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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변분 탐색법에 기초한 고속철도교량의 수치해석 모델 개선

박동욱*ㆍ김남식**ㆍ김성일***

Park, Dong-Uk*, Kim, Nam-Sik**, Kim, Sung-Il***

Numerical Model Updating Based on Univariate Search Method for 

High Speed Railway Bridges

ABSTRACT

Numerical model became one of most important tools for identifying the state of an existing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of numerical analysis techniques. A numerical model should be updated based on the measured responses from the existing structure 

to accurately use the model for identifying the state of the bridge and executing numerical experiments. In this study, a new model 

updating method based on repetition method without a differential function is introduced and applicability for high speed railway 

bridge is verified with dynamic stability analysis. A fine measurement based on measurement points roaming method was executed 

with an wireless measurement system for precise dynamic characteristic analysis. Th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were 

estimat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a mode decomposition technique. An initial numeric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design 

drawings and the model have been upd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ed model updating method. The results from numerical 

experiment and field test have been compared for verifying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updating method. And the dynamic stability 

analysis has been executed to verify the usability of the updated numerical model and the model updating method. It seems that the 

model updating method can be used for various bridges after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other type bridges in further studies.

Key words : Numerical model updating, Numerical experiment, High speed railway bridge, Univariate search method

초 록

유한요소 해석 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치해석은 실구조물의 상태파악 및 유지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이용하

여 실 구조물의 상태 파악하고 수치 실험을 행하기 위해서는 계측 응답을 바탕으로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새롭게 개발된 단변분 탐색법을 기반으로 반복적 개선을 수행하면서도 미분함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수치해석모델 개선기법을 

소개하고, 동적안정성 분석을 통하여 고속철도교량에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정확한 동특성 분석을 위하여 무선계측시스템과 계측점 이동

법을 이용한 세밀한 계측을 실시하고, 상관성 검토 및 모드분해기법을 활용하여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추정하였다.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구

축된 수치해석 초기 모델을 추정된 동특성과 개발된 수치해석 모델 개선 기법을 이용하여 모델 개선을 수행하였으며,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수치

실험 결과와 실 교량에서의 응답과 비교하여 수치해석 모델 개선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개선된 모델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속철도교량의 동적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개발된 수치해석 모델 개선기법의 적용성을 추가적으로 검증된다

면, 다양한 구조물 및 교량에서 개발된 수치해석 모델 개선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어 : 수치해석 모델 개선, 수치 실험, 고속철도교량, 단변분 탐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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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한요소 해석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량의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한 실구조물의 검토 및 상태파악은 교량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한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실구조물에서 계측된 응답을 바탕으

로 기존의 수치해석 모델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수치해석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량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은 1978년 Baruch 등이 직접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 개선기법을 개발한 이후, 여러 기법(Berman, 1979; 

Kabe, 1985; Caesar and Peter, 1987)들로 발전하였으나, 구조물

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복잡하여지면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

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기술에 기초한 

반복법들(Tlusy and Ismail, 1980; Chen and Graba, 1980), Hoff 

and Natke, 1989)이 소개되었으나, 이러한 반복법은 특성행렬의 

미분함수를 단계별로 항상 작성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ao (1996)에 의해 소개된 단변분 

탐색법을 기초로 하여 수치해석 모델 개선단계에서 미분함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반복적 수치해석 모델 개선기법을 개발함으

로써, 보다 범용성이 높은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선된 모델을 고속철도교량의 실계측 응답과 비교하

고 개선된 모델을 사용하여 대상교량의 동적안정성 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개발된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 방법의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단변분 탐색법에 기초한 

수치해석모델 개선에서 설정 가능한 변수의 개수는 목표함수의 

개수보다 많을 수 없으므로, 설정되지 못한 변수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선된 변수들은 물리적인 값으로 판단되기 어렵다. 따라서, 

개선된 변수들은 공학적인 대푯값으로 판단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내외의 수치해석모델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대교량, 특수교량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속철도

교량의 수치해석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다. 

