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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 설치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의 동적 거동 분석

 Kinematic Envelope Analysis of the Urban Transit EMU based on PSD Installation 

정종덕*·온정근·편장식·박장곤·이종우

Jong-Duk Chung·Jung-Ghun Ohn·Jang-Sik Pyun·Jang-Gon Park·Jong-Woo Lee

 1. 서 론

현재 모든 도시철도 승강장에 PSD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

는 승객이 선로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승강

장 내로 차량이 진입 시 승객이 차량에 부딪히는 불상사 등

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다. 그러나 PSD 등과 같은 구조물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졌지만 기존의 승

강장에 PSD 등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과 구

조물 사이의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간섭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승객안전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존 역사에 스크린 도어 등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

이 설치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구조물이 설치 될 경우 차

량 운행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

본 연구는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승강장

내의 다른 구조물 등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차

량한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차량한계를 결정하는

데 큰 요인이 되는 동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한계

와 건축한계가 적절한지와 기존 역사 선로 가까이에 구조물

설치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해석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에 따른 역

사구조물과의 간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활용한 측

Abstract Since PSDs(Platform Screen Doors) are set up at many subway stations, their design related to safety has

become graduall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interference check with a running railway vehicle is the most important of

performance indices because the collision between PSDs and vehicles can be dangerous for passengers in the car and on

platforms. When the train comes into a station with a curvature, the passenger car has a large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motion and the displacement is enough for coming in contact with PSD. The performance is affected by many design

parameters such as rail design parameters and vehicle velocity. This study proposes dynamic analysis models for railway

vehicles and rails. Some parameters were also considered in the models to determine their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Keywords : Kinematic envelope, EMU, Urban Transit, PSD, Dynamic

초 록 기 현재 많은 역사 내에 PSD(Platform Screen Door)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PSD의 안전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운행중인 도시철도차량과의 간섭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PSD와 차량의 충돌은 차량 및 승강

장에 위치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곡선구간에 위치한 승강장을 차량이 진입할 때에 차량의 병진운

동과 회전운동을 하기 때문에 PSD와 충분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차량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은 레일상

태, 차량한계, 차량속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 레일, 기타 매개변수들과 같이

차량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한 도시철도차량의 동적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감시 시스템, 전동차,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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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험이 어려우므로 동적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다물체 동

역학해석 프로그램인 DAFUL[5]을 이용해 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한 도시철도차량 해석 모델을 개

발하기 위해 Fig. 1에 정의된 흐름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였다. 또한 해석에 사용한 DAFUL의 검증을 위해 기존에 사

용되고 있는 IDEAS 프로그램과 검증을 하였으며, 차량의 대

차모델 해석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해석프로그램인

IDEAS에 대한 상대오차가 3.2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6].

 2. 도시철도차량 동적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로 주위에는 여러 가지 지상설비가 있는데 이러한 환경

에서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유지하려면 차량의 크기에

어떠한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그 제한된 차량의 크기를 라

하며, 시설물의 한계를 정한 것을 건축한계[7]라 한다. 여기

서 차량한계는 운전 속도 및 선로 상황 등의 다양한 조건

을 고려해야 정확하게 동적차량한계를 판정 할 수 있다. Fig.

2는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A, B

형의 차량한계[8]를 나타낸 것이며 해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강체 모델링을 개발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며, 차량한계기준

형상을 차체의 모델로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차량 동적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의 운행 속도, 선로의 종류, 선로의 조건, 도시철도차량

에 가해지는 승객 하중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차량 동

적한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

도시철도차량이 곡선을 통과할 때는 곡선반경과 차량속도

에 의하여 곡선 외측 방향으로 초과원심력이 작용하여 주행

안전성과 승객의 승차감에 악영향을 미친다. 차량이 곡선 부

위에 진입을 할 때에 양쪽의 레일이 평평하게 위치하게 된

다면 회전 관성에 의하여 탈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곡선의 바깥 쪽 부분을 올려주게 되는

데 이를 Cant라 한다. 차량에는 고정된 차축간격이 있기 때문

에 모든 차축이 곡선의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곡선부에서는 궤간을 약간 넓혀 차륜을 원활

하게 주행시키고 있다.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각각

그 크기를 다르게 하되, 「도시철도 건설규칙」제10조와 같

이 정하는 값 이상으로 가능한 한 크게 정하여야 한다[11].

레일을 종류는 50kgN과 60kg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며, 50kgN

과 60kg 레일의 높이가 21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철도에 적용할 경우 차량 운행시 높이 차이

로 인하여 승강장과 차량사이의 높이가 달라져 승강장과 차

량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레일의 종

류에 따라 차량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12].

