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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무인운전으로 운행되는 경량전철 개별 차량의 운전정보 및 제어정보를 순시적으로 사령실에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운행중인 차량내 편의시설의 원격제어와 차량의 비상정지, 인칭 및 출발지령 등과 같은 제어동작

을 사령실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데이터모뎀, 컨트롤 보드, 전원공급장치 및 차량용 안테나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내부 메모리에 내장된 아이피 북에 의해 설정되는 IP에 따라 지상장치와 연결함과 아울러 차상주변장치와 연결하여 차상

의 정보와 지상의 정보를 무선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차상에 설치되는 차상 무선데이터 통신장치; 무선데이터 모뎀,

컨트롤 보드, I/O 보드, 전원공급장치, 선로변설치용 안테나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지상장치의 ID에 따라 설정된 섹터

내에 열차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차상장치를 호출하여 무선접속한 후 차상과 열차무선데이터 전송 중앙장치간에 데이터중

계를 하도록 선로변에 설치되는, 종합광전송로로 연결된 다수의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이 설치된 산업용 컴퓨터와 무선데이터모뎀, 컨트롤보드, 안테나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선로변에 설치

되는 모든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와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각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들의 상태파악, 제어, 네트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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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입한 모든 열차의 상태를 추적, 제어하도록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전송 중앙장치; 차상 무선데이터 통신장치로부터 전

송되는 열차의 정보 및 중앙운영콘솔에서의 각종 제어내용을 현시하는 표시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데이터모뎀, 컨트롤 보드, 전원공급장치 및 차량용 안테나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내부 메모리에 내장된 아이피 북

에 의해 설정되는 IP에 따라 지상장치와 연결함과 아울러 차상주변장치와 연결하여 차상의 정보와 지상의 정보를 무선으

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차상에 설치되는 차상 무선데이터 통신장치,

무선데이터 모뎀, 컨트롤 보드, I/O 보드, 전원공급장치, 선로변설치용 안테나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지상장치의 ID에

따라 설정된 섹터 내에 열차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차상장치를 호출하여 무선접속한 후 차상과 열차무선데이터 전송 중앙

장치간에 데이터중계를 하도록 선로변에 설치되는, 종합광전송로로 연결된 다수의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이 설치된 산업용 컴퓨터와 무선데이터모뎀, 컨트롤보드, 안테나유닛을 포함하

여 이루어지고, 선로변에 설치되는 모든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와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각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

들의 상태파악, 제어, 네트웍내에 진입한 모든 열차의 상태를 추적, 제어하도록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전송 중앙장치,

차상 무선데이터 통신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열차의 정보 및 중앙운영콘솔에서의 각종 제어내용을 현시하는 표시장치를 포

함하여 이루어진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는 복수 개의 장치를 하나의 독립적인 제어영역으로 구성하고, 상기 제어

영역내의 장치들을 제어하는 역 무선데이터 처리장치가 설치되며, 상기 역 무선데이터 처리장치는 종합광전송선로에 연결

되어 중앙장치로부터 통제를 받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화면 상단에 위치한 LAN포트설정 메뉴에서 설정하는 서

버 IP 및 포트번호에 따라 중앙운영콘솔과 이더넷통신으로 연결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에는, 화면좌측에서, 상단에는 아날로그지시계와 디지털로 표시됨과 아울러 제한속도가 반

원그래프로 표시되는 차량의 속도표시계, 상기 속도표시계 우측으로 배터리전압, 공기압, 차량응력하중 표시계가 나란히

배치되고, 그 하단에는 가선전압, 가선전류, SIV 출력전압 및 전류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표시되며, 차량편성번호, 주정

차 여부, 역행차단 여부, 제동상태, 고장정보(ECU고장, 추진장치고장, SIV고장, 신호장치고장, 냉난방고장, VVVF리셋요

청, ALL장치고장, 정상), 냉난방 상태, 조명상태를 상기 차량의 속도표시계, 상기 속도표시계 우측으로 배터리전압, 공기

압, 차량응력하중 표시계 상측에 텍스트로 현시하며, 차량의 스크린도어 및 출입문 상태 등을 SIV 출력전압 및 전류 표시

계 하단에 텍스트로 현시하며, 왼쪽 중하단 부분에 차량의 제어요청 및 긴급사항을 표시하는 이벤트 메시지 박스가 배치되

며, 상기 이벤트 메시지 박스 밑으로는 차량의 개략적 위치 표시 및 사령실 기준으로 차량의 위치를 미터단위로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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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단으로 차량의 위치에 따른 속도를 그래프화하여 표시하는 한편, 화면우측 상단에는 선로변에 설치된 지상장치 및 차

