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this paper, an AF track circuit receiver which is using DSP technique is designed and tested 
in the Lab. and field. The receiver detects of a train and operates the track relay to inform this 
occupation to ground equipments. Basic algorithms, digital filters, FM demodulation and DFT are 
simulated by computer and applied to the receiver. The test of receiver is processed under the 
LAB condition and the field. Results of the test shows that the response time is less than 500ms.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receiver has good maintenance and less variation of device 
characteristics and is applicable to the Korea High Speed Line.

  열차의 검지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열차를 정확히 검지함으로써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여 선행 및 후행 열차간의 운행 간격을 조절하여 열차의 추돌 및 과속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차의 검지를 위하여 레일을 이용한 전기 회로, 즉 궤도 회로를 구성하여 열차의 해당 궤도 
진입 시 레일이 열차의 차륜에 의하여 단락되었을 때, 레일로 전송하고 있는 신호 레벨이 급감함을 검지
함으로써 열차의 진입을 알린다. 이러한 궤도 회로에는 고압 저주파수 임펄스 형태의 신호를 전송하는 
임펄스 궤도회로, DC 신호를 전송하는 DC 궤도 회로, AC 110 V등 AC 신호를 전송하는 AC 궤도 회로
등이 있다. 한편, 한국 고속 전철에서는 신호 정보 전송도 가능한 형태의 가청 주파수(Audio Frequency, 
이하 AF) 궤도 회로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고속 전철에서 사용하는 AF 궤도회로 수신기는 4가지 
반송 주파수에 따른 4 종류의 수신기를 사용한다. 궤도회로 수신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단락 검지를 위한 임계값 검사(200 mV 동작, 160 mV 낙하)
 25.68 Hz 의 점유 정보 신호 검지 기능

즉, 계전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레일이 단락되지 않고 항상 25.68 Hz 의 주파수 신호를 검출해야 한
다. 만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계전기는 낙하하고, 열차가 점유되었음을 알린다.[1, 2]
  Fig. 1 에 기존의 AF 궤도회로 수신기의 블럭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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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의 기존 궤도회로 수신기는 변압기, 필터부, 증폭부, 복조부, 그리고 계전기 구동부를 모두 아
날로그 소자를 이용하여 제작함에 따라 필터 및 복조가 아날로그 부품의 특성에 좌우되어 유지 보수를 
통한 지속적인 튜닝을 수행해야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신호처리를 이용한 AF 궤도회로 수신기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AF 
궤도회로 수신기는 디지털 소자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디지털 필터, 디지털 FM 복조, DFT 등 디지털 
신호처리를 이용하여 레일의 단락 및 점유 정보 검출을 통한 열차의 점유를 검지한다. 한편, 실제 수신
기 제작 이전에 Matlab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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