자협회(Institute of Directors (IoD) 또한 2007년 올해의 국제감독자에 

ATG 액세스의 부장급 관리감독자를 후보자 명단에 노미네이트 시켰으며, 2007년 

“스코틀랜드 은행배 사업체 경연대회”에서도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한 견습생 중 한명이 대학에서 올해의 기술인 상을 받았으며, ATG 액세스가 

고용했던 4명의 새 견습생 중 한명은 에딘버러공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안

교통 관리

상업용

주거지구 

자동 상하식 볼라드                                 수동 상하식 볼라드 

핵심급 제품

중간급 제품

프리미엄급 제품

최상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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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G 액세스의 수동 및 고정식 제품군은 수동으로 조작하는 조정식 보안용 포스트와 리프트아웃 

경계선 고리형 제품, 특수용 보행자 포스터 & 리트랙터캐스트 볼라드 그리고 각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고정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TG 액세스의 각 제품은 다양한 마감재로 제공가능합니다. 고객의 예산 또는 외관 요청사항에 따라 어떤 제품이 적당한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제품군으로 분류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주 무거운 제품을 손쉽게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 ATG 액세스만의 특한 리프트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제품들은 그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자세하게 구분해두었습니다. 101/500 볼라드는 오로지 주택가에서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제품으로, 상업적인 공간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ATG
101/500

ATG Square ATG 101/670 ATG 114/670 ATG 114/900

ATG 139/900 ATG 139/900 EHD ATG 168/900 ATG 114
Spinningfields

Fixed Hoops

Removable Hoops Retractacast ATG Georgian
Pedestrian Posts

Fixed Boll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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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 고정식 제품군 



ATG Square
in galvanised

ATG 101/670
in galvanised

ATG 114/670
in galvanised

ATG 114/900
in galvanised

Fixed Hoops in galvanised

Removable Hoops in galvanised

ATG 168/900
in galvanised

Manual & Fix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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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급
기능은 그대로 발휘하면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들로, 미관은 중요하지 않지만 보안은 확실히 해야 하는 산업지역에서 

사용하면 좋을 제품들입니다. 아연도금은 연강에 아연을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이로써 100년까지 지속되는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연도금 코팅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거의 영구적으로 강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TG 액세스의 핵심급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ATG 101/500
in black

ATG Square in
black

ATG 101/670
in black

ATG 114/670
in black

ATG 114/900
in black

Fixed Hoops in black

Removable Hoops in black ATG 139/900
in black

ATG 168/900
i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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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급
중간급 제품들은 미관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여전히 비용적으로도 매력적인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같은 수준의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면서도 핵심급과 비교해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블랙코팅을 한 점이 다릅니다. 대개 차고의 앞마당 경계선이나 상점의 

정면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며 ATG 101/500은 주택가 시장 경계선 보호에 사용됩니다. 



ATG Square in
RAL colour or
stainless steel

ATG 101/670
in RAL colour
or stainless
steel

ATG 114/670
in RAL colour
or stainless
steel

ATG 114/900
in RAL colour
or stainless
steel

Fixed Hoops in
RAL colour or
stainless
steel

Removable Hoops in RAL colour
or stainless steel

ATG 168/900
in RAL colour
or stainless
steel

ATG
Retractacast
in black or
RAL colours

Manual & Fixed Products

ATG 139/900
in RAL colour
or stainless
steel

ATG Georgian
Pedestrian
Posts in black
or RAL
colours

16

프리미어급 
프리미어급 제품 역시 외관을 중시하였습니다. RAL 컬러 라인 중에서 고르실 수 있으며, 기업 로고든 보다 눈에 띄는 상징물이건 

RAL 컬러표에 있는 색이라면 무엇이든 고객이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프리미어급 제품들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볼라드는 실제로 설치 현장의 분위기도 살려주면서 같은 제품군과 동일한 보안성을 

유지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BMW, 애스턴 마틴 그리고 영국내 수많은 건축물에 설치된 볼라드의 마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2008년 신제품은 ATG 액세스의 주택가용 ATG 101/500의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입니다. 