상장치의 상태를 표시하고, 화면우측 중단에는 차량주행일지를 표시하며, 그 아래에는 속도&파워/시간 상관관계 도식을

그래프화 하여 표시하며, 화면우측 하단에는 차량번호가 표시된 버튼이 구비되어 선택된 버튼에 해당하는 차량의 상태정

보화면이 활성화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화면상단에 표시되는 파일메뉴의 이벤트저장을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 중간부분에 표시되는

차량주행일지가 저장장치에 데이터폴더(DATA)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 연월일.TXT”파일형태로 저장되도록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인 및 무선으로 자동운전이 이루어지는 전철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더욱 상세하게는 무인운전으로 운행되는 경량전철 개별 차량의 운전정보 및 제어정보를 순시적으로 사령실에서 정확

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운행중인 차량내 편의시설의 원격제어와 차량의 비상정지, 인칭 및 출발지령 등과 같은

제어동작을 사령실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선데이터통신에 의해 열차를 제어함으로써 무인운전으로 고밀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여

러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무선에 의한 열차제어는 기존의 폐색구간에 의한 차량의 점유율을 개선시킴으로써 차량

간의 거리 및 시격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 분야이지만 국내에는 이에 대한 사례 및 연구가 전무한 실정

이어서 이에 대한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기존시스템과는 달리 향후 건설되는 대부분의 전철시스템은 무인 및 무선에 의한 자동운전이 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차량

의 정보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검지하여 열차제어의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상에서(사령실 포함) 차량의 상태에 대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고 또한 검출 시점도 열차가 역에 정차

되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되어서 선로 상에 있는 개별 열차에 대한 세밀한 제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무선에 의한 열차제어의 구현 시에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도는 무선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약들 때문에

신호시스템의 가용성에 제약이 따르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와 열차고장 시에도 안전한 동작개념(fail-safe)이 적용된 시

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개념에서 볼 때 기존의 공공무선망이 가지고 있는 공개성은 임의의 사용자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

공하지만 반대로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무선 네트웍을 구성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 동작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전용 네트웍의 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열차전용의 소신호 네트웍은 개발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 열차의 모든 제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령실에서 확인, 제어가 가능

하여 고장보수의 편의성이 우수한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에 발명의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은, 무선데이터모뎀, 컨트롤 보드, 전원공급장치

및 차량용 안테나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내부 메모리에 내장된 아이피 북에 의해 설정되는 IP에 따라 지상장치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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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아울러 차상주변장치와 연결하여 차상의 정보와 지상의 정보를 무선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차상에 설치되는 차

상 무선데이터 통신장치; 무선데이터 모뎀, 컨트롤 보드, I/O 보드, 전원공급장치, 선로변설치용 안테나유닛을 포함하여 이

루어져, 지상장치의 ID에 따라 설정된 섹터 내에 열차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차상장치를 호출하여 무선접속한 후 차상과 열

차무선데이터 전송 중앙장치간에 데이터중계를 하도록 선로변에 설치되는, 종합광전송로로 연결된 다수의 지상 무선데이

터 중계장치;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이 설치된 산업용 컴퓨터와 무선데이터모뎀, 컨트롤보드, 안테나유

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선로변에 설치되는 모든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와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각 지상 무선데이

터 중계장치들의 상태파악, 제어, 네트웍내에 진입한 모든 열차의 상태를 추적, 제어하도록 하는 열차무선데이터 전송 중

앙장치; 차상 무선데이터 통신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열차의 정보 및 중앙운영콘솔에서의 각종 제어내용을 현시하는 표시장

