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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철도 및 지하철에서 운행중인 전동차에 지상 레일을 통하여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운전지령을 송신하고 레일
에 운행중인 열차의 위치를 검지할 수 있도록 한 궤도회로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다수개의 열차검지주파수 및 
차상신호주파수를 발생하는 메인 발진부(110)와, 외부 연동회로의 정보 입력에 따라 열차운행 속도정보를 발생하는 메
인 코드부(120)와, 열차검지주파수 및 차상신호주파수를 열차속도코드로 변조시켜 증폭하기 위한 메인 송신부(130)
와, 그리고 열차검지주파수를 레일로부터 수신하여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메인 수신부(140)로 구성되는 메인 장치(
100)와, 이와 동일하게 구성된 백업 장치(200)와,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 및 송/수신 전압을 외부로 표시하여 동작상태
를 감시하고, 메인 장치 고장 시에 자동으로 백업장치로 전환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모니터링부(400)와, 송신
부와 임피던스 본드와의 매칭을 시키고 현장까지 연결된 케이블의 정전용량을 보상해주고, 전환제어신호를 받아 백업장
치로 전환시켜주는 임피던스 정합부(300)로 구성된다. 이 각 부는 카드식으로 유니트화하여 전체를 1대의 셸프에 수납
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열차운행에 중단이 없고, 예산 절감, 고 효율 저 전력의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1b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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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는 본 발명의 개략적인 외형도,

도 1b는 본 발명에 의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전체 구성도,

도 2는 도 1b에 도시된 발진(OSC)부의 상세 구성도,

도 3은 도 1b에 도시된 코드부의 상세 구성도,

도 4는 도 1b에 도시된 송신부의 상세 구성도,

도 5는 도 1b에 도시된 수신부의 상세 구성도,

도 6은 도 1b에 도시된 임피던스 정합부의 상세 구성도,

도 7은 도 1b에 도시된 모니터링부의 상세 구성도,

도 8은 도 1b에 도시된 모니터링부의 디스플레이 예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메인 장치 110 : 메인 발진부

120 : 메인 코드부 130 : 메인 송신부

140 : 메인 수신부 200 : 백업 장치

210 : 백업 발진부 220 : 백업 코드부

230 : 백업 송신부 240 : 백업 수신부

300 : 임피던스 정합부 400 : 모니터링부

410, 420, 425, 430, 440 : 제 1 내지 제 5 표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철도 및 지하철의 신호보안설비 중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지상설비에 속하는 궤도회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역과 역사이의 각 궤도에 사용되는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임의로 선택한 후 열차운행속도를 
결정하는 속도코드로 변조시켜 고 효율 저 전력의 디지털 앰프로 증폭 송신한 후 열차는 이를 수신하여 자동 운행하며, 
같은 지상 레일을 통하여 송신된 열차위치 검지 정보를 다시 수신하여 열차의 위치를 검지하고, 현재 사용중인 궤도회
로 주파수, 속도코드, 송/수신 전압을 외부로 디스플레이 하여 감시하며,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고장 즉시 다른 
쪽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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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신호보안설비는 열차의 진로를 안전하게 구성하여 주고 열차 승무원에게 운전조건을 제시하여 주는 설비로서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철길이 있는 현장에 위치하여 직접 열차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현장신호보안장
치와,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자동열차제어장치와, 모든 열차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열차운행종합제
어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현장 신호보안장치는, 열차의 진출 여부를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기장치와, 열차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안전을 저해
하는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통시켜 원활한 열차운전을 지원하는 연동장치와, 일정한 방호 구역 내에는 1대의 열
차만을 운행시키기 위한 폐색장치와, 운행중인 열차에 필요한 운전지령을 송신하고 현재 그 열차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검지하는 궤도회로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