ATG 139/900 EHD
in stainless steel

ATG 139/900 EHD
in black

ATG 114
Spinning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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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제품 
최상급 제품은 더욱 특별한 내용을 제공해드립니다. 

ATG 139/900 EHD는 영국에서 충격테스트를 완료한 유일한 수동 볼라드 제품입니다. 보안용 포스트 또한 기대 수준의 

보호시스템을 보장합니다. 일반 승합차보다 2배 무게가 더 나가는 프레임을 시속 30km (20mph)로 수행한 충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볼라드는 겨우 2도 휘어졌으며 콘크리트 지면은 17도가 구부러졌습니다. 

영국의 관련 시험 표준 휨의 정도는 최고 31도입니다. 

ATG 액세스의 114 스피닝필즈 제품은 반자동 볼라드로, 최첨단 건축물과 장비로 재개발된 도시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볼라드는 반자동으로 작동되며 볼라드 하강시 무게를 감소시켜주는 압축력으로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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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보안제품
캡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분의 보안장치 같은 것으로 고객 중 

일부에서 실제로 자사 로고 등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객여러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옵션 보안제품을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 옵션

안전제품 
잠금장치 
안전제품은 1992년 가정용 사무실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처음 설립한 

표준으로 현재는 마스트 열쇠공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예산을 조금만 증가시키신다면 

안전제품에서 보증하는 잠금 시스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반자동 
리프트 어시스트
옵션 
ATG 액세스만의 리프트 어시스트 

기능은 무거운 대용량 보안 솔루션 

제품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기능은 원래 제품의 무게를 

70에서 85%까지 줄여주는 기능으로 이 

기능이 적용된 제품은 사용자가 제품을 

들어올리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해 

손쉽게 제품을 들어올려 잠금 위치에 

향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리프트 

어시스트 볼라드는 반 자동으로 

작동되며 압축식으로 볼라드를 들어올려 

하강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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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손잡이 
보안용의 목적이든 외관상의 목적이든 

접이식 손잡이 옵션을 선택하면 

포스트를 안보이도록 보관 가능합니다. 

이 옵션은 일부 사양에만 적용되오니 

상세한 사항은 영업소에 문의 바랍니다. 

리프트아웃 버전
일부 조건에선 텔레스코픽 볼라드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 경우엔 깊은 

구멍을 팔 필요가 없도록 보다 짧은 

소켓을 사용하는 리프트 아웃 버전을 

제공합니다. 

배수 펌프
설치 장소에 자연적인 배관이 어려울 

경우 펌프를 설치하여 볼라드 

케이스로부터 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Left: 101mm diameter

Middle: 168mm diameter

Right: 200mm diameter

Automatic Boll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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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상하식 볼라드는 전 세계 수백만 인구에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고도 

안전한 설치와 사용으로 교통을 관리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테러용/고보안 가정용 제품을 제외하고 ATG 액세스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서로 다른 자동 볼라드를 제공합니다. 

101mm 직경

168mm 직경

200mm 직경

직경 101mm 제품은 기성제품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직경 168mm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재를 사용한 제품이며 

200mm 제품은 블랙으로 마감처리된 상하식 볼라드입니다. 기성제품으로 칭할 수 있는 2가지 제품 중 하나가 Genie MKII로 

주택가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고 VP50은 접근 제한과 보안을 위한 시장을 위한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들 역시 같은 볼라드 제품이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제작이 가능합니다. 원래 ATG 액세스는 기능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제품명을 붙이긴 했지만 현재는 수동 제품군에 따라 여러가지 제품군으로 구분해두었습니다. 



Term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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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상하식 볼라드에 대한 마케팅은 그동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유용한 정보와 과도한 정보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ATG 액세스는 배포 정보를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사의 명성과 업계내 위치가 고객에게 자사 제품의 사용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는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브로셔는 볼라드와 볼라드 작업에 따른 옵션, 공사관리 및 유지관리 옵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치, 권한 및 장비 설치 승인 그리고 공사 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뒤 상하식 볼라드 시스템 설치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통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길 바라며 질문이나 피드백, 기타 문의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시행되는 점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본 브로셔 맨 뒷장에 영업팀 정보를 이용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색과 녹색 지시등은 운전자에게 정지/진행의 지시를 알려줍니다. 

