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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high-speed railway systems have gained increased interest as a means of environmental friendly transportation, and

numerous bridges for high-speed railways have been constructed accordingly. However, bridge design for high-speed railways

requires more consideration than conventional railway design because fast-moving trains will lead to significant impact on bridge

structures. Thus, this research proposes a revised design considering both bridge-rail longitudinal interaction and dynamic effect of

trains to ensure stability of fast travelling trains. To validate the proposed design algorithm, numerical analyses are performed and

compared using a constructed 250 m long bridge with 5 spans for a high-speed railway. From the numerical results, the proposed

optimum design of high-speed railway bridges exhibits the most economic life-cycle-cost (LCC) when compared with several

existing design approaches.

Key words : Optimum Design, CWR, Bridge-Rail Interaction, Bridge-Vehicle Interaction, LCC, ALM-BFGS, Heuristic Decision

Method

요 지

최근 친환경 운송수단인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속철도 교량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 철도 교량에 비해 고속철도 교량은 고속주행하는 열차의 동적 하중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주행하는 열차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철도 교량의 구조물-궤

도 상호작용 및 동적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

존의 재래식 설계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어진 단순 5경간 250 m 교량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설계가 기존의 제안된 여러 설계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최적화의 목적함수로 설정한 생애주기비용이 가장 경제적임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최적설계, 장대레일,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교량-차량 상호작용, 생애주기비 용, ALM-BFGS, Heuristic

Deci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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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철도 교량에 있어서 최적화는 응력수준을 바탕으로 한

강도 위주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고속주행하는 열차에 의한

동적인 특성 및 레일과 교량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주행 안

정성에 중요한 관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고속철도 교량 설

계시 교량 구조물과 궤도간의 종방향 상호작용 및 차량과 구

조물의 동적 영향이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고, 단지 최종

단면이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열차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

존 설계에 비하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단면 결정을 위하

여, 고속철도 교량 설계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

량-차량 동적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량 구조물의 강성 및 처짐 등과 같은 구조안정성, 진동

에 따른 사용성 제약조건, 그리고 교량 구조물과 궤도간의

종방향 상호작용 및 차량의 동적 영향을 고려한 최적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계과정이 필요하다.

1) 교량과 궤도의 종방향 상호작용 및 차량의 동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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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설계조건에 따라 잘 수렴될수 있는 교량과 궤도에 대한

모델링 기법의 개발,

2) 동적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설계 알고

리즘의 개발,

3)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효율적인 단면 설계와 유지관

리비용을 포함한 구조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최적화 설

계의 수행.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가지의 설계 과정을 포함한 고속

철도 강교량의 신뢰성 최적설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

히 개발된 모델링 방법과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효율성을 평

가하기 위해 실무에서 설계되어진 실제 교량에 대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방법을 검증하고자

한다. 설계변수로는 소수 주거더의 거더높이 및 플랜지의 두

께와 폭, 가로보의 간격 등을 선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

뢰성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제안한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계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2.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

2.1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장대 레일 응력

검토는 교량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특히 레일의 좌굴안전도를

확인하여 열차 운행시 열차 운행의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물론 장대레일의 응력 발생 구조는 장대 레

일-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레일-구조물간의 응

력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교량의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의 구

조적 특성과 기초 및 지반의 특성 등에 따라 장대 레일의

종방향 축응력의 크기가 상당히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온도

변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변화 크기가

실제로 레일-구조물간의 응력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

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궤도구조가 연속되는 장대 레일

구조를 적용하므로 온도하중 및 시동, 제동하중이 작용하게

될 때에 레일에 과도한 축력이 작용하게 될 수도 있어 레일

이 파단하게 되거나 좌굴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레일에 작용하는 축력을 가능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고

속열차의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레일 축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종방향 온도 차이에

의한 교량의 신축길이와 시·제동하중 그리고 휨 변위이다.