상기 자동열차제어장치는 열차의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으며, 궤도 회로장치가 지상 레일을 통하여 송신한 운전정보를 
수신 해독하여 자동으로 열차 운행속도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호보안장치는 철도 수송의 안전, 정확, 신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호보안장치가 고장이 나면 
열차 운전은 혼란하여지고 정확, 신속의 특징을 상실한다. 따라서, 신호보안장치는 고장이 적어야 함은 물론 높은 신뢰
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 예로서, 고장이 생기거나 취급을 잘못하여도 악성의 고장이 되지 않는 즉, 안
전성 있게 동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궤도회로장치는 열차의 운행에 필요한 운전정보 제공 및 선로상의 열차
의 위치를 검지하는 신호보안장치의 주요 설비로서, 높은 신뢰도를 필요함은 물론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고장 
부위를 찾아 장애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의 궤도회로장치를 사용하여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각의 궤도회로장치의 송수신 전압 및 주파수를 계측기를 사용하여 매일 측정한 후 기록 보관하며, 표준치에서 
벗어났을 경우 계측기를 사용해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궤도회로장치가 자체적으로 주파수 및 송수신 전
압을 측정하여 외부로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열차 운행 시 고장이 발생한 궤도회로장치는 고장 
부위를 발견하여 보수할 때 까지는 잠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고장 부위의 유니트(unit)를 교체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궤도회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유니트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때 예비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여 어려움
을 겪기도 한다. 이것은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의 궤도회로 주파수를 다르게 사용하는 현재의 궤도회로에, 모든 유니
트들이 각각의 궤도회로 주파수 종류별로 고정된 유니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또한, 궤도회로장치에 
설치된 대형 방열판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궤도회로장치가 설치된 기계실의 온도 상승은 모든 궤도회로장치에 위
협을 주고 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력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궤도회로장치를 사용한 열차의 안전운행에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궤도회로장치는 복잡한 전자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 지식이 없이는 쉽게 고장 부위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상시에 응급 조치를 하는 것 
조차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의 어려움 때문에 궤도회로 장애
시 외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고장 부위를 판단하여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송수신 전압 및 주파수를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외부의 표시기로 디스플레이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자체 궤도회로장치의 송신/수신 전압을 
측정하는 디지털 전압계와, 열차검지주파수, 차상신호주파수, 속도코드주파수를 측정하는 주파수 카운터를 내장한 모니
터링부를 두어 측정한 수치를 외부의 표시기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모든 유니트들이 다양한 열차검지주파수를 모두 수용하여 유니트간에 주파수 호환이 이
루어지게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열차검지주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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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발진(Oscillation)부를 두고, 이 발진부를 디지털 발진부로 구성하여 논리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사용되
는 열차검지주파수를 모두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 후, 목적하는 주파수를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선택하여 출력하며, 
이 신호를 받은 송신부는 특정 주파수에 고정되지 않는 광대역 증폭기를 사용하여 모든 열차검지주파수를 증폭 출력한 
후 지상 레일로 송신하며, 다시 지상 레일을 통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의 입력 필터는 모든 열차검지주파수 중 목
적하는 주파수만을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필터(Switched Capacitor Filter, SC
F)를 사용해 모든 주파수에 호환되도록 구성함으로써 달성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송신부를 고 효율 저 전력의 소형 디지털 증폭기(AMP)를 사용하고, 카드식으로 유
니트화 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송신부에 PWM(Pulse 
Width Modulation) 또는 PCM(Pulse Code Modulation) 변조기를 두어 발진부를 통해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열의 발생으로 인한 방열기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고 효율 저 전력의 디지털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여 
소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 4 목적은, 궤도회로장치를 이중으로 구성하여 메인(Main)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백업(Backup)장치로 전환되도록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 4 목적은, 메인 장치를 발진부, 코드부, 송신부 및 수신부로 구성하고, 백업 장치
에도 동일한 발진부, 코드부, 송신부 및 수신부로 구성한 후, 메인 장치와 백업 장치를 감시하는 모니터링부를 통하여 
주파수 및 전압이 정상인지를 감시하고 외부의 디스플레이 표시기를 통하여 나타내며, 사용중인 메인 장치의 발진부, 
코드부, 송신부 및 수신부 중에 어느 하나의 부분이라도 고장이 발생하면 그 고장이 발생한 부분의 전면에는 고장 발생 
부위를 표시하는 램프로 이를 표시함은 물론 모니터링부는 이를 감지, 즉시 백업장치로 자동 전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
이 없도록 구성함으로써 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들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 장치는, 각 궤도별로 임피던스 본드에 의해 전기적으로 분리되고, 송/수신부
를 통해 이웃하는 궤도간에 주파수 송신과 주파수 수신을 공용으로 이용하되, 이웃하는 궤도간에는 서로 다른 다수의 
주파수(예: F1 - F8)를 이용하여 서로 구별하므로, 송/수신부를 이용하여 이웃하는 궤도에 대해 주파수 송신과 수신
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의 개략적인 외형을 도 1a에 도시하였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궤도
회로장치는, 후술하는 발진부, 코드부, 송신부, 수신부, 모니터링부가 유니트별로 카드식으로 꽂혀 있고, 그 각 유니트
별의 동작 상태가 표시되도록 램프가 구비된 형태이다.

이와 같이 도시된 도 1a의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에 대한 전체 블록 구성도를 도 1b에 도시하였다.

도 1b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전체 블록 구성은, 크게 메인 장치(100), 백업 장치(200), 임피던스 정합부(300) 및 모니
터링부(400)로 구성된다.

    
그 메인 장치(100)는 구체적으로, 운행중인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차검지주파수 및 열차 운행에 필
요한 열차속도정보를 레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차상신호주파수를 발생하는 메인 발진부(110)와, 상술한 외부 연동
회로의 정보의 입력에 따라 운행중인 열차의 속도정보를 발생하는 메인 코드부(120)와, 열차검지주파수 및 차상신호주
파수를 열차속도코드로 변조시켜 증폭하기 위한 메인 송신부(130)와, 그리고 열차검지주파수를 레일로부터 수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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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메인 수신부(140)로 구성된다.
    

    
또, 백업 장치(200)는 상기 메인 장치와 동일하게 이중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구성은,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열차검지주파수 및 열차운행에 필요한 열차속도정보를 레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차상신호주파수를 발생
하는 백업 발진부(210)와, 외부 연동회로의 정보 입력에 따라 운행중인 열차의 속도정보를 발생하는 백업 코드부(22
0)와, 열차검지주파수 및 차상신호주파수를 열차속도코드로 변조시켜 증폭하기 위한 백업 송신부(230)와, 그리고 열
차검지주파수를 레일로부터 수신하여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백업 수신부(240)로 구성된다.
    

위에서, 메인 및 백업 발진부(110, 210)는 주파수선택 데이터의 입력에 따라 1개의 열차검지주파수를 선택하여 출력
시킨다. 또한 메인 및 백업 송신부(130, 230)는, 출력단의 방열기와 함께 유니트화 하여 송신부가 1장의 카드식으로 
실장되어 있다.

