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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차량 추적 장치의 워치도그 회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동차량 추적 장치의 워치도그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일반적인 자동차량 추적 시스템의 구성도.

제2도는 일반적인 자동차량 추적 시스템의 송수신 타이밍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워치도그 회로도.

제4도는 제3도의 각부 동작 파형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마이컴                              20 : 코드변조 및 증폭부

30 : 고주파 전력 증폭기                  40, 60 : 제1-제2타이머

70 : 리세트 신호 발생부                  AN1,AN2 : 앤드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동차량  추적  시스템의  워치도그(WaTtchdog)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차량의  송신 
장치가  오동작에  의해  규정된  송신  시간보다  길게  송신됨을  감지하여  마이컴을  리세트시키는 워치도
그 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량  추적  시스템은  제1도와  같이  중앙  통제국(CC)과,  다수의  기지국(S1-SN), 차량
탑재  장치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자신이  알고자  하는  차량의  위치를  중앙  통제국(CC)에  의뢰하면 중
앙  통제국(CC)에서는  호출  안테나를  통해  차량의  고유번호가  포함된  신호를  호출하게  된다.  이때 차
량탑재  장치에서는  고유번호가  포함된  신호를  수신하여  자신의  워치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중앙 
통제국(CC)에서는  이  신호를  받아  위치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와  같은  동작은  제2도와 
같이  시분할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프레임에는  가입자  차량의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고,  각 
차량에서는 호출 신호를 수신한 뒤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자신의 위치 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이때 
송신  시간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중앙  통제국(CC)에서  차량탑재  장치로부터  송신  신호를  받기  위해 
정해진  송신  시간  동안만  수신하게  된다.  또한  긴급  신호  송신은  차량이  급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 
보내는  신호로서,  제2도의  프레임  1에사만  송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많은  가입자의  각  프레임에 
번지가  할당되어  있고,  중앙  통제국(CC)에서는  일련의  번지를  연속적으로  호출하고  일정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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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차량탑재  장치로부터  호출한  번지에  해당하는  차량의  위치  신호를  연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때 
차량탑재  장치의  송신장치에  고장이  발생되면  차량의  위치  송신  시간이  규정된  시간보다  길어지게 
되어 차량 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차량탑재  장치의  오동작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위치  송신시  규정된 시간보
다 길게 송신됨을 감지하여 마이컴을 리세트시키는 워치도그 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차량탑재  장치의  오동작으로  인해  차량  추적  시스템이  마비됨을  방지할  수 
있는 워치도그 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회로도로서,  차량탑재  장치를  제어  처리하는  마이컴(10)과,  상기 마이컴
(10)의  제어신호에  의해  PRN(Pseudo  Random  Noise)코드를  변조하여  증폭  출력하는  코드변조  및 증폭
부(20)와,  상기  마이컴(10)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코드변조  및  증폭부(20)의  증폭된  PRN  코드변조 
신호를  전력  증폭하여  안테나(ANT1)를  통해  출력하는  고주파  전력  증폭기(30)와,  상기 마이컴(10)으
로부터  전력증폭  제어신호(PAW)를  입력하여  두  프레임  송신  시간(2Tt)동안  카운팅  출력하는 제1타이
머(40)와,  상기  제1타이머(40)의  두  프레임  송신  시간  (2Tt)동안  카운팅한  신호와,  상기 마이컴(1
0)으로부터  출력된  전력증폭  제어신호(PAW)를  각각  입력하여  상기  고주파  전력  증폭기(30)의 송신차
단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앤드게이트(AN1)와,  상기  앤드게이트(AN1)의  송신차단  제어신호를  받아 상
기  고주파  전력  증폭기(30)의  동작을  오프시키는  드라이브  회로(50)와,  상기  제1타이머(40)의  두 프
레임  송신  시간(2Tt)동안  카운팅한  신호를  받아   한  프레임  송신  시간(Tt)동안  카운팅  출력하는 제2
타이머(60)와,  상기  제2타이머(60)에서  한  프레임  송신  시간(Tt)동안   카운팅한  신호와,  상기 마이
컴(10)으로부터  출력된  전력증폭  제어신호(PAW)를  입력하여  상기  마이컴(10)의  리세트  신호를 발생
하는 리세트 신호 발생부(70)로 구성된다.

제4도는 제3도의 각부 동작 파형도이다.