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대한 구성 및 작용을 첨부한 예시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경량전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무인운전을 전제로 운행되므로 개별 차량의 운전정보 및 제어정보를 순시적으로 지상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10)은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 및 제어정보를 차상에서 취합하여 무선 네트웍을 통하여 지상장

치에 송신하는 한편 지상에서 개별차량에 필요로 하는 제어를 제공하기 위한 차상 무선데이터 통신장치(20), 지상 무선데

이터 중계장치(30), 역 무선데이터 처리장치(40), 열차무선데이터 전송 중앙장치(50) 그리고 표시장치(60)로 구성된 무선

제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설명 중 편의를 위해 차상 무선데이터 통신장치(20)는 차상장치, 지상 무선데이터 중계장치(30)는 지상장치,

역 무선데이터 처리장치(40)는 역장치, 열차무선데이터 전송 중앙장치(50)는 중앙장치로 표기한다.

즉,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 -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자동 열

차운행) 시스템이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제어동작을 수행한다면 본 발명에 따른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10)은 열차의

백그라운드 정보 송수신 및 차내 편의시설의 원격 제어와 CBTC-ATO 장치의 고장시에 차량운전을 위한 백업 동작을 하

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의 네트웍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10)은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신호의 무선장치들로 구성된 열차무선통신 전용네트

웍 시스템이다. 이는 2.4GHz 대역의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밴드를 이용하여 통신망을 구성하므로 타 장

치와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장치의 출력전력과 허용주파수가 제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10)에서는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방식의 무선 모뎀을 사용하여 장

치간의 주파수 중복 제한을 극복하였다. 본 발명에 적용된 주파수 호핑 방식에서는 무선장치에 허용된 76개의 주파수 채널

에 대한 시간-주파수 할당을 달리하여 통신을 함으로써 근접한 거리에 있는 두 무선장치 간에도 상호 혼신의 우려를 최소

화하여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10)의 무선네트웍 성능사양은 예컨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기재된 사양은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일례로 제시한 것으로써,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나지 않

는 범위내에서 변경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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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상장치(20)는 차량의 운전실내의 제어함에 위치하여 차상의 정보와 지상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차상장치(20)는 무선데이터모뎀, 컨트롤 보드, 전원공급장치(DC72V SMPS), 차량용 안테나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되지 않은 차상 열차종합제어관리장치(TCMS; Train Control ＆ Monitoring System)와는 RS422 통신라인,

CBTC와는 포토커플러를 통한 입력 2개, 릴레이를 통한 출력 2개 라인이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차상장치(20)의

기능은 크게 다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무선에 의한 네트워크 접속기능이다. 차상장치(20)는 내부 메모리에 아이피 북(Internet Protocol Book) 주소

록을 내장한다. 아이피 북은 내용은 중앙장치(50)의 원격제어모드에서는 임시 IP를 할당받아 임의 장치와 통신이 가능하

지만 정상동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진입섹터에 위치한 지상장치(30)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중앙장치(50)의 승인

을 얻어 해당 지상장치(30)가 아닌 인근 지상장치(30)에 접속할 수 있다. 중앙장치(50)의 컴퓨터에서 원격제어 기능을 이

용하여 차상장치(20)의 파라메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차상장치(20)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상동작이 불가

능하지만 차상주변장치 즉, CBTC와 TCMS 장치와는 정상적으로 통신한다.

차상장치(20)의 두 번째 기능은 차상주변장치와의 접속기능이다. 차상의 TCMS장치와 RS422 직렬통신으로 연결되어 차

상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차내장치를 중앙장치(50)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격제어대상 장치로는 예컨대

차내의 냉난방과 실내조명 그리고 차량 리셋제어 등이 해당된다. 이때는 차상장치(20)가 해당 차내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차량기기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제어한다. 그리고 자동운전제어장치인 CBTC장치와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

신한다. 100VDC의 디지털 신호를 직접 입출력하며 인칭동작과 재출발 명령 등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

차상주변장치(21)에서 차량이상상태(열차분리상태, 출입문이상열림상태)가 감지되었을 때 해당 열차를 비상정지시키기

위해 비상경보신호를 차상장치(20)를 통하여 중앙장치(50)로 전송하여 중앙지령실에서 비상경보구간의 표시를 하고 비상

경보구간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차상장치(20)는 차상주변장치(21)에서 열차내의 비상정지스위치가 작동

되어 발생되는 비상정지신호를 중앙사령실로 전송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차상주변장치(21)에서 차량기기의

상태에 관한 신호를 출력하면 이를 중앙장치(50)로 전송함과 아울러 중앙장치(50)에서 무선전송되는 차량기기의 제어에

관련된 신호를 수신하여 차상주변장치(21)로 전송하는 작용을 한다.