또한, 임피던스 정합부(300)는, 상기 송신부(130 또는 230)와 현장 레일에 설치된 임피던스 본드와의 매칭을 시키고 
현장까지 연결된 케이블의 정전용량을 보상해 주고, 다수개의 열차검지주파수 중에 목적하는 1개의 주파수를 다수개의 
딥 스위치를 사용하여 선택한 후 메인 및 백업 발진부와 모니터링부로 주파수선택 데이터를 출력시켜 주며, 모니터링부
(400)의 릴레이 제어신호를 받아 메인 장치 고장시에 백업 장치로 자동 전환시켜준다.

그리고, 모니터링부(400)는, 메인 장치(100) 또는 백업 장치(200)로부터 전송된 송수신 전압 및 주파수를 측정하여 
표시하여 주는 메인 장치(100)중 어느 하나의 부분이라도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백업 장치(200)로 
전환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한 각 부는 1장씩 카드식으로 유니트화하여 전체가 1대의 셸프(Shelf)에 수납되어 궤도회로장치를 구성한다.

위와 같이 도 1b에 도시된 각 부분의 구성을 도 2 내지 도 8을 참조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본 
발명에서는 메인 장치와 백업 장치가 동일한 구성이므로 도면부호를 하나만 부여하고 그 부호에 대한 명칭을 통칭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의 발진(OSC)부(110)(또는 210)에 대한 내부 구성도이
다.

    
그 발진부(110)는, 필요한 열차검지주파수를 주파수선택 데이터의 입력에 따라 선택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디지털 열
차검지 발진회로(112)와, 필요한 열차검지주파수만을 선택하여 출력시키며 통과 주파수를 제 1 클럭 발진회로(114)
에서 출력된 클럭 주파수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스위치드 캐패시터 필터(SCF)를 사용한 제 1 대역통과필
터 (이하, '제 1 BPF')(113)와, 주파수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제 1 BPF(113)에 필요
한 디지털 클럭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 1 클럭발진회로(114)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열차속도정보를 레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차상신호주파수를 발생하는 디지털 차상신호 발진회로(115)와, 이 발진회로(115)에서 출력된 차상신호
만을 통과시키는 제 2 BPF(116)와, 열차검지 발진회로(112)와 제 1 클럭발진회로(114) 및 차상신호 발진회로(115)
의 발진에 필요한 기준 클럭(CLK)을 발생시키는 기준 클럭 발진회로(117)와, 기준 클럭 발진회로(117)의 주파수를 
필요한 낮은 주파수로 만들어 내는 제 1 및 제 2 분주기(118a, 118b)와, 발진부 전체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
는 정전압 전원회로(119)로 구성된다. 위에서 주파수선택 데이터는 임피던스 정합부의 주파수선택회로의 정보를 사용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의 코드부(120)(또는 220)에 대한 내부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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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메인 코드부(120)는, 외부 연동회로의 정보를 입력 받아 안정되게 출력하는 제 1 버퍼(121)와, 외부 연동회로의 정
보와 일치하는 열차속도코드 주파수를 발생하는 속도코드 발진기(122)와, 이 속도코드를 버퍼링하여 출력시키는 제 2 
버퍼(123)와, 그 열차속도코드 주파수를 증폭하는 제 1 증폭기(이하, '제 1 AMP')(124)와, 그 증폭된 현재의 속도코
드가 얼마인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속도코드 표시 램프(125)와, 그리고 코드부 전체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126)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의 송신부(130)(또는 230)에 대한 내부 구성도 이다.

    
메인 송신부(130)는, 발진부(110 또는 210)에서 출력한 아날로그 열차검지신호를 증폭하는 제 2 AMP(131a)와, 마
찬가지로 발진부에서 출력한 아날로그 차상신호를 증폭하는 제 3 AMP(131b)와, 증폭된 열차검지주파수를 구형파로 
이루어진 속도코드 주파수로 변조하고 외부 연동회로를 통해 차상신호현시조건이 입력될 때 차상신호도 함께 변조하는 
속도코드 변조기(132)와, 디지털 변조에 필요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 2 클럭발진회로(133)와, 변조된 아날로그 신
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변조기(134)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열차검지신호와 차상신호를 고 효율 저 전
력으로 증폭하는 제 4 AMP(드라이버 AMP)(135) 및 제 5 AMP(전력 AMP)(136)와, 증폭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
그 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D/A 필터(137)와, D/A 필터(137)의 출력을 받아 송신부(130, 230)의 동작 상태를 감시
하는 전압감시회로(138)와, 그리고 송신부 전체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139)로 구성된다.
    

또한,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의 수신부(140)(또는 240)에 대한 상세 구성도이다.