이러한 레일-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는 도상의 비선형적 거동

이 매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레일의 축력 계산 등에 대

한 해석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상의 비선

형적 특성, 교량 구조물의 강성 및 지반의 강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의 고속 주행(350 km/h)시 고속철도 교

량의 장대 레일 궤도 구조에 있어서 레일-구조물간의 상호작

용을 고려한 레일 축력 검토를 위해 위의 고려사항인 도상의

비선형적 재료 특성과 교량 하부구조의 강성 및 지반의 강성

을 고려한 모델링을 통하여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2 교량-차량 상호작용

열차 하중에 의한 교량의 동적 거동은 교량 구조의 동적

특성과 차량의 동적 운동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즉, 교량의

고유진동수, 차량의 속도와 유효타격간격(effective beating

interval)에 의해 교량의 공진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1)

여기서, Ω는 열차의 크로싱 진동수(crossing frequency), V는

차량의 속도이며, Seff는 차량의 유효타격간격이다.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열차의 크로싱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

(Ω = ωn :교량의 1차 휨고유진동수) 공진현상이 발생하게 되

므로 공진현상을 발생시키는 열차의 임계속도 (critical

velocity)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본 해석에서 사용된 KTX 열차하중의 경우, 유효타격간격

은 18.7 m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공진이 일어나는 차량의

임계속도는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2.3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에서

의 설계기준

정·동적 해석을 통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교량-궤도 종방

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 해석을 고려하여 위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Ω V Seff⁄=

Vcr ωn Seff m sec⁄( )×=

Vcr ωn 18.7 m sec⁄( )× ωn 67.32 km h⁄( )×= =

표 1. 동적해석 및 교량-궤도 상호작용 검토 기준

항 목 발생 요인 및 영향 기 준 치 기 준

장대레일 축력 장대레일 좌굴 및 파단
압축부가응력 - 92 MPa
인장부가응력 - 92 MPa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처짐
승차감

열자 주행 안정성

1/L ≤ 1/1700

정적 1/L ≤ 1/600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단부회전각
열차 주행 안정성

상향력
18-21.5 kN BRDM

수직가속도
승차감

열차 주행 안정성
콘크리트도상 - 0.5 g DS804(독일)

상부 비틀림 열차 주행 안정성 0.4 mm/m (1.2 mm/3 m)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구조물-궤도 상대변위 열차 주행 안정성 4 mm BR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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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호작용 해석 모델링

유럽에서의 여러 실측 결과에 의해 최근 제공된 UIC(2001)

Leaflet 774-3R 규정에서는 변위-저항력 관계를 bi-linear로

규정하고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관계곡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곡선에서 궤도의 종 저항력은 도상의 다짐상태와 열차하

중의 재하 여부에 따라 다른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레일

축력 및 좌굴 검토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궤도에 작

용하는 압축력에 대한 횡방향 변위, 즉 좌굴 영향을 고려하

여 그에 따른 축력의 변화를 검토하도록 하고, 시동/제동 하

중에 대한 해석시 차량에 의한 수직하중이 작용한다고 가정

하여 일정 비율로 도상 저항력이 증가하도록 한다. 또한 교

량 하부구조의 강성이 레일 축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에서 받침 강성, 교각 강성 및 지반 강성을 뼈대 요소로 직

접 모델링하도록 한다.

해석 알고리즘은 도상의 비선형 거동과 좌굴 거동을 동시

에 해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Newton-Raphson 방법

을 이용한 기하 비선형 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도상은

일정한 변형 수준까지는 탄성적으로 거동하다가 임의의 한계

수준(항복변위)을 넘게 되면 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일정한 크기의 저항력만을 갖는 bi-linear 스프링 요

소로 모델링한다. 도상에 의한 종방향 저항력은 침목 간격으

로 분산되어 작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일과 교량 사이에 bi-

linear 스프링 요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등분포 되어 있는 것

으로 가정한다. 또한 시동 및 제동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수직하중에 의하여 도상의 저항력이 증가할 수 있으

므로 비재하시에 대한 재하시의 도상 저항력의 비를 입력함

으로써 필요에 따라 수직하중에 의한 도상 저항력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다. 레일 및 교량 상판의 부재는 절점당 6자유

도를 갖는 뼈대 요소(프레임 요소)로 모델링한다. 교각은 일

반적으로 스프링 요소로 치환이 가능하지만 본 해석에서는

휨 거동을 반영하고자 하여 뼈대 요소로 모델링한다. 받침

및 지반의 강성에 대하여도 그 종방향 강성만을 고려한 선형

스프링 요소로 치환하도록 한다. 

