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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와 각 보기의 수직방향(z방향) 자유도, 수평방향(y방향) 자유도 및 회전 자유도(Pitching,

Yawing, Rolling)를 포함하며 하나의 차체에 4개의 보기로 구성되어 있어 총 25자유도 자기부

상열차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각 보기는 8개의 EMS와 4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2차 현가장치로 차체와 연결되어 있다.

⋅궤도틀림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FRA에 적용하고 있는 궤도 불규칙성에 대한 밀도 스펙트럼 함수를 이용하여 각 조도에 대한

크기를 생성한다. 좌, 우 레일의 조도를 다르게 생성하였으며 수직 및 수평방향에 대한 조도를

각각 생성하여 적용한다.

⋅자기부상제어는 UTM01의 능동제어방식을 채용하였으며 이론적인 제어방법이 LQG제어방식

도 적용하였으며,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을 고려한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이를 고

려한 Matlab 해석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존 2차원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3차원 모델에 대한 검증을 하였으며, 2차원 모델에서 적용

할 수 없었던 수평방향 조도를 도입하여 자기부상열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모델링에

따른 응답, 제어기의 비교, 연세대학교 연구와 협력하여 가이드웨이의 온도변형이 자기부상열차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각 해석은 저속에서 초고속까지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실시하였고, 2차원 모델과의 비교 결과

유사한 시간이력과 최대값으로부터 3차원 모델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수평 조도의 유무에 따른 해석 비교결과 수평 방향 부상공극에는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 외

의 동적응답에는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였다.

⋅보기 개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차체 가속도를 제외한 응답들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이

러한 결과로부터 보기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만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연세대학교와의 연구 협력을 통한 온도 변형의 해석 결과 자기부상열차에 큰 영향을 미쳤으

며, 연속보인 경우가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3차원 자기부상열차, 수평 방향 조도, 보기 개수, 온도 변형, 제어기

영 어
3D-Maglev, Lateral Roughness, Number of bogies, Deformation by

Temperature, Controller



요 약 문

Ⅰ. 제목

아진공 환경에서 3차원 궤도틀림을 고려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동적 상호작용 해석

툴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표는 아진공 환경에서 3차원 궤도틀림을 고려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동적

상호작용 해석툴 개발에 있으며 차량의 부상 안정성, 자기회로의 안정성 및 승차감 확보

를 위해 차량의 주행성능 및 가이드웨이와의 동적응답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3차원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총 25자유도 자기부상열차의 상

호작용 이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3차원 자기부상열차 차량의 3차원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 조도를 생성하여 노면의 불규칙

성을 반영하고 부상공극 유지를 위해 자기부상력 제어모듈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수직 및 수평 방향 조도가 포함된 3차원 궤도 틀림을 반영하여 이러한 궤도 틀림

이 자기부상열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고, UTM01 제어기와 새로이 제안한 LQG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으며, 저속에서 초고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적 상호작용 해

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대차의 개수를 변화시켜 자기부상열차의 거동을 확인하였으

며 연세대학교와 연구 협력을 통하여 가이드웨이의 온도에 의한 변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Ⅳ. 연구개발결과

연구 개발 결과로는 2차원 모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평 방향 부상공극을 3차원 모델

에서는 측정할 수 있었고 2차원 해석과 3차원 모델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이론적 모델

링의 검증을 하였다. 또한 2차원 모델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수평 방향 조도를 입력한

결과 수평 방향 조도는 Z방향 부상공극, 차체 가속도, 전류, 전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횡방향의 부상공극에는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기의 개

수에 따른 자기부상열차의 결과로부터 보기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에너지 공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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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속도의 증가, 감소하는 부상공극 등, 장점도 있지만 차체가속도의 증가라는 부정적

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UTM01 제어기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LQG

제어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열차의 모델링에 특화시킨 제어알고리즘을 통하여 더욱 안정

적인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세대학교와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온

도변화에 의해 변형된 가이드웨이가 자기부상열차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여 고속으로 자기부상열차가 주행할 때에는 단순보 보다는 연속보에서 자기부상열차의

주행성이 더욱 좋다고 판단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기존 연구인 2차원 모델에서는 고려될 수 없었던 수평 방향에 대한 궤도 불규칙성을

도입함에 따라 2차원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 좀 더 세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3차

원 자기부상열차모델을 구축하여 가이드웨이와의 상호작용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써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철도 시스템의 상호작용해석 기술력 확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또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곡선 주행환경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 대한 해석도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궤도 틀림이나, 온도 변형과 같은 외적

인 요소가 자기부상열차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주행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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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program considering three dimensional

track irregularity in a vacuum tube

Ⅱ. The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program

considering three dimensional track irregularity in a vacuum tube and to investigate

dynamic responses for guideway structure and maglev vehicle, driving stability and

EMS system. A theoretical 3-dimension model for actively controlled maglev vehicles

and guideway structures is presented to investigate the dynamic behaviors of the

maglev-guideway coupling system. A 25-dof maglev vehicle model is newly

presented by expanding works on linear equation about electromagnetic force and

current equation.