차량용 포스트

보안용 포스트

자동 상하식 볼라드 시스템과 고리형 루프 시스템은 차량이나 자전거가 다가오면 바로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 자동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지시등

VP

SP

자동상하식

루프

용어집
본 장에선 여러 기술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각 장비에 대한 정보는 따로 간단하게 설명이 제공됩니다. 



Automatic Boll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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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e MKII VP50 VP50 Auto Rise VP100
VP200
VP700
in black

VP100
VP200
VP700
in stainless steel

Genie MKII V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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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볼라드 제품군
NB: 반테러/고보안용 SP 볼라드 

핵심급
기능은 그대로 발휘하면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들로, 미관은 중요하지 않지만 

보안은 확실히 해야 하는 산업지역에서 사용하면 좋을 제품들입니다. 직경 대표적으로 Geni MKII 

제품은 직경 101mm 길이로 기성제품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포스트 500mm 높이에 독특한 ATG 

액세스만의 노란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Genie MKII는 키로 작동되며 주거지역의 진입로와 재산을 지키는 믿을만하면서도 스타일을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VP50은 상업지구 또는 소규모 주차장을 위한 예산을 고려한 옵션입니다. 800mm 높이와 

101mm 직경의 이 볼라드는 키로 조작하며 사용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교통관리의 방법입니다. 

올해 ATG 액세스는 새로운 제품을 야심차게 내놓습니다. 

신제품 GloBoll™은 특히 설치 시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으로 

기존 자동 상하식 볼라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보다 

저렴히 책정하였습니다. 가격은 약 1500 또는 1800

파운드에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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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급
중간급 제품들은 미관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여전히 비용적으로도 매력적인 제품들입니다. VP100 제품은 

168mm 직경의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 200mm 직경에 블랙 마감재로 보통 700mm 높이로 

구성됩니다. VP100은 사용자가 안전하게 상승/하강을 용이하게 작업하도록 합니다. 인력관리로 

운영되는 대규모 주차장에서 주로 설치되며 시스템 근처의 장소에서 개별적인 키나 스위치/누름식 버튼 

시스템으로 조작합니다. 

프리미어급
프리미어급에 볼라드는 지능적 기능이 특징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는 101mm 또는 168mm 급 또는 

블랙 마감재로 200mm 급 제품이 있습니다. 기능면에서 더욱 뛰어난 제품으로 지시등과 안전 시스템이 

추가되어 사용자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볼라드가 상승됩니다. 

VP50 자동 상하식 제품은 VP50 제품과 동일하지만 적/녹색 지시등과 볼라드 상승/하강을 안전하게 

제어해주는 루프 기능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자랑합니다. VP200은 고속도로청 승인을 받은 첫 

제품군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168mm 제품과 블랙 200mm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각 제품은 적/녹색 

지시등과 지면에 설치되는 루프형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다른 루프 형태 – 근접 루프- 도 제공되지만 

이는 해당 시스템에 적용가능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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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최상급은 최상 수준의 자동 볼라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VP700은 고속도로청의 승인을 받고 168mm 

스테인리스 제품과 200mm 블랙 제품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VP200과 동일하지만 적/녹색 

지시등과 볼라드 상승/하강을 안전하게 제어해주는 루프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다른 루프 형태 – 근접 루프- 도 제공되지만 이는 해당 시스템에 적용가능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VP700은 유압식작동 측면에서 VP200과 다릅니다. VP700의 보다 세련된 수준의 유압설치 기능으로 

더욱 극심한 조건에서도 기능하도록 합니다. 