    
그 메인 수신부(140)는, 레일에 위치한 임피던스 본드와 정합을 시키고 열차검지주파수를 수신하는 정합 트랜스(141
a)와, 레일을 통해 수신된 많은 주파수 성분 중에 목적하는 열차검지주파수만을 선택하기 위하여 통과 주파수를 제 1 
클럭 발진회로(114)에서 출력된 주파수 선택 클럭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스위치드 캐패시터 필터(SCF)
를 사용한 제 3 BPF(141b)와, 제 3 BPF를 통한 수신전압치를 모니터링부(400)에 보내기 위하여 버퍼링하는 제 3 버
퍼(142)와, 제 3 BPF를 통한 수신전압치를 적당한 레벨로 증폭하는 제 6 AMP(143a)와, 증폭된 AC(교류) 신호 중에 
반송파를 제거하는 제 1 정류기(143b)와, 송신부(130 또는 230)에서 레일로 송신한 열차속도코드와 동일한 코드로 
복원하는 속도코드 복조기(144a)와, 복조된 구형파를 증폭하는 제 7 AMP(144b)와, 증폭된 구형파를 완전한 DC(직
류) 전압으로 정류하여 출력하는 제 1 전압 배압기(145a)와, DC 전압의 크기를 일정한 레벨로 안정시켜 주는 전압 안
정기(145b)와, 전압 안정기의 DC 전압을 기초로 하여 특정 주파수를 발진시키는 발진회로(146a)와, 발진 주파수를 
증폭하는 제 8 AMP(147a)와, 증폭된 주파수를 DC 전압으로 정류하는 제 2 전압 배압기(147b)와, DC 정류 전압이 
입력되었을 때 궤도 계전기를 천천히 여자시키는 계전기 여자 지연회로(148)와, 그리고 수신부(140)(또는 240) 전체
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149)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의 임피던스 정합부(300)에 대한 상세 구성도이다.

    
그 임피던스 정합부(300)는, 송신부(130)(또는 230)의 부하 임피던스와 현장 레일에 설치된 임피던스 본드(일종의 
변압기)와 임피던스를 정합 시키는 임피던스 정합 트랜스(310)와, 현장 레일로 연결한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보상하여 
트랙에 출력하는 튜닝회로(320)와, 그리고 튜닝회로(320)를 거친 송신출력전압을 DC 전압으로 정류하여 모니터링부
(400)에 보내는 제 2 정류기(330)와, 다수개의 열차검지주파수 중에 목적하는 주파수를 선택하기 위해 다수개의 딥 
스위치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선택한 후 발진부(110)(또는 210) 및 모니터링부(400)로 주파수선택 데이터를 출력하
는 제 1 주파수 선택회로(340)와, 그리고 모니터링부(400)의 릴레이 구동기(414)에서 메인 장치 고장시에 출력되는 
릴레이 제어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백업장치로 전환되는 전환 릴레이(350)로 구성된다.
    

위에서, 임피던스 정합 트랜스(310)와 튜닝회로(320) 및 제 2 주파수선택회로(340)를 함께 유니트화 하여 1장의 카
드식으로 실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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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의 모니터링부(400)에 대한 상세 구성도이다.

    
그 모니터링부(400)는, 크게, 메인 장치 고장시에 자동으로 백업 장치로 전환시키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고, 그 전환 상
태를 표시해 주는 제 1 표시부(410)와, 백업 장치 고장 시에 그 상태를 표시해 주는 제 2 표시부(420)와, 임피던스 정
합부(300)에서 출력된 주파수선택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제 3 표시부(425)와, 발진부로부터 발생된 열차검지주파수 
및 차상신호주파수와 코드부로부터 발생된 속도코드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표시해주는 제 4 표시부(430)와, 송신부와 
수신부로부터의 송/수신 전압을 선택적으로 표시해주는 제 5 표시부(440)와, 그리고 모니터링부 전체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45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부의 각 표시부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모니터링부는 전면의 FND 또는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
    

    
위에서, 제 1 표시부(410)는, 메인 송신부(130)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신호, 메인 열차검지주파수, 메인 차상신호주
파수 및 메인 속도코드주파수를 입력받아 정상 동작 유무를 판단하는 제 1 감시회로(411)와, 궤도회로장치의 동작을 
메인, 노르말(Normal) 또는 백업으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회로(412)와, 초기 노르말 상태로 설정되어 메인 
장치가 동작하다가 고장 시에 제 1 감시 회로(411)의 제어에 의해 자동으로 백업 장치로 전환되도록, 그 감시회로의 
출력을 증폭하는 제 9 AMP(413)와, 메인 송신부(130)와 백업 송신부(230)의 출력을 자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릴레
이 제어신호를 임피던스 정합부(300)의 전환 릴레이(350)로 출력하는 릴레이 구동기(414)와, 릴레이 구동기(414)에
서 출력된 신호를 증폭한 후 백업 장치로 전환되는 상태를 표시해주기 위한 제 10 AMP(415)와 백업 전환표시 램프(
416)로 구성된다.
    

또한, 제 2 표시부(420)는, 백업 송신부(230)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신호, 백업 열차검지주파수, 백업 차상신호주파
수 및 백업 속도코드주파수를 입력받아 정상 동작 유무를 판단하는 제 2 감시회로(421)와, 백업장치의 고장 시 그 상
태를 표시해 주는 백업 고장(trouble) 표시 램프(422)로 구성된다.

또한, 제 3 표시부(425)는, 임피던스 정합부(300)의 제 1 주파수 선택회로(340)에서 출력된 개별적인 궤도회로장치
의 열차검지주파수가 어느 것인지를 외부로 표시하는 궤도회로주파수 디스플레이 이다.

또, 제 4 표시부(430)는,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발진부로부터 발생된 열차검지주파수 및 차상신호주파수와 코드부
로부터 발생된 속도코드주파수를 입력받아 선택하는 제 2 주파수 선택회로(431)와, 그 선택된 주파수를 읽어내는 주파
수 카운터(432)와, 그리고 그 읽은 주파수를 표시하는 주파수 디스플레이(433)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 2 주파수 선택
회로(431)는 스위치를 사용한다.