상기 구성에 의거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제3-4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마이컴(10)은  차량탑재  장치의  한  프레임  송신  시간(Tt)동안  또는  긴급신호  송신  시간(Tp)동안에 고
주파  전력  증폭기(30)의  송신  동작을  제어한다.  이때  상기  마이컴(10)의  정전기나  그밖의  원인에 의
해  에러가  발생되어  제4도(4A)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력증폭  제어신호를  출력하게  되면 제1타이머
(40)는  카운팅하여  제4도(4B)와  같이  두  프레임  송신  시간(2Tt)동안  ˝하이˝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상기  제1타이머(40)의  출력인  제4도(4B)와  같은  신호와  상기  마이컴(10)의  출력인  제4도(4A)와  같은 
신호를  입력하는  앤드게이트(AN1)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드라이브  회로(50)는  두  프레임  송신 시
간(2Tt)동안 고주파 전력 증폭기(30)를 구동시켜 송신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마이컴(10)에  오동작이  발생되더라도  두  프레임  송신  시간(2Tt)  이상은  송신하지 못하
게  된다.  또한  상기  제1타이머(40)의  출력인  제4도(4B)와  같은  신호를  입력하는  제2타이머(60)는  한 
프레임  송신  시간(Tt)동안  카운팅하여  제4도(4D)와  같은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상기 제2타이머(6
0)에서  출력된  제4도(4D)와  같은  신호와  상기  마이컴(10)의  출력인  제4도(4A)와  같은  전력증폭 제어
신호를  입력하는  앤드게이트(AN2)는  제4도(4E)와  같은  리세트  발생  제어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상기 
앤드게이트(AN2)에서  출력된  ˝하이˝신호인  리세트  발생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원쇼트  회로(71)는 
제4도(4F)와  같은  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마이컴(10)을  리세트시켜  정상  동작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를  다시  부연  설명하면  상기  마이컴(10)의  오동작이  발생되어  전력증폭  제어신호(PAW)가 제1타이머
(40)에  두  프레임  송신  시간(2Tt)동안  계속  하이  신호로  출력되고,  다시  제2타이머(60)에서  한 프레
임  송신  시간(Tt)중에도  계속  하이  신호가  출력되면  앤드게이트(AN2)에서  리세트  발생신호가 출력되
어 상기 원쇼트 회로(71)에서 상기 마이컴(10)을 리세트시키기 위한 신호가 출력된다.

따라서  상기  원쇼트  회로(71)에서  제4도(4F)와  같은  신호가  출력되는  시점에서  마이컴(10)은 제4도
(4G)와 같이 정상 모드로 돌아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량  추적  시스템에서  챠량의  송신  장치가  오동작으로  인해  규정된  송신 시간
보다  길게  송신될  경우  이를  검출하여  자동으로  송신을  중단시키고,  차량탑재  장치의  마이컴을 리세
트시켜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이컴(10)과,  코드변조  및  증폭부(20)와,  고주파  전력  증폭기(30)를  구비한  자동차량  추적 시스템
의  워치도그  회로에  있어서,  상기  마이컴(10)으로부터  전력증폭  제어신호(PAW)를  입력하여  두 프레
임  송신시간(2Tt)동안  카운팅  출력하는  제1타이머(40)와,  상기  제1타이머(40)의  두  프레임  송신 시
간(2Tt)동안  카운팅한  신호와,  상기  마이컴(10)으로부터  출력된  전력증폭  제어신호(PAW)를  각각 입
력하여  상기  고주파  전력  증폭기(30)의  송신차단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앤드게이트(AN1)와,  상기 앤
드게이트(AN1)의  송신  차단  제어신호를  받아  상기  고주파  전력  증폭기(30)의  동작을  오프시키는 드
라이브  회로(50)와,  상기  제1타이머(40)의  두  프레임  송신  시간(2Tt)동안  카운팅한  신호를  받아  한 
프레임  송신  시간(Tt)동안  카운팅  출력하는  제2타이머(60)와,  상기  제2타이머(60)에서  한  프레임 송
신  시간(Tt)동안  카운팅한  신호와  상기  마이컴(10)으로부터  출력된  전력증폭  제어신호(PAW)를 입력
하여  상기  마이컴(10)의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리세트  신호  발생부(70)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워치도그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트  신호  발생부(70)가,  상기  제2타이머(60)의  출력  신호와  상기 마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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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전력증폭  제어신호(PAW)를  입력하여  리세트  발생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앤드게이트(AN2)와,   
상기  앤드게이트(AN2)의  출력신호에  따라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원쇼트  회로(71)로  구성됨을 특징
으로 하는 워치도그 회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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