그외 부속 부품 및 옵션
기존 제품의 기능을 보다 극대화시키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쉽사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옵션과 부속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소나 공사 컨설팅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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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물리 보안 시장과 관련 업체로서의 ATG 액세스의 위치는 

영원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그 열매를 맺어 영국 표준협회의 기준에 따라 

공격적인 충격 실험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PAS 68이 영국 표준협회에 포함되어 보안용 볼라드 강도 실험에 

영국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2월의 그날 ATG 액세스의 SP1000 상하식 볼라드를 30mph로 달리는 7.5톤 트럭과 충돌시켜 성공적으로 세워내었을 

뿐만 아니라 볼라드는 계속 작동하였습니다. 후에 같은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이번엔 30mph로 달리는 7.5톤 트럭과의 

충돌시험이었는데 역시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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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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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tionalsecurity.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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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인한 
실제적인 위협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차량 공격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보안 제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각 국의 보안국에서 취급하는 수준의 

소중한 정보를 직접 다운받아 귀하의 

가족과 자산 보호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각 제품은 다양한 수준의 보안과 예산에 맞춰 설계됩니다. 

귀하의 설치 장소의 보안 수준을 결정할 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설치장소 건물을 향해 닿을 수 있는 차량의 최대 크기는 얼마인가
차량이 닿을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얼마인가 

ATG 액세스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사만의 무료 방문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동 제품

고정 제품

쉘로우 마운트 제품 

현재 겪고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귀하의 

장소엔 차량이 일정 속도로 닿기는 

힘들지만 크기가 작으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인식하여 제품 선택에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ATG 액세스가 

어떻게 맞춤식 제품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상세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료 방문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기획미팅에 

성심껏 참의하여 저희가 가진 경험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반테러/고보안 

제품군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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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1000 PAS 68 7.5 80 K12 15000 50 1000/350
SP800 PAS 68 7.5 65 K8 15000 40 1000/350
SP400 PAS 68 7.5 50 K4 15000 30 1000/229
SP300 PAS 68 2.5 50 1000/219

**Diameters can change depending on aesthetic sleeve.

자동 제품 
ATG 액세스의 고보안 상하식 볼라드는 고속도로 수준의 설치 제품을 통한 경험과 PAS68과 K12 테스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이미 

인정받은 보안 시스템과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자동 제품군은 SP1000, SP800, SP400 그리고 SP300입니다.

다양한 보안과 예산 수준에 맞는 SP 자동 제품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표입니다: 

제품 영국 등급 차량 중량
(톤)

차량 속도
(kph) 미국 등급 차량 중량

(파운드/lbs)
차량 속도

(mph)
제품 높이/직경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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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1000 PAS 68 7.5 80 K12 15000 50 1000/350
SP800 PAS 68 7.5 65 K8 15000 40 1000/350
SP400 PAS 68 7.5 50 K4 15000 30 1000/229
SP300 PAS 68 2.5 50 1000/219
SP200 PAS 68* 7.5 80 K12* 15000 50 1000/323

**Diameters can change depending on aesthetic sleeve.

슬리브 디자인 

볼라드의 구조를 설치된 건물의 건축미 및/또는 주변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외관으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DDA 규정 

준수) ATG 액세스의 슬리브 적용법으로 설치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기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슬리브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비율 4미터 

각 제품은 다양한 수준의 보안과 예산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자동 볼라드처럼 고정 볼라드 또한 아래 명시된 것처럼 다양한 수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제작 되었습니다 

고정제품군
고정 제품군은 자동 제품군과 동일하면서 SP200과 같이 또 다른 수준의 보안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고정 제품군은 SP1000, SP800, SP400, SP300 그리고 SP200입니다. 

제품 영국 등급 차량 중량
(톤)

차량 속도
(kph) 미국 등급 차량 중량

(파운드/lbs)
차량 속도

(mph)
제품 높이/직경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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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시오! 새로운 수퍼슬림™ 쉘로우 마운트 

지면깊이 겨우 112mm의 볼라드가 40mph로 달리는 7.5톤 트럭을 멈춰세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 교통 연구소에서 쉘로우 마운트 고정 볼라드 충돌실험을 단행하여 30mph로 달리는 15,000파운드 트럭을 멈춰세워 공식적으로 K4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스윙 게이트

쉘로우 마운트 제품군에 최근에 더해진 

제품인 혁신적인 스윙 게이트 

제품입니다. 