Ⅲ. The contents of study

The contents of research are to develop a governing equations and analysis tool for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ree dimensional maglev and guideway structure. The active

controller for UTM01 maglev vehicle and LQG control algorithm, vertical and horizontal

irregularity generated artificially from power spectral density (PSD) function proposed

by FRA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analysis program. Also diverse dynamic

responses are explored for increasing vehicle speed and changing the number of

bogies.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Yonsei university, some of analysis are

performed to observe the effect of guideway deformation for guideway structure

caused by temperature change.

Ⅳ. The result of study

From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presented three dimensional maglev model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dynamic responses and time history of two-dimension

model and three-dimension model under the same condition. The responses of

z-direction air gap, current and voltage are similar between two models along the

simulated distance. However, In case of the acceleration of cabin and y-directio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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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a wide difference is observed and It can be explained from pitching, rolling and

yawing equation for cabin and bogies which are applied to only 3-dimensional maglev

model. The presented 3-dimensional model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for lateral

roughness of the guideway as well as vertical roughness. From the results, lateral

roughness effects on the lateral direction air gap but not the other responses. From

the analysis of changing number of bogies, increasing number of bogies has

advantages such as expanding energy supplies, increase of maximum maglev speed

and decrease of maximum air gap fluctuation, however, has disadvantage of

increasing vertical acceleration of cabin closely related to driving comfortability.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Yonsei university, it is found that the maglev system

is more stable when the maglev vehicle move on the continuous beam than simple

bean at high speed.

Ⅴ. The Applicable Planning of study

The presented three dimensional interaction program can be used to analyze dynamic

interaction behaviors of maglev vehicle and guideway, to investigate effects of several

parameters various cases and to check driving safety. Also it can be applied to

predict the effect of external factors on the maglev vehicle such as track irregularity,

temperature deformation, deflection of guideway, wind load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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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의 목적

(1). 연구 최종목표

- 아진공 환경에서 3차원 궤도틀림을 고려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동적 상호작용 해석

툴 개발

- 다양한 제어성능을 갖는 능동제어방식을 고려한 부상공극의 매개변수 분석

- 차체 질량, 보기 및 EMS 개수 등의 변화를 고려한 부상성능 및 열차의 승차감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

(2). 연구수행 내용

표 1.1 연구수행 내용

연구 개발 목표 연구 내용

모델링을 통한

3차원 해석기반 마련

- Maglev의 동특성을 반영하는 열차의 강체-댐퍼-스프링

시스템의 3차원 해석모델

- 연직 및 수평 방향 EMS의 자기부상 모델링

- 기 개발된 능동제어기(UTM01), LQG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어성능을 갖는 제어기, 그리고 새로이 개발될 제어기의

제어알고리즘을 해석툴에 반영

- 위의 모델링과 3차원 궤도틀림을 통합한 최종 해석모델

(열차의 부상성능 및 승차감 등의 평가)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3차원 동적 해석툴

- 차체의 개수, 대차의 개수 그리고 EMS의 개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해석알고리즘

- EMS의 연직 및 수평 방향 능동제어 방식을 고려한

Maglev의 동적 해석툴 개발

- 3차원 궤도틀림을 반영한 부상공극 및 승차감 해석툴

아진공 상태에서

자기부상열차의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동특성 분석

- 속도에 따른 다양한 부상제어기의 제어성능 연구

- 열차의 부상성능 및 승차감에 대한 3차원 궤도틀림의 민

감도분석

- 차체, 대차 그리고 EMS의 개수에 따른 동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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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국외의 연구 동향

지금까지 차량-교량의 동적상호작용해석은 상당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그중 다양

한 교량과 차량모델의 개발 동적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특히 철도교량은 열차바퀴가 일정한 간격을 갖고 축 하중이 반복 작용하므로 공진 발

생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철도선진국에서는 공진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