3. 동적거동 해석 모델

3.1 차량모델

동역학 해석 모델은 도시철도차량 1량에 대해 7개의 강체

로 모델링되었으며, 휠셋과 대차프레임 사이에는 1차 현수

장치로 연결되고 대차와 구조체는 2차 현수장치로 연결된다.

Fig. 3은 도시철도차량의 강체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차체의

형상은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의 차량한계를 기준으로 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차량의 양끝단부, 중앙 부분에서 해석기

Fig. 2 A type vehicle limit diagram(top) and B type vehicle limit

diagram(bottom)  Fig. 3 Rigid model of urban transit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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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거동을 확인하여 역사구조물과의 간섭여부를 확인한

다. 차량 모델에 사용된 주요 제원은 Table 1은 도시철도차

량의 주요 제원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2는 1차 현수장치

의 물성치이며, Table 3는 2차 현수장치의 물성치이며 괄호

안의 값은 만차시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6].

3.2 휠-레일 접촉 메커니즘

휠과 레일 사이의 접촉은 DAFUL에서 제공하는 접촉 요

소를 사용하여 Fig. 4와 같이 정의하였고, DAFUL의 접촉

요소는 접촉 상수와 감쇠 계수를 이용하여 침투량을 허용하

는 컴플라이언스 방법을 사용하여 접촉력을 계산하며, 마찰

은 쿨롱 마찰을 정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선형적인 형상

을 그대로 살려서 모델링을 하였고, 휠 접촉 부분에 대한 복

원력과 감쇠력은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접촉면에서의 수직하중을 (2)와 같이 구한다.

, (1)

(2)

여기서, Fs는 접촉복원력, k는 접촉점의 탄성계수, dp는 접

촉 침투량, FD는 접촉감쇠력, mW는 휠의 질량, ξ는 접촉복

원력, 는 Z축(레일접촉의 상하방향) 성분을 의미, FN은 접

촉 수직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수직하중을 이용하여 진행방향과 횡방향 마찰력을 구하고

이러한 마찰력은 µFN이상 클 수 없으므로 진행방향과 횡방

향의 마찰력은 식 (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

여기서, f는 , Flong는 휠 진행방향 마찰력, Flat

는 횡방향의 마찰력, µc는 마찰계수이다. 

3.3 선로모델

선로 모델은 차량 한계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선로는 곡률반경과 완화곡선, 그리고

캔트와 같은 인자들로 설계되어 진다.

선로의 해석 모델은 Fig. 5과 같이 clothoid curve 식을 이

용해 완화곡선과 곡률 반경을 구현하였으며, 캔트는 생성된

좌우 선로의 수직 방향 값을 변경하고, 슬래그는 곡선 부위

의 안쪽 선로만 곡면 안쪽으로 더 벌려주어 직선구간, 완화

구간, 곡선구간이 있으며, 캔트와 슬래그가 적용된 선로를 모

델링하였다. 레일은 KS R9106 규격에 나와 있는 50kgN과

60kg 두 가지 레일로 모델링하였다. 

FS kdP= FD 2 mWkξδ
·

–=

FN Max 0 FS FD+,( )=

δ
·

Flong

Flong

f
-----------µCFN= Flat

Flat

f
--------µCFN=

Flong

2
Flat

2
+

Table 1 The dimensions of urban transit vehicle

 Classification
 Specifications

 A type  B type

 Length of car body  19,500(mm)  17,500(mm)

 Width of car body  3,120(mm)  2,750(mm)

 Roof height above rail level  3,600(mm)  3,600(mm)

 Mass
 T car  29,100(kg)  20,000(kg)

 M car  37,100(kg)  26,400(kg)

Table 2 The dimensions of primary suspension

 Bushing value
 Specifications

 T car  M car

 Kx (N/mm)  8,700  10,900

 Ky (N/mm)  8,700  10,900

 Kz (N/mm)  2,535  3,325

 Cx (N·s/mm)  8  8

 Cy (N·s/mm)  8  8

 Cz (N·s/mm)  2  2

Table 3 The dimensions of air suspension

Bushing value
Specifications(N/mm)

T car M car

Kx (N/mm) 160(335) 160(405)

Ky (N/mm) 100(250) 100(310)

Kz (N/mm) 340(915) 340(1145)

Cx (N·s/mm) 0 0

Cy (N·s/mm) 0 0

Cz (N·s/mm) 16 16

Fig. 4 Wheel-rail contact mechanism

Fig. 5 Rail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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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적거동 영향인자 분석

도시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에 대한 영향인자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차량 운행조건 차량의 속도, 선로의 종류, 차량의