지상장치(30)는 차상장치(20)와 중앙장치(50)의 데이터중계를 위한 네트웍 구성에 사용된다.

지상장치(30)는 무선데이터 모뎀, 컨트롤 보드, I/O 보드, 전원공급장치(AC220V SMPS), 선로변설치용 안테나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로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설치되는데 몇 개의 무선장치들이 하나의 제어영역(Zone)을 이

루고 제어영역내의 열차들을 관리하게 된다. 각각의 제어영역은 독립적인 제어구조를 갖는데 이를 위하여 역장치(40)가

개별구간의 제어를 담당하고 광전송망에 연결되어 중앙장치(50)로부터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기능으로는 지상장치(30)의 ID에 따라 설정된 섹터내에 열차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차상장치(20)를 호출하여 접속을 시도

한다. 단, 접속의 우선권은 차상장치(20)가 가지고 있으며 인근 지상장치(30)의 수신신호강도(RSSI; Received Signal

Strenthen indication)와 중첩구간 및 지상장치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섹터에 접속하게 된다.

지상장치(30)의 고장이 발생하면 중앙장치(50)의 승인을 얻어 고장장치의 ID 및 섹터범위를 승계하여 차량과 접속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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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치(50)와 차상장치(20)간의 연속적인 연결을 위하여 각각의 지상장치(30)는 해당섹터 내에서 차상장치(20)와의 접

속여부와 무관하게 데이터의 중계기능을 갖는다. 즉 지상장치(30)는 자신의 ID± 1의 조건을 갖는 최인근 지상장치(30)와

상시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중계요청이 수신되면 정의된 상향 및 하향 프로세서에 따라 데이터를 중앙장치(50) 및 차

상장치(20)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장치(50)는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10)의 최상위 제어장치로 예컨대 19인치 랙에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운

영프로그램이 설치된 산업용 컴퓨터와 무선데이터 모뎀, 컨트롤 보드, 안테나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령실에 위치

하여 모든 무선장치들의 상태파악 및 제어 그리고 네트웍 내에 진입한 모든 열차의 상태를 추적,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상기 중앙장치(50)의 주요기능은 열차통신(열차추적기능, 열차전송감시, 전구간 호출, 주기호출), 열차관리(열차번호관리,

소속통신구간관리, 열차등록 및 소거, 입출고 처리), 장치제어(냉난방 제어, 조명 제어), 열차제어(열차종별, 임시속도제어,

인칭지령, 재출발지령, 비상제동 리셋, 비상정지 제어), 열차상태정보(각종 고장상태표시, 운전상태표시, 제동동작표시,

CBTC 동작상태표시, 열차속도, ATO 제한속도, 정위치 정지 실패, 출입문 및 스크린도어 상태표시, 비상정지 조작여부)

이다.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은,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한된 표시장치(60)의 화면에 열차의 정

보 및 중앙운영콘솔(TTC)에서의 각종 제어내용을 현시하고 중앙운영콘솔과의 이더넷통신 및 차상·지상장치와 무선통신

을 하는 통신패킷 프로그램이다. 상기 중앙운영콘솔은 사령에 랜으로 연결되어 설치되며, 운영자에게 현장의 상황을 화면

에 표시하며 운영자의 현장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운영프로그램의 화면 표시장치(60)는 1024 * 768 픽셀크기로 구성하였고, 속도 및 전압, 전류정보를 지시계와 디지털로

동시에 표시함으로 차량상태확인이 용이하며 차량위치정보의 표시로 개략적 위치판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져 있다.