Wiberg (2009)는 고속철도교량의 응답을 이용하여 고속철도교량

의 수치해석 모델을 개선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나, 개선과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Ho et al. (2010)에 의하여 철도

교량의 수치해석모델 개선 방법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일반철도교량

에 대한 검증만 이루어졌으며, 이외의 고속철도교량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설계방법에 주안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단변분 탐색법에 기초한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 방법은 

고속철도교량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교량의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

을 위해서 적용된 사례가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교량 형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치해석 모델의 정밀한 개선을 위해서는 세밀한 계측과 

신뢰도 높은 분석이 필요하다. 세밀한 계측을 위해서는 많은 지점으

로부터의 응답 획득이 필수적이나,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계측 채널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적은 수의 채널을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지점으로부터 다수의 계측을 실시하여 해결 

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측된 계측응답은 각 계측별로 시각동기화

(time synchronization)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측된 응답신

호를 활용하여 동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호처리가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계측지점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선계측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계측된 응답 신호로부터 동특성

을 추정하기 위하여 Clough and Penzien (1993)에 의해 소개된 

상호상관기법(cross correl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신호처리

를 한 후 고속푸리에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교량의 

고유진동수를 확인하고, Berkooz et al. (1993)에 의해 개발된 적합직교

분해기법(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모드형상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동특성은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기 수치해석 모델을 개선하는데 있어 목표함

수(target values)로 사용하였다.

2. 계측대상 및 방법

2.1 대상교량 및 계측장비

본 논문에서는 계측대상으로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임기 2고

가를 선정하였다. 임기 2고가는 단경간 40 m PSC Box형 교량이 

11련으로 배치된 고속철도교량으로 본 논문을 위한 연구에서는 

이중 2번째 경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기 2고가는 노포터널에서 

약 4 km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 터널을 통과한 열차의 주행속도가 

비교적 일정하므로 상시진동을 계측하여 동특성을 파악하기에 좋

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Fig. 1은 임기 2고가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동특성 파악을 위하여 많은 지점으로부터 계측된 응답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계측현장의 여건상 다수의 계측 채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을 위한 연구에서는 계측 센서의 이동이 간편한 무선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Fig. 2는 사용된 무선계측 시스템인 NARADA 

system을 보여주고 있으며 (a)는 계측위치에 설치된 NARADA 

WSU (Wireless Sensing Unit) 및 가속도센서를 (b)는 NARADA 

system의 base station이 설치된 laptop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able 1은 임기 2고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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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Side View of Imgi 2
nd

 Bridge (b) A Side View of Measured Span

Fig. 1. Views of Imgi 2
nd

 Bridge

(a) NARADA WSU and Accelerometer (b) Base Station and Laptop

Fig. 2. The Used Wireless Sensing System

Table 1. Characteristics of Test Bridge

Name Imgi 2
nd

 Bridge Type PSC Box Girder type

Manager
Gyeongju HSR civil 

works office
Length 40 m simple × 11ea

Location
Imgi-ri Gijang-gun 

Busan

Speed of 

KTX
270~280 km/h

Fig. 3. Locations for Measurement

2.2 계측방법 

경부고속철도의 상행선 중 경주를 경유하는 노선에 위치한 대상

교량에서 열차의 통과속도는 약 270~280 km/h이다. 열차의 주행 

특성상 통과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으며, 또한 열차 운행 시간상 

부산 방향으로의 열차와는 교행하지 않으므로 계측은 해당 교량의 

서울방향 열차가 통과할 때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열차 통행 특성에 

따라 교량의 하중특성을 제한하면 수치해석 모델의 검토에 도움이 

된다. 