그리고, 제 4 표시부(440)는, 임피던스 정합부(300)의 제 2 정류기(330)를 통해 출력된 송신전압과 수신부(140)(또
는 240)의 제 3 버퍼(142)를 통해 출력된 수신전압을 입력받아 선택하는 전압 선택회로(441)와, 선택된 전압을 읽어
내는 디지털 전압계(442)와, 그리고 이 전압을 외부로 표시하는 전압 디스플레이(443)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의 작용을 설명하되, 상기한 바와 같이 메인 장치(100)가 
백업 장치(200)와 동일하므로 메인 장치(100)를 참조로 하여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궤도회로장치의 기본을 이루는 신호주파수는 도 2의 메인 발진부(110)에서 발생시키는데, 이때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
기 위하여 필요한 열차검지주파수는 논리적으로 프로그램화한 열차검지 발진회로(112)를 사용하여 모든 열차검지주파
수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주파수는 제 1 주파수선택회로(340)의 데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선택된다. 이에 따라 출력된 
열차검지주파수를 제 1 클럭 발진회로(114)에서 발생된 클럭 주파수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스위치드 캐
패시터 필터(SCF)를 사용한 제 1 BPF(113)가 잡음을 제거한 깨끗한 신호로 출력한다. 그리고 이때 제 1 클럭 발진회
로(114)는 상기 제 1 BPF(113)에 필요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디지털 클럭 발진회로로서, 주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발진부로 구성되어 논리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제 1 주파수선택회로(340)의 데이터에 의해 열차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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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회로(112)와 함께 주파수가 선택된다. 열차운행에 필요한 열차속도정보를 레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차상신호
주파수를 발생하는 디지털 차상신호 발진회로(115) 역시 논리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필요한 주파수를 발진하도록 고
정시키고, 이 차상신호 발진회로(115)에서 발진된 주파수를 제 2 BPF(116)를 통해 잡음을 제거한 깨끗한 신호로 바
꾸어 출력한다. 이와 같이 열차검지 발진회로(112), 제 1 클럭 발진회로(114) 및 차상신호 발진회로(115)의 발진에 
필요한 기준 클럭(CLK)을 기준 클럭 발진회로(117)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기준 클럭은 제 1 및 제 2 분주기(
118a, 118b)에서 필요한 낮은 주파수로 분주 되어 도 3에 도시된 메인 코드부(120)의 속도코드 발진기(122)와 도 
7에 도시된 모니터링부(400)에 공급되어 주파수를 발생시키고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상기와 같이 발생된 열차검지주
파수와 차상신호주파수는 열차의 속도정보(속도코드)를 레일로 전송하기 위한 반송파에 해당한다.
    

    
도 3의 메인 코드부(130)는 열차의 속도정보를 발생시키는 발진부로서, 논리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필요한 주파수를 
발진시키는 디지털 속도코드 발진기(122)에서는 외부 연동회로로부터 제 1 버퍼(121)를 통해 입력받은 열차속도정보
에 따라 주파수가 낮은 1~30Hz의 구형파를 메인 발진부(110)로부터의 기준 클럭을 받아 발생시키며, 그 발생된 속도
코드주파수를 제 1 AMP(124)를 통해 증폭하여 사람이 시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속도코드표시 램프(125)로 디스
플레이 한다. 한편, 그 발생된 속도코드주파수는 제 2 버퍼(123)를 거쳐 안정되게 메인 송신부(130)에 출력된다.
    

    
이에 따라, 도 4에 도시된 메인 송신부(130)에서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상기 속도코드주파수를 레일로 전송하기 위하
여, 반송파에 해당하는 열차검지주파수와 차상신호주파수를 메인 발진부(110)로부터 입력받아 제 2 및 제 3 AMP(1
31a, 131b)를 통해 각각 증폭하고 그 증폭된 열차검지주파수와 차상신호주파수는 속도코드 변조기(132)를 통해 변조
된다. 이와 같이 속도코드 변조기(132)에서 변조를 수행하면 메인 코딩부(120)로부터 입력 받은 구형파 속도코드의 
하이(High) 레벨 부분에는 열차검지주파수가, 로우(Low) 레벨 부분에는 메인 발진부(110)로부터 입력받은 차상신호 
주파수가 실린다. 즉, 속도코드 변조기(132)는 평상시에는 열차검지신호를 변조하다가 외부로부터 차상신호현시조건
이 입력될 때는 차상신호도 함께 변조한다. 속도코드로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성분은 아날로그 신호이며, 대 출력의 앰
프로 증폭하는데 소모되는 전류와 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형화하기 위하여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변조기(134)
에서는 제 2 클럭발진회로(133)의 발진에 따라 동기하여 PCM(Pulse Code Modulation) 또는 PWM(Pulse Width 
Modulation)의 디지털 변조방식으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그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고 효율 저 전력의 디지털 앰
프인 제 4 AMP(Driver AMP)(135)와 제 5 AMP(Power AMP)(136)를 통해 신호를 증폭한다. 증폭된 대 신호는 
D/A 필터(137)를 통해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임피던스 정합부(300)의 전환 릴레이(350)로 출력되며, 이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를 받은 전압 감시회로(138)에서는 메인 송신부(130)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감시하여 그 정보를 
모니터링부(400)의 전압 선택회로(441)에 전송한다.
    