운영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화면 상단에 위치한 LAN포트설정 메뉴에서 서버 IP 및 포트번호 설정을 하여 중앙운영콘솔

(TTC)과 이더넷(Ethernet)통신으로 연결시킨 후 다시 화면상단의 직렬포트 메뉴에서 열기를 클릭한다. 이더넷통신 및 직

렬포트 연결은 화면 하단의 상태표시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속이 완료되면 중앙운영콘솔 및 차상장치(20)로부터 차량의 정보를 수신받게 된다. 왼쪽상단부터 보면 차량의속도(도

3. 301)가 아날로그지시계와 디지털로 표시되며, 제한속도(도 3. 301)가 반원그래프로 표시된다. 그 옆으로 배터리전압

(도 3. 302), 공기압(도 3. 303), 차량응력하중(도 3. 304)이 또 그 밑에 가선전압(도 3. 305), 가선전류(도 3. 306), SIV 출

력전압(도 3. 307) 및 전류(도 3. 308)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표시된다. 차량편성번호(도 3. 318), 주정차 여부(도 3.

318), 역행차단 여부(도 3. 318), 제동상태(도 3. 318), 고장정보(ECU고장, 추진장치고장, SIV고장, 신호장치고장, 냉난

방고장, VVVF리셋요청, ALL장치고장, 정상), 냉난방 상태(도 3. 318), 조명상태(도 3. 318), 차량의 스크린도어 및 출입

문 상태(도 3. 310) 등을 텍스트로 현시한다. 왼쪽 중하단 부분의 박스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이벤트 메시지 박스(도 3.

311)로서 차량의 제어요청 및 긴급사항을 표시하여 사령실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밑으로는 차량의 개략

적 위치 표시(도 3. 312) 및 사령실 기준으로 차량의 위치를 미터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위치에 따른 속도(도 3.

313)와 속도＆파워/시간 상관관계 도식(도 3. 315)을 그래프화 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일메뉴의 이벤트저장을 선택

하면 화면 오른쪽 중간부분에 표시되는 차량주행일지(316)가 C드라이브에 데이터폴더(DATA)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 연

월일.TXT”파일형태로 저장된다. 오른쪽 상단에는 선로변에 설치된 지상장치(30) 및 차상장치(20)의 상태(도 3. 317)를

표시하여 고장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314)에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번호가 표시되며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상태정보화면이 활성화 된다. 운영프로그램에 있

는 버튼은 총 20개로써 최대 20편성의 차량상태화면을 활성화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향후 수송력증대를 위해 건설되는 전철시스템은 장거리-중형전철보다는 단거리-경량전철 시스템이 주가 될 전망이고, 특

히 경량전철은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시설에 의하여 수송단가를 낮추는데 각국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에

서 무선에 의한 무인전철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현재 추가로 건설되는 대부분의 전철시스

템이 무인-경량 시스템으로 도입될 예정인바, 열차시스템의 운영 및 검수 측면에서 볼 때 달리는 열차의 모든 제어 데이터

를실시간으로 사령실에서 확인, 제어가 가능하므로 고장보수의 편의성 향상개념에서 중전철에의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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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열차무선데이터 네트웍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열차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20: 차상무선데이터통신장치(차상장치)

30: 지상무선중계장치(지상장치) 40: 역무선데이터처리장치(역장치)

50:열차무선데이터전송 중앙장치(중앙장치) 60: 표시장치

301: 차량의 속도 및 제한속도 표시부 311: 이벤트 메시지 박스

302: 차량의 배터리 상태 표시부 312: 열차위치 표시부

303: 차량의 공기압 상태 표시부 313: 속도/거리 표시 그래프

304: 차량의 응력하중 상태 표시부 314: 차량 선택 버튼

305: 차량의 가선전압 상태 표시부 315: 속도 & 파워 / 시간 표시 그래프

306: 차량의 가선전류 상태 표시부 316: 차량의 주행일지 표시부

307: 차량의 SIV 출력전압 상태 표시부 317: 차상 및 지상장치 상태 표시부

308: 차량의 SIV 출력전류 상태 표시부 318: 차량 운행상태 표시부

309: 차량의 운전모드 상태 표시부

310: 차량의 출입문 및 스크린 도어 상태 표시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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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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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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