레일 축력 해석을 위한 해석모형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본 검토에서는 도상의 비선형 거동 및 레일의 횡방향 좌굴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써 하중제어 비선형 증분

해석(Load-controlled Nonlinear Incremental Solver)이 사용

되었다. 이 해석 알고리즘에서는 작용 하중을 여러 개의 하

중단계로 분할하고, 각 하중단계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하 좌

표와 그에 대한 내력을 이용하여 변형된 구조 시스템의 기하

강도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또한, 반복 수렴 과정에서 강성도

매트릭스 및 하중벡터를 재구성하면서 구조계의 평형을 만족

하는 변위 벡터를 결정한다. 즉, 각 하중 단계에 대해서 강

성도 매트릭스와 하중 벡터를 제어함으로써 구조 시스템을

선형해석 모델로 치환하며, 전체 계가 평형을 이룰 때까지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해석한다.

3.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정식화

생애 주기 동안의 총 기대비용은 식 (4)와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4)

여기서, =설계변수벡터 와 생애주기 Tlife의

함수인 총 기대 LCC, =초기비용, =소수

주형교 구성요소 j에 대한 기대 유지관리비용, =한

계상태 k에 대한 기대복구비용, r =할인율이다. 식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의 총 기대

LCC는 초기비용 뿐 아니라 구조물의 생애 주기 동안의 기대

유지관리비용과 휨 및 전단 피로 등에 의한 사용성 및 안정

성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한계상태를 고려

한 기대 복구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3.1 초기비용

초기 비용은 식 (5)와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5)

CID =계획·설계비용, CIC =시공 혹은 건설비용, CIT =감

리비용이며, 본 연구에서 설계비용과 감리비용의 초기비용에

대한 비율은 De Brito and Branco(1995)의 연구결과에서

사용된 수치인 시공비용의 3%와 7%를 적용하였다.

E CT X Tlife,( )[ ] CI X( )

E CMj X t,( ) E CFk X( )[ ]
k 1=

K

∑+

j 1=

J

∑

1 r+( )t
------------------------------------------------------------------------------

⎩ ⎭
⎪ ⎪
⎪ ⎪
⎨ ⎬
⎪ ⎪
⎪ ⎪
⎧ ⎫

t 1=

Tlife

∑+=

E CT X Tlife,( )[ ] X

CI X( ) E CMj X( ) t,[ ]

E CFk X( )[ ]

CI X( ) CID X( ) CIC X( ) CIT X( )+ +=

그림 1.궤도의 종방향력-변위관계 (UIC Leaflet 774-3R 의 규정)

그림 2. 레일축력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의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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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대 유지관리비용

기존의 LCC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Wen과

Kang(1997)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생애 주기 동안의 LCC

산정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설계 변수

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과의 상관 관계는 일반적으로 미약하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설

계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구조물 열화에

의해 산정되는 보수·보강 및 교체비용과 정기적인 교량 관

리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의 유지 관리 이력이나 보

수 보강을 시행한 자료가 국내에는 없는 관계로 신뢰성에 기

초한 파손 확률을 구하여 기대 복구비용을 추론하였으며 설

계변수에 대한 상관 관계가 적고 LCC 최적설계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적은 정기적인 교량관리 비용은 철도교량의 정

기관리 대가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파손확률에 따른 기대 유지관리비용의 정식화는

식 (6)과 같다.

(6)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 구성요소 j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fMj(t)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 구성요소

j에 대한 시간 t에서의 유지관리 확률이다.

3.3 기대 복구비용

기대 복구비용은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의 생애 주

기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한계상태에 대한 파손 확률

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파손 확률은 일반적인

교량의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대 복

구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보험비용의 개념으로 비용 분석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Melchers, 1987). 이러한 기

대 복구비용은 고려된 한계상태 k에 대한 파손확률과 직·간

접 복구비용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산정하였다.

(7)

k =한계상태에 대한 인덱스, =한계상태 k에 대한

복구비용, =하중과 저항이력에 의존하는 누적 파손

확률로부터 산정되는 파손확률이다.

한편 식 (7)에서 복구비용 는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CDR =직접 복구비용, CIR=간접 복구비용, CH =인적 혹

은 물질적 손실비용, CU =고속철도이용자비용, CE =사회-경

제 손실비용, rrk =복구 공사기간동안의 사고율, trk =복구공

사기간이다.