    
위에서와 같이 송신출력 임피던스와 현장 레일에 설치되어 있는 임피던스 본드와의 원활한 정합(Matching)을 위하여 
도 6의 임피던스 정합 트랜스(310)가 필요하며, 또한 현장 레일까지 연결한 케이블의 내부 정전용량으로 인하여 신호
의 입/출력이 방해를 받고 시간지연이 일어나므로, 그것을 보상하는 튜닝회로(320)가 사용된다. 또한 송신출력전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DC 정류기인 제 2 정류기(330)가 사용되며, 그 송신전압은 모니터링부(400)로 보내진다. 그리
고 다수개의 열차검지주파수 중에 목적하는 열차검지주파수를 선택하는 딥 스위치로 이루어진 제 1 주파수선택회로(3
40)는, 1개의 주파수를 선택하여 메인과 백업 발진부(110)(210) 및 모니터링부(400)로 데이터를 보낸다.
    

    
최종 송신출력이 현장 레일로 전송되면, 차상신호는 열차가 레일을 통과할 때 열차에서 수신한 후 반송파를 제거하고 
속도코드를 복원하여 지시한 속도로 자동 운행하게 되며, 동시에 열차검지주파수는 열차가 해당 레일을 통과할 때 신호
가 소실되어 메인 수신부로 들어오는 신호가 없어지게 되므로, 열차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열차가 해
당 레일에 진입하지 않았을 때 열차검지주파수는 도 5의 메인 수신부(140)로 입력되어 정합 트랜스(141a)로 임피던
스 정합을 이루고, 레일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주파수 성분 중에 목적하는 열차검지주파수만을 검출하는 제 3 BPF(

 - 8 -



공개특허 특2001-0074350

 
141b)를 통해 잡음을 제거한 깨끗한 신호로 바꾼다. 이 제 3 BPF(141b)는 통과 주파수를 메인 발진부(110)의 제 1 
클럭 발진회로(114)에서 공급하는 클럭 주파수를 사용하여, 통과 주파수를 발진부의 주파수와 일치하게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필터(SCF)를 사용하여, 메인 수신부 역시 모든 열차검지주파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호환을 이룬다. 이 제 3 BPF의 출력은 제 3 버퍼(142)를 통해 수신입력전압을 측정하도록 모니터링부(400)의 
전압선택회로(441)에 보내지고, 또한 미약해진 신호를 적당한 크기로 제 6 AMP(143a)를 통해 증폭된 후 제 1 정류
기(143b)를 거쳐 반송파가 제거된다. 그리고 나서, 메인 송신부(130)를 통해 송신한 내용과 동일한 속도코드를 속도
코드 복조기(144a)를 거쳐 1~30Hz 범위의 구형파로 복조 한다. 복조된 구형파를 다시 제 7 AMP(144b)로 증폭한 
후, 제 1 전압 배압기(145a)에서 완전한 DC 전압으로 만들어지고, 전압 안정기(145b)에서 전압을 일정한 레벨로 안
정시키면 이 전압은 발진회로(146a)가 안정된 발진을 하게 하고 수신입력전압이 미약하거나 없으면 이 DC 전압이 안
정되지 못하여 발진회로가 발진을 멈추게 된다. 발진회로(146a)의 발진주파수를 제 8 AMP(147a)를 통해 증폭한 후 
제 2 전압 배압기(147b)에서 DC 전압으로 만들고 계전기 여자 지연회로(148)를 동작시키는데, 이 회로는 DC 전압이 
입력되었을 때 궤도계전기를 천천히 여자 시키고, DC 전압이 소실되었을 때는 궤도 계전기를 빨리 낙하시키는 동작을 
한다.
    

    
이와 같은 궤도회로장치의 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도 7의 모니터링부(400)에서 동작을 감시하고 측정한다. 도 7
의 감시회로(411)는 4 종류의 신호, 즉 메인 송신부의 전압감시, 메인 열차검지주파수의 출력감시, 메인 차상신호주파
수의 출력감시, 메인 속도코드의 출력감시를 수신하여 이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4종류의 신호 중에 어느 한가
지라도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즉시 제 9 AMP(413)와 릴레이 구동기(414)가 동작하여 임피던스 정합부(300)내 
전환 릴레이(350)를 동작시켜서 자동으로 백업장치를 동작하게끔 한다. 이와 같이 백업 장치로 전환된 상태의 신호를 
제 10 AMP(415)를 통해 증폭한 후 그 백업 장치로의 전환상태를 백업전환표시 램프(416)로 표시한다. 궤도회로장치
의 동작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 회로(412)의 메인(MAIN) 위치는 메인 장치로 고정시키는 것이며, 노르말(
NORMAL) 위치는 초기에는 메인 장치가 동작하고 메인 장치의 고장 시 자동으로 백업장치로 전환되며, 백업 위치에서
는 백업 장치가 동작하도록 고정시키게 된다. 그리고, 메인 장치로 동작하는 동안 백업 장치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 고
장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업 송신부의 전압감시, 백업 열차검지주파수의 출력감시, 백업 차상
신호주파수의 출력감시, 백업 속도코드의 출력감시를 수신하여 이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4종류의 신호 중에 어
느 한가지라도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즉시 제 2 감시회로(421)는 고장신호를 출력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백업 고장 
표시 램프(422)로 표시한다. 한편, 열차검지주파수, 차상신호주파수 및 속도코드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3종류의 주
파수를 선택하는 제 3 주파수 선택회로(431)는, 그 중에 한 가지씩 선택하여 출력하면, 주파수 카운터(432)는 이를 측
정하여 외부의 주파수 디스플레이(433)에 주파수를 모니터 할 수 있다. 또한, 송수신 전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압 선
택회로(441)를 통해 선택된 신호는 디지털 전압계(442)가 측정하여 외부의 전압 디스플레이(443)에 송수신 전압을 
모니터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부(400)를 셸프에서 제거하여도 백업 장치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만 동작하지 않고, 
메인 장치는 정상으로 동작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상기와 같은 각 부에는 각 부 전체의 안정된 동작을 위하여 정전압 전원회로(119, 126, 139, 149, 450)가 구비되고, 
하나의 정전압 전원회로로도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철도 및 지하철에서 궤도회로를 이용한 열차의 운행에서, 열차의 안전운행과 유지보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안출된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갖는다.