Fig. 3은 대상교량 하면의 계측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고속철도

교량의 상시진동계측을 위하여 선로로 진입하여 교량상부에서 응

답을 계측하는 것은 열차의 주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량의 

하면에서만 계측을 실시하였다. 실교량 계측에서는 넓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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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ment Conditions

Location 2nd span, bottom surface

Measuring 

system

Sensors

Model Manufacturer Range (g) Sensitivity (mv/g)

CXL04GP3 Crossbow ±4 500 Sampling rate 200 Hz

Measurement points 34 poins (refer to Fig. 3) ADXL-320 REV.0 Analog Device ±5 174 

Measurement duration 50sec including KTX passing DAQ NARADA Sysem

Travel speed of train 270 ~ 280 km/h Temperature 2 ± 5℃

(a) Time Domain (b) Frequency Domain

Fig. 4. A Acceleration Response Signal From Reference Point

(a) Time Domain (b) Frequency Domain

Fig. 5. A Typical Cross Correlated Signal

대역에 대하여 동특성에 민감하면서도 계측이 용이하고 계측비용

이 저렴한 가속도 신호를 계측하였으며, 정밀한 모드형상 분석을 

위하여 2 m간격으로 교량의 상·하행 선로의 아래쪽에서 계측하였

다. 적은 수의 계측채널을 이용하여 많은 지점의 계측을 실시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계측점 이동법(measurement point roam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전체 지점을 총 4개의 set로 나누어 최대 

11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계측 후 신호처리

에서 사용될 기준점(reference point)은 교량 중앙에서 상행 선로

의 아래쪽으로 선정하고 기준점의 응답은 매 set에서 지속적으로 

계측하였다. 그러므로 계측된 응답 신호들은 각 set별로는 시각동

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의 set내에서는 시각동기화가 

이루어져 있다. 계측주기는 200 Hz로 실시하였으며 열차가 주행 

중일 때와 주행 후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열차 통과시간을 

포함하여 50초동안 계측하였다. Table 2는 상시진동 실험의 

일반 사항 및 계측조건을 나타낸 것이며, Fig. 4는 계측된 

가속도 응답 신호 중 기준점에서 계측된 가속도 응답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3. 신호처리 및 동특성 평가

3.1 계측지점에 따른 상관성 분석

서로 다른 지점에서 계측된 신호응답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교량

전체의 동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신호에 상호상

관기법을 적용한 신호를 이용하여 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

로 상호상관기법은 잡음에 비해 응답신호의 크기가 낮은 경우 

동일구조물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계측된 신호들을 이용하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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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파수 성분을 찾아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경우 상호상관신호

(cross correlated signal)는 원 신호에 대하여 시간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주파수영역에서도 왜곡이 발생하나, 이는 두 신호의 성분 

중 상관성이 높은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왜곡이 발생하

므로 신호의 주요한 특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호상관신호는 Eq. (1)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위치   및 에서 

계측된 응답신호를 이용한 상호상관함수(cross-correlation function)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와 는 각각 계측된 신호   및   중 번째 

계측된 값이며, 은 cross correlation function에 사용할 data의 

개수를 나타내며, 는 상호상관함수를 위하여 새롭게 정의 내려질 

시간을 의미한다. 상관성 분석에 사용되는 신호는 각각의 set에서 

기준점에서 계측된 신호와 타 지점에서 계측된 신호이며, 기준점에

서의 신호는 비교분석을 위하여 자기상관성 분석 기법(auto 

correlation technique)을 적용한 신호를 동특성 분석에 사용하였

다. Fig. 5은 set 1에서 기준점과 서울방향의 계측점 중 서울방향의 

선로 아래에서 계측된 응답 가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얻어진 상호상

관신호의 예를 시간영역에서와 주파수영역에서 나타내고 있다.

3.2 교량 동특성 분석

고속철도교량에서는 열차의 하중이 교량의 질량에 대하여 무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Kim et al. (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량의 입력되는 하중특성에 따라 상이한 고유진동수가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열차가 통과할 때와 열차 통과 후의 교량의 

고유진동수가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열차가 통과 중과 열차 

통과 후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고유진동수를 추정하여야 하였다. 

모든 계측점에서 계측된 응답 가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열차가 

통과 중 일 때와 통과 후의 고유진동수를 확인하고, 분석된 고유진동

수의 평균값을 각각 계산하여 열차가 통과 중일 때와 열차가 통과한 

후의 고유진동수를 확정하였다.