종류, 차량의 type에 대한 동적차량한계 해석을 통해 해석

모델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기존 요인이었던 속도의 유무에 따른 동적차량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PSD가 설치되어진 플랫폼 안에

도시철도차량이 진입 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45km/h)와 멈추는 경우(45→0km/h)를 가정하였고, 두

번째는 현재 선로가 KS50N에서 KS60으로 바뀌고 있는 중

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선로의 차이가 차량한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는 차량의 종류에 의한 동적차

량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현재 도시철도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종류에는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에 나와 있는 A, B

type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차

량의 type별 구성 조건에 따른 동적차량한계를 분석한 것으

로 2량 1편성 기준으로 하였을 때 T_Car-M_Car, M_Car-

M_Car, T_Car-T_Car의 구성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영향인자 분석을 위한 해석 조건으로 차량한계에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차량의 종류는 A type 전동차로 레일의

종류는 KS60으로 속도는 역사를 규정된 45km/h로 진행하

고, 차량의 구성은 전동차의 선두차량 구성인 T_Car-M_Car

로 선정하였다.

도시철도차량 동적차량한계 해석모델의 영향인자인 속도,

질량 등의 인자는 차량의 동적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은

하나 그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모델을 통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Table 5에서와 같은 모델을 통하여 각

인자들의 구체적인 영향를 분석을 위해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승객하중(30ton), 차량속도(45km/h), Cant(30mm), 곡선

반경(400m), 휠마모(0mm)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인자별

로 Table 5의 값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4.1 차량 하중에 의한 영향분석

도시철도차량은 최대 승객 30ton 까지 승차할 수 있으며,

최대 30ton의 승객하중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동

적차량한계가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중의 영향도

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승객이 타지 않았을 경우(0ton)와 최

대 승객하중의 절반 정도인 승객이 승차하였을 때(15ton)를

비교하여 승객하중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Fig. 6은 승객하중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T-Car의

경우에는 Rear를 제외한 하중이 커지면서 동적거동도 커지

는 것을 볼 수가 있으나 M_Car의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분명 M_Car의 경우도 특정한 패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예상과 어긋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승객하중에 의한 영향도 분석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건의 영향도 분석에서도 보였는데 이

는 해석조건이 T-Car가 선두차량이고 M-Car가 후미차량으

로 해석이 진행되어진 결과로 차량편성 조건으로 인한 결과

라고 판단된다.

4.2 차량 운행속도에 의한 영향분석

도시철도차량이 곡선승강장을 통과할 때 정차하는 경우와

승강장 통과시 규정된 최대 속도로 무정차로 지나가는 경우

운영기관에서는 속도를 45km/h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하 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무정차로 지나갔을 때

가 정차하였을 때보다 더 큰 동적 거동을 보였다. 이는 속

도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차량이 곡

선승강장 통과시 속도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차

량 속도 35km/와 55km/h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

과 규정된 속도에서는 차량운행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속도별 차량의 거동특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4 The effect analysis model of influence factors

Factors Value

Passenger load (ton) 0 15 30

Operating speed (km/h) 35 45 55

Cant (mm) 0 15 30

Curve radius curvature (m) 350 400 450

Tread wear (mm) 8(24) 4(28) 0(32)

Wheel flange wear (mm) 80(780) 40(820) 0(860)

Fig. 6 The analysis result graph for the dynamic envelop by

passengers load



PSD 설치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의 동적 거동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6호(2013년 12월) 451

4.3 곡선반경에 의한 영향분석

곡선반경 400R을 기준으로 하여 KS60과 KS50N을 가지

고 동적차량한계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곡선반경

400R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승강장 내에서의 부

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최소 400R을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

으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450R과 350R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레일의 곡선반경에 의한 차량의 진입 각

도가 달라지면서 후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동적 거동이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인 영향도에 있어서 T_Car의 경우에는

곡선반경이 작아지면 훨씬 큰 동적 거동이 보이지만(반대로

곡선반경이 커지면 이는 직선과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동적

거동이 작아진다). M_Car의 경우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Fig. 8는 곡선반경에 의한 동적 차량한계 해석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4.4 Cant에 의한 영향분석

규정에 의거한 곡선반경 400R의 Cant량은 운행 속도가

45km/h라 했을 때에 약 60mm 이지만 실제 곡선 승강장에

서는 그 최대가 30mm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0mm, 15mm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Cant에 의한 동적

거동은 Cant가 커지면서 더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

었다. Fig. 9은 Cant에 의한 동적 차량한계 해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Fig. 7 The analysis result graph for the dynamic envelop by

vehicle speed 

Fig. 8 The analysis result graph for the dynamic envelop by

curve radius 

Fig. 9 The analysis result graph for the dynamic envelop by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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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휠 마모에 의한 영향분석