첫째, 본 발명은 종래의 궤도회로장치에는 없는 전압, 주파수를 자체 측정, 외부의 표시기로 디스플레이 하여 동작상태
를 한 눈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시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을 뿐 더러, 고장 원인과 부위
도 자체 점검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되어,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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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종래 철도 및 지하철에서는 각각의 궤도회로 주파수별로 고정된 유니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 많은 종류의 유
니트를 예비로 확보함은 물론, 비상시에 신속한 응급조치에도 제약이 따랐으나, 본 발명에서는 유니트들이 모든 주파수
에 호환되게 구성되어, 예산절감은 물론 응급조치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셋째로, 본 발명의 고 효율 저 전력의 디지털 송신부는 궤도회로장치의 전체 외관을 더욱 소형화하여, 기존의 대형 방열
기 및 넓은 공간의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시스템 전체의 높은 신뢰도는 물론, 온도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본 발명은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기존의 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데이터 통신에서 디지털 송신부를 이용할 수 
있고, 고 효율 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소형이면서 대 출력의 앰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철도 및 지하철의 신호보안장치에 있어서,

외부 연동회로의 정보에 따라 열차 운행 속도정보를 발생하는 메인 코드부,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
차검지주파수 및 열차운행에 필요한 열차속도정보를 레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차상신호주파수를 발생하는 메인 발
진부, 상기 열차검지주파수와 차상신호주파수를 받아 열차속도코드로 변조시켜 증폭하기 위한 메인 송신부 및 상기 열
차검지주파수를 레일로부터 수신하여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메인 수신부로 구성된 메인 장치;

상기 메인 장치와 동일하게, 외부 연동회로의 정보에 따라 열차 운행 속도정보를 발생하는 백업 코드부,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차검지주파수 및 열차운행에 필요한 열차속도정보를 레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차상신호
주파수를 발생하는 백업 발진부, 상기 열차검지주파수와 차상신호주파수를 받아 열차속도코드로 변조시켜 증폭하기 위
한 백업 송신부 및 상기 열차검지주파수를 레일로부터 수신하여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백업 수신부로 구성된 백업 장
치;

상기 메인 장치 또는 백업장치에서 전송되는 송수신 전압 및 주파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상기 메인 장치 중 어느 하나
의 부분이라도 동작 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백업 장치로 전환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모니터링부; 및

상기 송신부의 부하 임피던스와 현장 레일에 설치된 임피던스 본드와의 정합을 시키고 현장까지 연결된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보상해 주고, 상기 모니터링부로부터의 전환제어신호를 받아 본 장치를 백업장치로 전환시키는 임피던스 정합부
로 구성되고, 상기 각 부마다 카드식으로 유니트화 하여 전체를 1대의 셸프에 수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
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및 백업 장치의 발진부, 송신부 및 수신부는, 1개의 열차검지주파수에 고정되어 동작하지 
않고, 사용되는 모든 열차검지주파수에서 동작하여 주파수 호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
도회로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부는,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열차검지주파수를, 1개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발생되지 않고, 사용되는 모든 
열차검지주파수 중에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하면 모두 발생시키는 디지털 열차검지주파수 발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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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열차검지주파수만을 선택하여 출력시키되 제 1 클럭 발진회로에서 출력된 클럭 주파수에 의해 자유롭게 통과하
는 주파수를 선택하여 출력시키는 제 1 대역통과필터;

상기 제 1 대역통과필터에 필요한 디지털 클럭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 1 클럭발진회로;

차상신호주파수를 발생하는 디지털 차상신호주파수 발진회로;

이 차상신호 발진회로에서 출력된 차상신호만을 통과시키는 제 2 대역통과필터;

상기 열차검지주파수 발진회로, 제 1 클럭발진회로 및 차상신호주파수 발진회로의 발진에 필요한 기준 클럭(CLK)을 
발생시키는 기준 클럭 발진회로;

상기 기준 클럭 발진회로의 주파수를 일정 주파수로 분주하는 두 개의 분주기; 및

발진부 전체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로 각각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통과필터는, 클럭 주파수에 의해 대역통과필터의 중심주파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필터(SCF)를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부는,

외부 연동회로의 정보를 안정되게 출력하는 제 1 버퍼;

상기 외부 연동회로의 정보와 일치하는 필요한 모든 열차속도코드 주파수를 발생하는 디지털 속도코드 발진기;

이 속도코드를 버퍼링 하여 출력시키는 제 2 버퍼;

상기 열차속도코드 주파수를 증폭하고, 그 증폭된 현재의 속도코드가 얼마인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제 1 증폭
기 및 속도코드 표시기; 및

코드부 전체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로 각각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는,