3.4 철도 이용자비용

본 연구에서는 철도 이용자 비용 모델은 사고로 인한 시간

지연 비용, 즉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 비

용만을 식 (9)와 같이 고려하였다.

CU = CTDC (9)

CU=철도 이용자 비용, 열차 지연 손실 비용 CTDC =∑

로 Ti,j=노선별 승차 인원, Ti, j=일일 평균 노선

별 통행량, Pi, j=노선별 차량지연 발생 확률, i =  노선에 대

한 인덱스, j =차량종류에 대한 인덱스이다. 

3.5 최적설계 알고리즘

다음 그림 3은 설계 단계에서의 신뢰성에 기초한 최적 설

계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최적화 모듈에서 구조해석 부

분은 일반적인 구조 응답을 얻기 위한 구조물 동적 해석과

교량-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간 이력 해석부분을 설계 변

수와 연동시켜 따로 분리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적

화 과정 중에 구조해석을 다수 수행하여야 하는데, 해석 시

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

도의 구조해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신뢰성 해석은 응답면

분석기법(RSM; Response Surface Method, Al-Harthy,

A.S. 1987)을 이용하였으며, 기존의 최적 설계에서 적용한 사

용성 및 강도 한계 상태의 제약 조건들과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교량-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궤도의 열차 주행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Augmented Lagrange Multiplier Method -

E CMj X t,( )[ ] CMj X( ) fMj f( )⋅=

CMj X( )

E CFk X t,( )[ ] CFk X( ) p X t T,( )⋅=

CFk X( )

p X t T,( )

CFk X( )

CFk X( ) CDR X( ) CIR X( )+=

CDR X( ) CH rrk X( ) CU trk X( )( ) CE trk X( )( )+ +⋅[ ]+=

αi j,

*
Ti j,
*
Pi j,

그림 3. 최적설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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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ydon Fletcher Goldfarb Shanno(ALM-BFGS, 류연선,

1992) 기법을 적용하였고 추가로 1방향 탐색을 수행하였다.

비록 이 기법이 일반적으로 1방향 탐색을 필요로 하지 않지

만, 본 연구는 많은 제약 조건에 의한 타당한 영역이 상당히

좁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로, 최적화에서의 탐색시 큰 영향

을 미치는 push-off factor 값이 일반적으로 잘 수렴하는 값

으로 알려진 0.1~0.2보다 훨씬 큰 90에서 수렴하게 되므로,

이 큰 값에 의하여 1방향 탐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

다. push-off factor가 큰 값이 적용되는 경우는 설계변수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더의 높이에 의하여 제약조건 및

목적함수가 변화될 때에 이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1방향 탐색 기법은 황금 분할법을 적용하였으며, 최적값

=0.35일 때 잘 수렴하였다.

4. 소수 주거더 교량의 최적설계

4.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LCC 정식화에 의해 고속철

도 소수 주거더 교량의 설계 단계 총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

기 위한 신뢰성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초기비용의 산정에

서는 강재에 따른 단위 시공비용의 단가를 고려하여, 소수

주거더 교량의 실제 비용 및 최적설계시의 초기비용을 분석

하였으며, 기대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기대 복구비용 분석을

위한 신뢰성 해석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간접비용의 산정

에서는 피로 및 열화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구조물의 성

능의 약화 및 파손 확률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한 철도 이용시 사고나 유지보수로 인한 차량 지연 및 이에

대한 손실비용을 분석하였다. 앞 절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된 사례를 이용 다음과 같이 일반

적인 형태의 Case-A와 형고 제약이 있는 Case-B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생애주기비용에 기초한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함수를 이용 목표치 설정에 필요한 변수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및 파손 확률에 의한 개축비용 등을

언급한 후 최종적으로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례 검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량-궤도

상호작용과 고속열차 주행에 따른 동적 거동을 동시에 고려

한 설계의 효율성을 표 2와 표 3에 제시된 기존 설계들과

비교 분석 하였다.