한편, 교량의 감쇠비를 분석하기 위하여 Park et al. (2009)이 

고속철도교량의 감쇠비 추정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확장형 칼만 

필터를 사용하였다. 감쇠비 추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반대

역동력법(halfpower band width method)과 대수감쇠법(logarithmic 

decrement technique)은 응답 신호의 고유진동수가 변화하는 경우 

적용이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확장형 칼만 필터를 이용한 감쇠비 

분석은 응답신호의 고유진동수를 감쇠비와 함께 분석하므로 고전

적인 방법들에 비하여 안정적인 감쇠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대상교량의 모드형상은 상관성 분석된 신호에 적합직교분해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적합직교

분해기법은 시·공간 적으로 불규칙한 변동장의 표현을 위한 좌표계

를 찾는 방법으로 모드분해를 통하여 각 모드의 모드형상을 추출하

는 방법이다. 구조물의 응답에서 특정 모드의 선형 합을 Eq. (2)와 

같이 표현하면, 구조물 전체의 응답신호 X 를 Eq.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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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Eq. (2)에서 는 번째 모드의 시간 에서의 벡터이며, 

 는 번째 normal mode이며,  는 번째 고유진동 

벡터이며, 은 고려대상 모드의 수이다. 또한 Eq. (3)에서 중앙변의 

  은 번째 계측위치에서 시간 에서 계측 된 값이며, 우변의 

은 ×의 배열을 가지는 시간이력함수  이고, 
은 구조물의 계측위치에서의 모드형상을 나타낸다. 계측 위치 중 

최종 계측위치는 번째 계측위치이며, 1개 지점에서 계측된 데이

터의 수는 개이다. 한편, 계측응답의 상관 함수(correlation 

matrix)를 Eq. (4)와 같이 나타내면, Eq. (4)의 양변에 번째 모드형

상 를 곱하여 Eq.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X  X   (4)

C    (5)

여기서, 를 모드좌표계 로 나타내면 
이

며, 고유치 와 모드형상 은 Eq. (5)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게 된다. 상호상관신호를 이용하여 적합직교분해기법을 적용하

면 각 set 별로 시각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호응답이라 할지라

도 모드형상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6는 계측된 응답을 

이용하여 추정된 모드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된 동특성은 목표함수로 하여 수치해석모델의 개선에 이용

될 수 있다. 이중 모드형상은 각 위치의 응답비를 직접 목표함수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모드형상을 수치해석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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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6Hz Modal Shape (b) 24.50Hz Modal Shape

Fig. 6. Results of Modal Shape Analysis Using Cross Correlated Signal and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Table 3. Results of dynamic characteristic analysis for Imgi 2
nd

 Bridge

mode
Natural frequency (Hz) Effective length of mode 

shape (m)
Damping raio

During train passing After train passing

Vertical 4.06 4.96 40.75 2.88

Torsional 24.50 25.64 37.78 -

모드형상과 동일한 sine 함수로 가정하고, sine 함수의 주기의 

반을 목적함수로 사용하였다. 계측된 신호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임기 2고가의 동특성은 Table 3과 같으며, Table 3의 결과값은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에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4. 수치해석모델 개선 및 수치실험

4.1 단변분 탐색법을 기초로 한 통합단계(combined phase) 

방식의 수치해석모델 개선 방법

단변분 탐색법은 비구속 최적화기법 중 하나로써, 근사값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키고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변화시키는 일차원 탐색의 순차적 적용방식의 최적화 기법이다. 

단변분 탐색법은 Eq. (6)으로 정의 되는 오차함수를 목적함수

(object function)로 정의하고, 오차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최적화 실시한다. 

 



  






   (6)

여기서, 여기서, 


은 계측을 통하여 얻어진 번째의 동특성

를 나타내며, 


는 정해석으로 얻어지는 번째의 동특성의 계산

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Eq. (6)과 같이 목적함수를 단순한 오차함수

로 설정하게 되면, 수치해석 모델 개선에서와 같이 다중의 목표함수

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목적함수를 만족치 못하여 최적화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중의 목표함수를 사용하는 

수치해석 모델 개선을 위하여 목적함수를 Eq. (7)과 같이 변수의 

상대오차로 설정하였다.

Relartive Error  
P  

P   P  
 (7)

여기서, P 는 번째 계산을 위한 번째 동특성에 대한 변수

를 나타낸다.