상기 발진부에서 출력된 아날로그 열차검지주파수 및 차상신호주파수를 증폭하는 제 2 및 제 3 증폭기;

상기 증폭된 열차검지주파수를 속도코드 주파수로 변조하고 상기 차상신호 주파수를 함께 변조하는 속도코드 변조기;

디지털 변환에 필요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 2 클럭 발진회로;

상기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변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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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열차검지신호와 차상신호를 고 효율 저 전력으로 증폭하는 제 4 및 제 5 증폭기;

이 증폭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킨 신호를 상기 정합부에 출력하는 D/A 필터;

상기 D/A 필터의 출력신호를 받아 송신부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는 전압감시회로; 및

상기 송신부 전체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로 각각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
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변조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펄스 코드변조(PCM) 또는 펄스 폭 변조(PWM)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및 백업장치의 각 송신부는, 출력단의 방열기와 함께 유니트화 하여 송신부가 1장의 카드
식으로 실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는,

레일에 위치한 임피던스 본드와 정합을 시키고 열차검지주파수를 수신하는 정합 트랜스;

레일을 통해 수신된 주파수중 열차검지주파수만을 제 1 클럭 발진회로에서 출력된 클럭 주파수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
하는 제 3 대역통과필터;

상기 제 3 대역통과필터를 통한 수신전압치를 상기 모니터링부에 보내기 위해 버퍼링 하는 제 3 버퍼;

상기 제 3 대역통과필터를 통한 수신전압치를 적당한 레벨로 증폭하는 제 6 증폭기;

그 증폭된 교류신호 중에 반송파를 제거하는 제 1 정류기;

상기 송신부에서 레일로 송신한 열차속도코드를 복조하고, 그 복조된 구형파를 증폭하는 속도코드 복조기 및 제 7 증폭
기;

이 증폭된 구형파를 완전한 직류전압으로 정류하여 출력하는 제 1 전압 배압기;

DC 전압의 크기를 일정한 레벨로 안정시켜 주는 전압 안정기;

전압 안정기의 DC 전압을 기초로 하여 특정 주파수를 발진시킨 후, 증폭하는 발진회로 및 제 8 증폭기;

증폭된 주파수를 DC 전압으로 정류하는 제 2 전압 배압기;

DC 전압이 입력되었을 때 궤도 계전기를 천천히 여자시키는 계전기 여자 지연회로; 및

수신부 전체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로 각각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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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통과필터는, 클럭 주파수에 의해 대역통과필터의 중심주파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필터(SCF)를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정합부는,

상기 송신부의 출력 임피던스와 현장 레일에 설치된 임피던스 본드와 임피던스를 정합 시키는 임피던스 정합 트랜스;

현장 레일로 연결한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보상하는 튜닝회로;

상기 튜닝회로를 거친 송신출력전압을 DC 전압으로 정류하여 상기 모니터링부에 출력하는 제 2 정류기회로;

열차검지주파수를 딥 스위치로 선택하여 주파수선택 정보를 메인과 백업 발진부로 출력하는 제 1 주파수 선택회로; 및

상기 모니터링부의 전환제어신호를 받아 메인 장치 고장시에 자동으로 백업장치로 전환시키는 전환 릴레이로 구성되되, 
임피던스 정합 트랜스, 튜닝회로 및 제 2 주파수 선택회로를 함께 유니트화 하여 1장의 카드식으로 실장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부는,

    
메인 송신부 감시신호, 열차검지주파수, 차상신호주파수, 속도코드를 입력 받아 메인 장치가 고장났는지를 감시하여 고
장 시에 자동으로 백업 장치로 전환시키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감시회로와, 임의로 메인 장치, 백업 장치 또는 
노르말 상태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 회로와, 감시회로의 출력신호를 증폭하여 백업장치로의 전환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 9 증폭기 및 릴레이 구동기와, 그리고 그 전환제어신호를 증폭하여 백업 장치로 전환되었음을 표시하는 제 10 증폭
기 및 백업 전환 표시기로 구성된 제 1 표시부;
    

백업 송신부 감시신호, 백업 열차검지주파수, 백업 차상신호주파수, 백업 속도코드를 입력받아 메인 장치로 동작하는 
중에도 백업 장치가 고장났는지를 감시하는 제 2 감시회로와, 감시결과 고장시에 그 상태를 표시하는 백업 고장 표시기
로 구성된 제 2 표시부;

상기 제 1 주파수선택회로의 정보를 받아 선택된 열차의 궤도회로주파수를 표시하는 제 3 표시부;

상기 발진부로부터 발생된 열차검지주파수 및 차상신호주파수와 상기 코드부로부터 발생된 속도코드주파수를 입력받아 
선택하는 제 2 주파수 선택회로와, 이 선택된 주파수를 읽어내는 주파수 카운터와, 읽어낸 주파수를 표시해주는 표시기
로 구성된 제 4 표시부;

상기 송신부와 수신부로부터의 송신 및 수신 전압을 선택하는 전압 선택회로와, 이 전압을 읽어내는 디지털 전압계와, 
읽어낸 전압을 표시해주는 표시기로 구성된 제 5 표시부; 및

모니터링부 전체에 필요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전압 전원회로로 구성되되, 상기 각 표시부는 전면의 FND 또는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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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부의 유니트를 셸프에서 제거하여도 백업 장치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만 동작하지 않고, 
메인 장치는 정상으로 동작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및 지하철의 궤도회로장치.

도면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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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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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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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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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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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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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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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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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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