마모는 도시철도차량이 운행하면서 마찰과 여러 가지 영

향으로 인하여 휠 또는 레일이 손상이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처럼 마모에 의하여 휠 또는 레일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이

는 도시철도차량이 곡선선로에 진입 시 회전 중심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회전 중심의 위치가 바뀌면 차량의 동

적 거동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마모에 의한 도시철도차량의 동적 차량한계 해석을 수행하

였다. Fig. 10과 Fig. 11는 휠 후렌지 마모와 답면마모에 의

한 동적 차량한계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 결과를 보면 각 영향 인자별 가장 큰 변위를 나타낸

것은 T-Car의 경우 운행 속도에서 약 128.0mm의 변위를 보

였고, M-Car에서는 휠 Side 마모에서 약 113.5mm의 변위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PSD와 차량한계사이의 최소한의 거

리 210mm(도시철도차량의 상부) 이내에 들어오는 수치로 현

재의 PSD 설치 기준은 매우 안전한 수치임을 알 수가 있다.

5. 결 론

도시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

자들에 대해 동적차량한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인

자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차량의 차량한계와 건축한계 사이에 간섭이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

다. 이는 동적해석 결과 값이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에서 정한 차량한계에서 제시

하고 있는 차량한계와 건설한계를 기준으로 차량 측부 상단

을 기준으로 200mm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영향인자를 바

탕으로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두가 여유 공간이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한 동적차량

Envelope 해석방법을 제시 하였고 각각의 인자에 대한 영향

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에 안전 또는 운영상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신설 노선을 계획할 때 차

량한계와 건축한계의 최적조건을 선정하는데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적으로 도시철도 노선의 특성과 노선별 차량을

대상으로 해석결과와 시험결과 비교를 통해 보다 더 정밀한

해석결과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Referecnes

[1] N.P. Kim, B.C. Goo (2002) A study to determine the kine-

matic envelope of tilting train, 2002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1), Seoul, pp. 312-316.

[2] H.J. Yang, K.W. Lee, K.B. Park (2002) A study on the kine-

matic envelope of the railway vehicle, 2002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2), Cheonan, pp. 863-869.

[3] C.K. Park, Y.G. Kim, K.J. Park (2001), A study on the kine-

Fig. 10 The analysis result graph for the dynamic envelop by

wheel flange wear 

Fig. 11 The analysis result graph for the dynamic envelop by

wheel tread wear 



PSD 설치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의 동적 거동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6호(2013년 12월) 453

matic and swept envelope of urban trai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

ence(1), Busan, pp. 1221-1226.

[4] C.K. Park, Y.G. Kim, D.S. Bae (2002) Analysis of vehicle limit

considering the dynamic behavior for an urban train, Transac-

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

ing, 12(7), pp. 527-533.

[5] DAFUL (2010) User's Manual, Ver 3.2, Virtual Motion.

[6]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09) Study on mainte-

nance and development of urban rolling stock standardization.

[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rules on construction standards.

[8]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

Enforcement rule on safety standards for urban railway vehi-

cles.

[9] J.D. Chung et al. (2009) The study on maintenance and devel-

opment of urban rolling stock standardization,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0]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 Stan-

dard specification of urban railway infrastructure.

[11]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 Con-

struction rules of urban railway.

[12] KS R 9106 Rails.

[13] J.D. Chung, S.Y. Han, H.J. Chun, J.S. Pyun (2006) A Study of

Dynamic Characteristic Analysis Algorithm for Running

Safety Assessment of Vehicl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

ety of Precision Engineering Conference, Gyeongju, pp. 411-

412. 

접수일(2012년 6월 12일), 수정일(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2013년 6월 3일)

Jong-Duk Chung : jdchung@krri.re.kr 

Future Monorail Research Team,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oldobakmulkwan-ro, Uiwang-si, Gyeonggi-do 437-757 Korea

Jung-Ghun Ohn : jgohn@krri.re.kr 

Safety Research Team,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

oldobakmulkwan-ro, Uiwang-si, Gyeonggi-do 437-757 Korea 

Jang-Sik Pyun : jspyun@krri.re.kr 

Future Monorail Research Team,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oldobakmulkwan-ro, Uiwang-si, Gyeonggi-do 437-757 Korea 

Jang-Gon Park : pjg0373@korail.c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Korea Rail-

road Corporation, 240 Jungang-ro, Dong-gu, Daejeon-si, 300-720

Korea 

Jong-Woo Lee : saganlee@seoultech.ac.kr

Department of Railway Electrical and Signaling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139-743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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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