4.2 적용 대상 구조물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이 50 m 길이의 고속철도 소수

주거더 교량이 총 5경간(5@50 m = 250 m)에 걸쳐 연결된

교량을 선택, 해석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교량의

일반사항은 표 4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5는 대상교량의 단면

도이다. 

설계변수는 그림 6과 같이 거더의 플랜지 두께(tft, tfb) 및

폭(bft, bfb), 복부판의 높이(H) 및 두께(tw), 그리고 가로보의

배치 간격(D) 및 가로보 플랜지 길이(bfc), 가로보 플랜지 두

께(tc) 등이 설계변수로 고려되었다. 

4.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량과 궤도의 상호작용과 차량의 동

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

하여 실제 교량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계 방법에 대해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최적설계 방법은 기존의 재래식 설

계, 초기비용 최적 설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및

표 2. LCC 최적설계에서 고려된 Case A

Case ID 설계방법 설계근간

Case A-I 재래식 설계
기존 실무적용 설계
(허용응력설계법)

Case A-II 초기비용 최적설계 (허용응력설계법)

Case A-III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교량 동적영향을 미 고려한 
LCC 최적설계

Park's 연구
(한양대, 2007)

(허용응력설계법)

Case A-IV
교량-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동적영향을 미 고려한 
LCC 최적설계

Lee's 연구
(한양대, 2008)

(허용응력설계법)

Case A-V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동적영향을 고려한 

LCC 최적설계

본 연구 제안 최적설계
(허용응력설계법)

표 3. LCC 최적설계에서 고려된 Case B (거더높이 H=3.8 m)

Case ID 설계방법 설계근간

Case B-I 재래식 설계
기존 실무적용 설계
(허용응력설계법)

Case B-II 초기비용 최적설계 (허용응력설계법)

Case B-III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교량 동적영향을 미 고려한 

LCC 최적설계

Park's 연구
(한양대, 2007)

(허용응력설계법)

Case B-IV
교량-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동적영향을 미 고려한 

LCC 최적설계

Lee's 연구
(한양대, 2008)

(허용응력설계법)

Case B-V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동적영향을 고려한

 LCC 최적설계

본 연구 제안 최적설계
(허용응력설계법)

그림 4. 대상 교량의 경간 구성

그림 5. 강합성 소수주형 교량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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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교량의 신뢰성 해석을 이용하여 기대 복구비용을 고려한 생

애주기비용 최적설계가 기존의 재래식 설계에 비하여 거더의

형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반면에 상호작용을 고려하

지 않은 LCC 최적설계에 비하여 형고를 약간 증가시켜 파

손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설계 민감도

분석에서 거더의 높이가 설계 변수 중 가장 민감하다는 내용

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의 Case A에

대하여, 교량-궤도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고 차량의 동적 영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LCC 최적설계(Case A-IV)와 교

량-궤도 상호작용과 동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의 LCC

최적설계(Case A-V)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Case A-IV의

초기비용은 34.4 억원이고, Case A-V의 초기비용은 39.6 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차량의 동적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

우의 초기비용이 동적 작용을 고려한 경우의 초기비용에 비

하여 13%정도 더 경제적이나 기대 유지관리비용 및 기대 복

구비용이 각각 20%와 59%가 더 크게 산정되어 기대 LCC

비용이 2.2% 더 크게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부터 교량-궤도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고 동적 영향을 고려

하지 않은 경우는 교량의 기대 유지관리비용 및 복구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량의 실제 거동에 의하여 파손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궤도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유지관리

및 기대 복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량-궤도 상호

작용과 동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가 동적 영향을 고려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교량에 대한

추가적인 유지관리 및 복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설

계 단계에서부터 교량-궤도 상호작용과 동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형고 제약이 있는

Case B에 대하여, 교량-궤도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고 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LCC 최적설계(Case B-IV)와

교량-궤도 상호작용과 동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의

LCC 최적설계(Case B-V)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Case

B-IV의 초기비용은 34.4억원이고, Case B-V의 초기비용은

36.1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만 고려한 경우의 초기비

용이 상호작용 및 동적 영향을 고려한 경우의 초기비용에 비

하여 5%정도 더 경제적이나 기대 유지관리비용 및 기대 복

그림 6. 설계 변수

표 4. 적용 대상 교량의 제원

교량형식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거더교량

교량 연장(m) 50 m

교량 폭(m) 12.6 m

설계 궤도 수 복선형

사각 90o

도상 콘크리트도상

수직보강재 설치 간격 1.7 m

횡방향 가로보의 설치간격 6 m~8 m

설계 하중  HL 표준 호남열차 하중

설계방법 주형-WSD, 바닥판 슬래브-LRFD

강재 제원

강 종
 SM520 (주 부재) 