단변분 탐색법을 기초로 하는 수치해석 모델 개선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표함수는 서로 다른 변수를 통하여 개선된다. 목표함수와 

변수의 설정을 완료한 후 하나의 목표함수에 대하여 개선을 각각 

실시할 경우, 번째의 변수에 대하여 번째 이외의 목표함수들은 

민감도가 매우 작아야만 변수의 순차적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량 구조물에서와 같이 다수의 목표함수가 다수의 변수에 대하여 

민감도가 0이 아닌 경우, 변수의 순차적 개선은 개선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목표함수

에 대한 변수를 설정한 후 모든 변수를 단변분 탐색법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목표함수와 변수의 관계는 목표함수의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을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첫 번째 동특성과 변수로 고유진동수와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 동특성과 변수로 모드형상의 유효길이와 

지점간 거리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모델 개선을 위한 번째 동특성의 계측치와 해석치 

그리고 모드기여도는 Eqs. (8)~(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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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Model Updating Algorithm Based on Univariate Search 
Method

Fig. 8. A Constructed Numerical Model Using a Commercial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D
 

  
  ⋯ 

   (8)

D
  

  
  ⋯ 

   (9)

F    ⋯    (10)

여기서, 


는 실교량에서 계측된 번째 동특성의 번째 모드

의 값을 나타내며,  


는 수치해석을 이용한 번째 정해석에서 

얻어진 번째 동특성의 번째 모드의 값을 의미하고,  는 번째 

정해석에서 얻어진 번째 모드의 모드기여도를 나타낸다.

한편, 모델개선의 번째 정해석에서 번째 목표함수 D에 

관련된 변수를 P 라 하면,  번째의 정해석에 사용될 변수 

P  은 단변분 탐색법의 탐색방향 과 단계거리 을 

이용하여 Eq. (1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P   P  ×    (11)

여기서, 은 번째 목표함수와 변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탐색방향으로, Eq. (12)와 같이 정의될 수 있으며, 는 Eqs. 

(8) ~ (10)을 이용하여 Eq.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P   ≥ 

  

(12)

  



  






  



‧ 
  



 (13)

이와 같이 정해석을 통하여 변수와 목표함수를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Eq. (7)의 상대오차가 허용오차 이하일 때 수치해석모델의 

개선을 완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변분 탐색법에 기초한 통합단계

방식의 수치해석 모델 개선 기법 알고리즘은 Fig. 7와 같다.

4.2 수치해석 모델 작성과 민감도 분석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교량의 설계도면이나 구조

계산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수치해석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임기 2고가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하여 수치해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임기 2고가

의 수치해석 모델은 상부구조물의 길이 40 m로 콘크리트 및 철근, 

교량 상부의 포장 및 레일을 고려하여 shell 요소와 beam 요소를 

이용하여 수치해석 모델을 작성하였다. Fig. 8은 작성된 수치해석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교량에서 획득한 동특성은 주요모

드의 열차 통과 중·후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 그리고 주요모드의 

모드형상 유효길이였다. 여기서 모드형상의 유효길이는 각 계측지

점에서의 응답비를 바탕으로 모드형상을 정현파로 가정하였을 때, 

연직변위가 0인 두 지점간의 거리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특성들과 관계되는 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중 설계도면에 

따라 작성된 교량의 단면은 변화시킬 수가 없으므로, 변수를 탄성계

수와 교량의 지점간 거리로 한정시켰다. 지점간 거리는 지점의 

회전강성으로 대체하여 변수로 지정될 수도 있으나 회전강성을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점의 위치를 임의로 가정하여야 하므

로, 본 논문에서는 지점을 힌지로 가정하고, 지점간 거리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Table 4는 구축된 수치해석 모델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동특성 민감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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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of the Numerical Model of Imgi 2
nd

 Bridge

Support

length

(m)

Effective length of mode 

shape (m)

Natural frequency

(Hz)
Elastic 

modulus of 

conc.