SP1000 볼라드

2개의 쉘로우 마운트 SP1000 볼라드는 

개방구 양쪽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암이 설치 작용됩니다. 

이 구조는 최근 30mph로 달리는 7.5톤 

트럭을 멈춰세우는 충돌실험을 

통과했습니다.. 

 

볼라드

자사의 최신 테스트에서 쉘로우 마운트 

시스템에 설치된 볼라드가 50mph로 

달리는 7.5톤 트럭을 멈춰세웠습니다. 

이 볼라드 지면 깊이는 고작 150mm에 

불과했습니다. 종전 테스트에서 

볼라드는 30mph 그리고 40mph로 

달리는 같은 용량의 트럭을 

멈춰세웠습니다.

 

쉘로우 마운트 
 

쉘로우 마운트는 어떤 특정 제품과 

연관된 것이 아닌, 일반 제품들에 

필요한 깊이의 일부만으로도 고보안 

제품을 설치 가능토록 개발된 높은 

수준의 구조물입니다. 이로써 설치 

시간을 줄이고 지하 수도관 등으로 인한 

문제를 제거해줍니다. 쉘로우 마운트 

기술은 물리적 보안 기술의 가장 

혁신적인 결과물이며 지하 수도관 및 

송수관이 고속도와 도로 밑에 위치한 

도심 및 기타 장소 등 어느 곳이든 

적용가능한 아주 유용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쉘로우 마운트 기술은 적용 장소에 대한 

마찰 및 충돌을 최소화시켜준다는 

점입니다. ATG 액세스의 쉘로우 마운트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혁신 

엔지니어링의 겨로가물이며 솔루션 

테크놀로지의 최첨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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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G 액세스는 귀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완벽한 전문가팀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으며, 
원하시면 단순히 제품만 제공해드리고 고객께서 
직접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준의 기능과 예산을 반영한 ATG 액세스의 제품군들은 고객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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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보안 패키지

ATG 액세스만의 토탈 보안 패키지로 

고객 스스로 제품 구입에서부터 설치, 

유지관리 그리고 제품 업그레이드를 12

개월, 3년, 5년, 또는 7년에 걸쳐 매달 

또는 분기별 납입으로 모두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설치 

제품을 현장에 배달해드리고 모든 토목 

및 전기 설치공사를 수행해드립니다. 

전기공사 위임건에 대해서만 지원할 

경우. 제품을 현장에 배달해드리고 

고객께서 토목 공사등을 직접 수행하면 

다시 저희쪽에서 현장을 방문해 

전기배선 연결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제품 구입에서부터 설치, 

유지관리 그리고 제품 업그레이드를 12

개월, 3년, 5년, 또는 7년에 걸쳐 매달 

또는 분기별 납입으로 모두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원 대해서만 지원할 경우 

제품을 현장에 배달해드리고 고객께서 

토목 공사, 전기배선 연결 등을 직접 

수행하신 후, ATG 액세스에서는 언제든 

공사관리팀이 그에 따른 컨설팅이나 

감독작업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7년에 걸쳐 매달 또는 분기별 

납입으로 모두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만 지원할 경우 

ATG 액세스는 단순히 요청받은 

제품만을 제공해드립니다. 즉 현장에 

직접 조달해드리거나 고객께서 직접 

방문 수거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배선 연결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제품 구입에서부터 설치, 

유지관리 그리고 제품 업그레이드를 12

개월, 3년, 5년, 또는 7년에 걸쳐 매달 

또는 분기별 납입으로 모두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치
 
ATG 액세스의 설치팀에 맡겨만주시면 

ATG 액세스가 승인한 자격을 갖춘 

설치기사들이 고객제품의 설치과정을 

모두 책임져드립니다. 

토털 보안 패키지는 1000파운드 이하의 계약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우스엔드-온-씨의
자동 상하식 볼라드로 관리되는

보행자 구역

맨위:하이드 파크의 콘스티튜션 힐 
전쟁 기념관 보호 

중앙: 켄싱턴 궁 정원 접근 제한 

맨아래: 영국에서 최초로 교통 혼잡료 
징수 관리에 사용되는 ATG 액세스 
자동 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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