SM490 (중간 가로보),기타(SM400)

인장강도(fy) fy = 400 Mpa

허용응력(fa) fa = 190 Mpa

탄성계수(E) E = 2.1×105 Mpa

표 5. Case A별 최적설계 결과

CASE ID 설계
그룹

단위 Case A-I Case A-II Case A-III Case A-IV Case A-V

거더 높이 (H) m 3.8 3.4 3.6 3.5 3.6

가로보 길이 (D) m 6 6 6 6 6

상부플랜지
길이(bft) 1/2/3 cm 100/120/100 100/120/100 100/120/100 100/130/100 100/130/100

두께(tt) 1/2/3 mm 50/60/50 46/62/46 52/64/52 53/63/53 49/65/49

복부판 두께 (tw) 1/2/3 mm 35/35/35 30/30/30 42/42/42 40/40/40 42/42/42

하부플랜지
길이(bfb) 1/2/3 cm 100/130/100 90/110/90 100/130/100 100/130/100 100/130/100

두께(tb) 1/2/3 mm 60/80/60 56/78/56 65/85/65 63/82/63 60/86/60

가로보
길이(bfc) 4/5 cm 160/35 152/28 165/35 164/37 168/34

두께(tc) 4/5 mm 5.0/2.5 4.3/2.0 5.5/2.6 5.2/2.6 5.5/2.8

비용
(백만원)

초기비용 3,622.3 2,885.1 3,935.7 3,441.5 3,965.2

기대 유지관리비용 1,056.8 1,266.9 863.3 918.1 730.4

기대 복구비용 1,431.7 1,658.6 500.4 889.1 365.2

기대 피로보강비용 116.5 518.2 83.7 77.1 15.7

총기대 LCC(백만원) 6,227.3 6,328.8 5,583.1 5,325.8 5,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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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용이 각각 9%와 56%가 더 크게 산정되어 기대 LCC

비용이 7% 더 크게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

터 교량-궤도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고 동적 영향을 고려하

지 않은 경우는 교량의 기대 유지관리비용 및 복구비용이 증

가할 뿐만 아니라 교량의 실제 거동에 의하여 궤도의 판손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궤도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유

지관리 및 기대 복구비용이 발생한다. 

5. 결 론

국내외적으로 고속철도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 주거더 교량의 현행 설계방법은 교량구조물과 궤도의

상호작용 및 차량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별개의 것으로 고

려하여 최적설계가 아닌 단순하게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검토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량-궤도 상

호작용 및 동적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통하여 궤도구조 안전성 및 동적 안전성 검토→단면 결정→

정적 안전성 검토의 순으로 설계방법이 변경되어야 함을 제

안하였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

래식 설계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어진 단순 5경간 250 m 교

량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

용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설계를 제안 하였고, 이 제안된

설계가 기존의 재래식 설계, 초기 비용을 최적화한 설계,

교량 구조물과 궤도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및 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비교하였을 때

최적화의 목적함수로 설정한 생애주기비용이 가장 경제

적임을 확인하였다.

2) 허용 응력 설계법과 시방서 상의 제약조건만을 바탕으로

수행한 초기비용 최적설계의 경우는 초기비용은 경제적

이었으나, 신뢰성이 부족하여 기대 복구비용이 크게 증

가하는 불합리한 설계이므로, 구조물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생애주기비용 최적설계가 수행되어야 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량구조물과 궤도의 상호작용과 동

적 영향을 고려한 LCC 최적설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LCC 최적설계보다 단면의 증가로 초기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구조물계의 신뢰성 확보에 의하

여 기대 유지관리비용과 복구비용을 감안할 경우 생애주

기비용에서 경제적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철도시설공단 (2008)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 노반편.

류연선 (1992) ALM-BFGS 알고리즘을 이용한 혼상방파제의 최적

단면 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제12권, 제1호, pp.