(GPa)

Effective length of mode 

shape (m)

Natural frequency

(Hz)

Vertical

(4.96 Hz)

Torsional

(25.64 Hz)

Vertical

(4.96 Hz)

Torsional

(25.64 Hz)

Vertical

(4.96 Hz)

Torsional

(25.64 Hz)

Vertical

(4.96 Hz)

Torsional

(25.64 Hz)

40 42.985 40.995 4.3138 19.686 40 39.775 38.587 4.9175 20.273

39.2 40.846 39.343 4.6249 19.844 42 39.773 38.583 5.0326 20.726

38.4 39.776 38.59 4.8293 19.927 44 39.772 38.58 5.1451 21.169

37.6 38.894 37.984 5.0185 19.997 46 39.770 38.577 5.2552 21.603

36.8 38.066 37.397 5.2078 20.068 48 39.769 38.574 5.3631 22.028

36 37.268 36.816 5.3997 20.138 50 39.768 38.571 5.4688 22.445

Cons. Elastic modulus of conc. : 35 GPa Cons. Support length : 38.4 m

Table 5. The Process of Model Updating for the Numerical Model of Imgi 2
nd

 Bridge

Input parameters Results of dynamic properties

Number of 

iteration

Elastic

modulus

of conc.

(GPa)

Support

length

(m)

Number of 

results

Natural frequency Effective length of mode shape (m)

Vertical Torsional Vertical Torsional

Measured 4.96 25.64 40.75 37.78

Initial 35.00 38.50 1 4.47 22.61 39.45 36.35

2 43.29 39.60 2 4.63 24.78 41.18 39.89

5 49.41 39.20 5 5.07 26.53 40.41 36.12

4 47.23 39.40 4 4.80 25.90 40.80 38.54

5 48.44 39.40 5 4.95 26.21 40.80 38.55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량의 고유진동수는 지점간 거리와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의 변화에 모두 민감한데 비하여 모드형상의 

유효길이는 지점간 거리에는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콘크

리트의 탄성계수에는 낮은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을 위하여 모드형상의 유효길이는 지점간 

거리를, 고유진동수는 탄성계수를 변수로 하여 단변분 탐색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보다 정밀한 수치해석모델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수의 

설정이 요구되며, 단변분 탐색법에 기초한 수치해석모델 개선에서

는 설정 가능한 변수의 개수는 결정 가능한 목표함수의 개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설정되지 못한 변수들의 예상되는 변화는 수치해

석 모델 개선을 위하여 설정된 변수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정된 변수들은 물리적인 값으로 판단되기보다는 공학적인 대푯

값으로 판단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3 모델 개선 및 이동하중 해석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된 변수의 초기값은 탄성계수는 35 GPa, 지점간 

거리는 38.5 m이다. 콘크리트 탄성계수의 초기값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40 MPa로 설계되었으므로, 

배합강도는 50 MPa이며 이를 Byun (2004)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의 올림 정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점간 거리의 초기값은 교량의 

상부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는 탄성받침의 교량의 길이방향으로 각

각 약 1.5 m이므로, 총 지간에서 해당 거리를 제외한 값으로 설정하

였다. 이와 같은 초기값은 수치해석 개선과정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의 값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개선된 최종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Table 5는 계측된 동특성을 목표함수로 하여 

작성된 수치해석 모델을 통합단계방식의 수치해석 모델 개선 기법

에 적용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열차 통과 중 고유진동수는 

교량 위를 통과하는 열차의 가진주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수치해석 

모델 개선에서 목적함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Table 5에서와 같이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초기모델과 실교량에서 계측된 가속도응답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모델을 개선할 수 있었다.