197-205.

박미연 (2007) 강건최적화 기법에 의한 고속철도 소수 주거더 교

량의 LCC효율적인 최적설계,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이종순 (2008) 구조물-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신뢰성 최적설계, 박사학위, 한양대학교, pp. 173

Al-Harthy, A.S. and Bucher, C.G., Bourgund, U. (1987) Efficient

Use of Response surface Methods, Report No.9-87, Institute of

Engineering Mechanics, University of Innsbruck, Austria.

Ang, A. H-S and Cornell, C.A. (1974) Reliability-based structural

safety and design. J. of the Struct. Div., ASCE, Vol. 100, No.

ST9, Sep., pp. 1755-1769.

Cho, H.N., and Lee, K.M., Choi, Y.M. (2004) Life-Cycle Cost

Effective Optimum Design of Steel Bridges, Journal of con-

structional Steel Research, Vol. 60, No. 11, 1585-1613.

De Brito J. and Branco, F.A. (1995) Bridge Management Policy

using cost analysis, Proc. Instn Civil Engrs Structs and Bldges,

104, Nov., pp. 431-439.

Deutsche Bundesbahn (1993) DS804 - Vorschrift fur Eisenbahnbr

ckun und Sonstige Ingenieurbauwerke.

Frangopol, D.M., Imai K. (2000) Geometrically nonlinear fnite ele-

ment reliability analysis of structural systems. II: applications,

Computers & Structures 77, pp 693-709.

표 6. Case B별 최적설계 결과

CASE ID 설계
그룹

단위 Case B-I Case B-II Case B-III Case B-IV Case B-V

거더 높이 (H) m 3.8 3.8 3.8 3.8 3.8

가로보 길이 (D) m 6 6 6 6 6

상부플랜지
길이(bft) 1/2/3 cm 100/120/100 100/120/100 100/120/100 100/130/100 100/130/100

두께(tt) 1/2/3 mm 50/60/50 46/62/46 53/58/53 49/60/49 53/59/53

복부판 두께 (tw) 1/2/3 mm 35/35/35 32/32/32 34/34/34 34/34/34 34/34/34

하부플랜지
길이(bfb) 1/2/3 cm 100/130/100 90/120/90 100/130/100 100/130/100 100/130/100

두께(tb) 1/2/3 mm 60/80/60 56/83/56 60/79/60 60/78/60 60/79/60

가로보
가로보

길이(bfc) 4/5 cm 160/35 152/28 162/35 158/34 164/35

두께(tc) 4/5 mm 5.0/2.5 4.3/2.0 5.0/2.2 4.8/2.5 5.0/2.1

비용
(백만원)

초기비용 3,622.3 3,285.1 3,596.1 3,441.6 3,608.7

기대 유지관리비용 1,056.8 1,614.9 1,238.1 1,247.9 1,147.8

기대 복구비용 1,431.7 2,018.6 995.9 1,139.4 730.4

기대 피로보강비용 116.5 740.2 646.0 596.8 521.7

총기대 LCC(백만원) 6227.3 7,658.8 6,476.1 6,425.8 6,008.6 



3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0권 6호 2010년 12월

J.M. Goicolea, J. Dominguez, J.A. Navarro and F. Gabaldon, "New

Dynamic Analysis Methods for Railway Bridges in Codes and

EUROCODE 1", Railway Bridges, IABMAS, June, 2002, pp.1-

43.

Melchers, R.E. (1987) Structural Reliability Analysis and Predic-

tion." Ellis Horwood Ltd., West Sussex, England.

Mori, Y., and Ellingwood, B.R. (1994) "Maintaining Reliability of

Concrete Structures. I: Role of Inspection/Repair",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Vol. 120, No. 3, March 1994, pp. 824-

845.

UIC (2001) Track/bridge interaction recommendation for calcula-

tions. 774-3 R.

Van, M.A. (1998) Stability of Continuous Welded Rail Track, Delft

Geotechnics.

Wen, Y.K. and Kang, Y.J. (2000) Minimum lifecycle cost structural

design against natural hazards, Structural Research Series No.

629,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논문접수일 : 10년 11월 10일

◎ 심사의뢰일 : 10년 11월 11일

◎ 심사완료일 : 10년 11월 29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