개선된 수치해석 모델의 검토는 물리적 의미가 명백한 변위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치해석모델 개선



박동욱ㆍ김남식ㆍ김성일

Vol.34 No.1 February 2014 25

(a) A Acceleration Response Signal on Center of the Span (b) The Power Spectrum of Signal (a)

Fig. 9. A Analysed Acceleration Response Signal of the Numerical Model During KTX Passing as 300 km/h

(a) Comparison of Acceleration Response Signals (b) Comparison of Displacement Response Signals

Fig 10. Comparison Measured and Analyzed Response Signal During KTX Passing as 300 km/h

을 위한 계측에서는 변위계측이 실시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개선된 

수치해석 모형은 교량 위를 주행하는 KTX열차의 속도를 300 

km/h의 속도로 제어하였을 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계측한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수치해석 모델 개선을 위한 계측

과 차량속도를 제어한 계측의 시기가 각각 겨울과 여름으로 교량의 

고유진동수는 각각 4.96 Hz, 4.64 Hz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

로 수치해석 모델을 KTX 열차가 300 km/h로 주행 시 계측한 

응답신호를 바탕으로 추정된 동특성을 목표함수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 개선하고, 재 개선된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이동하

중 해석을 수행하고 계측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9는 대상교량에 

KTX열차가 300 km/h로 통과 중일 때의 가속도 응답 신호와 자유진

동신호 구간의 파워스펙트럼 밀도함수(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를 보여주고 있다.

개선된 모델에 적용된 이동하중은 열차의 질량 및 승객을 고려하

여 객차의 1개 축 당 약 84,700 kN이 작용하며, 서울방향의 선로에 

300 km/h로 이동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Fig. 10은 대상교량의 

교량 중앙 하면에서의 실 교량 계측응답과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수치실험 응답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치해석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응답 그래프와 실 계측 응답이 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수치해석 

모델 개선이 잘 이루어졌으며, 개선된 모델을 사용한 수치해석 

실험으로도 실교량의 계측을 대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4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동적안정성 분석

고속철도교량의 동적해석은 진동사용성 분석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행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여 여러 고속철도 

설계 지침들에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선된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한 동적안정성이 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수치해석 기법 및 

개선된 모델의 실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호남고속철도설계지침

에 의하면, 동적해석은 설계속도의 1.1배까지 검토하며 속도 증분은 

10 km/h로 수행한다. 임기 2고가의 설계속도는 350 km/h이지만, 

430 km/h까지 동적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동하중해석에 

사용한 감쇠비는 확장형 칼만필터로 추정된 2.88을 사용하였으며, 

속도는 20~430 km/h 구간을 10 km/h로 증속하였다. Fig. 11는 

열차의 속도에 따른 중앙부 최대 처짐값과 상판의 최대 연직가속도, 

최대 면틀림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부 최대 처짐은 교량 하면의 

중앙부에서의 응답으로 최대 처짐을 확인하였으며, 상판의 최대 

연직가속도는 하중이 이동하는 레일에서 0.3 m 이격된 중앙부에서

의 연직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면틀림은 차량의 

진입부와 진출부, 중앙부에서의 면틀림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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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Vertical Displacement (b)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 on Upper Plate

(c) Maximum Irregularity

Fig. 11. The Results of Dynamic Stability Analysis Using the Updated Numerical Model of Imgi 2
nd

 Bridge

Table 6. The Limits and Analysed Results for Dynamic Stability

State
Limit 

(Design Standards for Honam High Speed Railway)

Max value from numerical test

(at train speed)

Vertical displacement (mm) 3.33 1.67 (330 km/h)

Vertical acceleration on the top surface (g) 0.5 g 0.07 (330 km/h)

Vertical irregularity in the track (mm/m/3m) 1.2 0.14 (270 km/h)

최대값을 표시하였다. Table 6에서는 호남고속철도설계기준에 제

시된 동적안정성 성능 기준 및 수치실험에서 나타난 최대값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개선된 수치해석 모델의 연직 1차 고유진동수는 4.95 Hz이며 

이 때의 KTX차량 임계속도는 약 330 km/h된다. 따라서, 이동하중 

해석결과는 최대 가속도 및 변위가 열차속도 330 km/h일 때 최대값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면틀림의 경우 연직 1차모드 

이전의 존재하는 비틂 1차모드(4.10 Hz)에 대한 임계속도인 270 

km/h에서 최대 면틀림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치해

석 실험을 통하여 해당 교량은 모두 호남고속철도의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변분 탐색법에 기초한 수치해석 모델 개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경부고속철도상의 공용중인 교량인 임기 

2고가를 대상으로 KTX주행 시 가속도응답을 계측하여 분석한 

동특성을 바탕으로 수치해석 모델 개선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수치 실험 결과와 실 계측 변위응답을 비교하여 

수치해석 모델 개선 기법의 적용성을 확인하고, 수치 실험을 통한 

동적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된 모델의 활용성을 검토하였으

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변분 탐색법에 기초하여 개발된 통합단계방식의 수치해석 

모델 개선 기법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미분함수를 작성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이 가능하였으며, 개선된 모델을 

이용한 이동하중 해석만으로도 실교량 응답과 매우 유사한 변위, 

가속도 응답이 획득 가능하다. 또한 개선된 모델을 이용하여 동적 

안정성 분석이 가능하므로 개선된 모델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개선된 수치해석 모델에서의 변수들은 물리적인 

값으로 인지되기보다는 공학적인 대푯값으로 판단되는 것이 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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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개선 기법과 개선된 모델은 단경간 교량에

서만 적용성이 검토되었으므로, 향후 2, 3경간 연속교, 강합성교 

등에서의 적용성 및 활용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400 km/h급 고 속철도 인프

라 시범적용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장 

계측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Baruch, M. and Itzhac, Y. (1978). “Optimization weighted ortho-

gonalization of measured modes.” AIAA Journal, Vol. 16, No. 14, 

pp. 346-351.

Berkooz, G., Holms, P. and Lumley J. (1993). “The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in the analysis of turbulent flows.” Annual Review 

of Fluid Mechanics, Vol. 25, pp. 539-575.

Berman, A. (1979). “Mass matrix correction using an incomplete 

set of measured models.” AIAA Journal, Vol. 17, No. 10, pp. 

1147-1148.

Byun, D. G., Shin, H. M. and Moon, J. G. (2004). Reinforced 

concrete 7th Edition, Dong-Myung Sa (in Korean).

Caesar, B. and Peter, J. (1987). “Direct updating of dynamic 

mathematical models from modal testing data.” AIAA Journal, 

Vol. 25, No. II, pp. 1494-1499.

Chen, J. C. and Graba, J. A. (1980). “Analytical model improvement 

using modal testing results.” AIAA Journal, Vol. 25, No. 11, pp. 

1494-1499.

Clough, W. R. and Penzien, J. (1993). Dynamics of structures, 

McGRAW-HILL, New York, N.Y.

European Rail Research Institute. (2000). Rail bridges for speeds > 

200km/h – Final report, European Rail Research Institute, Utrecht, 

Netherlands.

Ho, D. D., Hong, D. S. and Kim, J. T. (2010).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railway bridge by system identification using field 

vibration measure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Vol. 30, No. 6, pp. 527-538.

Hoff, C. and Natke, H. G. (1989). “Correction of a finite element 

model by input-output measurements with application to a radar 

tow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nalytical and Experimental 

Modal Analysis, Vol. 4, No. 1, pp. 1-7.

Kabe, A. M. (1985). “Stiffness matrix adjustment using mode data.” 

AIAA Journal, Vol. 23, No. 9, pp. 1431-1436.

Kim, S. I., Lee, J. H., Lee, P. G. and Kim, C. E. (2010) “Comparison 

of measured natural frequencies of a railway bridge specimen 

between different excitation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0, No. 6A, pp. 535-542 (in 

Korean).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07). Design guideline for 

Ho-nam high speed railway,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Daejeon, Korea (in Korean).

Park, D. U., Kim, N. S. and Kim, S. I. (2009). “Damping estimation 

of railway bridges using extended kalman filter.” Tra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ol. 19, 

No. 3, pp. 294-300 (in Korean).

Rao, S. S. (1996). Engineering optimization - Theory and practice, 

Wiley: Interscience, New York, N.Y.

Tlusty, J. and Ismail, F. (1980) “Dynamic structural identification 

tasks and methods.” Annals of the CIRP, Vol. 29, pp. 251-255.

Wiberg, J. (2009). Railway bridge response to passing trains Measurements 

and FE model updating, Ph.D. Dissertation, Kungl Tekniska 

hogskolan, Lindstedtsvagen, Stockholm, Swe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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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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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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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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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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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