열차 시뮬레이션에 의한 가이드웨이와의 동적해석을 설계기준으로써 명문화(ERRI,

Eurocode, UIC, CTRL 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기부상열차(그림 1 참조)는 자석의 힘으로 차량을 지지하고 가이드웨이 상에서 자기

장에 의해서 일정한 부상공극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며 근본

개념이 1930년대 독일에서 처음 나온 이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

고 있다. 자기부상열차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기술의 진보가 있었으며, 최근에 자기부상

열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된 토목 분야는 주로

경제성이 뛰어난 가이드웨이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Thornton 등, 2004; Rote 등,

2002). 독일은 prestressed concrete 구조에 의한 단순보와 연속보 시스템의 가이드웨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상하이 노선에 적용 하였으며 일본은 하로 형식의 새로운

가이드웨이 구조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부상열차가 아닌 차량-교량의 동적상호작용을 고려한 정밀해석 관련 연구는 많은

문헌을 참조할 수 있지만, 자기부상열차와 가이드웨이 사이의 상호 작용력을 고려한 국제

적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자기부상열차의 경우에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부

상공극을 유지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자기 부상력에 대한 능동제어 알고리즘을 반드시 채

용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기존의 철도-교량간의 상호작용 해석 시 사용하는 해

석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제어이론을 단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Zheng 등,

2000), 주로 전자기력에 의한 EMS를 등가의 강성과 감쇠를 가진 선형화된 수동계로 치

환하여 모델링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Cai,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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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운행중인 모습(한국) (b) 가이드웨이

그림 2.1 자기부상열차와 가이드웨이 구조물

나. 국내의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및 ROTEM 등의 회사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국내의 연구는 자기차량이나 운영장치와 같은 기계 및 전기적인 부분

에 국한되어 있고(김동성 등, 2005; 정성현 등, 1995), 토목 쪽으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

고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열차모델 개발을 통하여 최

고속도 110km/h 정도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완공하여 시험운행 하였으며 2007년 초

부터 건교부 주도하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단이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 하였

다. 하지만 위 사업단은 근본적으로 110km/h 이하 중저속의 1량 혹은 2량 자기부상열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미래 첨단 교통수단으로 예측되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자기부상열차에 관한 연구는 능동제어를 고려한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

용 선형해석법을 제시하였지만 고정된 차체모델을 적용하거나 자기부상열차의 모델링 방

법에 따른 차량의 주행특성 및 동적응답결과를 제시한 경우에 3차원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가이드웨이와 자기부상열차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다. 선행연구의 문제점

자기부상열차 사업은 최근 20여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써, 국내외

의 연구가 운영 시스템의 개발 및 기계/전기적인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토목분야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어이론을 도입한 자기부

상열차/가이드웨이 시스템의 동적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한 경우에도 모델은 2차원에 국한

되었다. 송명관 등(2005)은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의 2차원 동적해석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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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부상력의 능동제어 이론, 차체의 개수 및 대차의 개수 그리고 EMS의 개수 변

화를 고려할 수 없었으며 3차원 궤도틀림을 반영한 부상공극 및 승차감 해석툴을 반영하

지 못하였다. 만약 차량과 가이드웨이 그리고 주행노면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이를 수치

적으로 정밀하게 표현하여 3차원으로 구현한다면 초고속으로 주행할 때에도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아진공 상태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동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매개변수(속도, 3차원궤도틀림의 민감도 등)에 따른 구조

물 동특성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연구과제의 중요성

자기부상열차의 경우에 그 특성상 일반선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전용선로를 건설해

야 한다. 따라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에서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인 가이드웨이

건설을 위해서는 열차의 주행특성과 가이드웨이의 상관관계가 정확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2차원 모델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속 철도사업에서와 마

찬가지로 전용선로를 건설할 경우에 전체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토목분야에 사용된다. 도

시형 자기부상열차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의 37%가 가이드웨이를 건설하는데 필요하다

는 연구(Thornton,2004)가 있듯이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

이드웨이의 해석방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모델링을 통한 3

차원 해석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3차원 동적 해석툴 및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동특성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EMS방식 자기부상열차의 최고속도는 500km/h 이하이지만 아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튜브 철도의 경우 공력저항을 감소시켜 40%의 속도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700km/h의 속도에서 주행안전성 확보하며 경제적인 가이드웨이 건설을 위한 상관관계의

정확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 기대효과

제안한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능동제어 및 동적해석 툴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동특성 분석시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와의 동적상호작용에 관한

정밀해석 및 주행안정성 평가법에 대한 국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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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학문발전에의 기여효과:

• 구조시스템(궤도, 철도교)은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하고 3차원 자기부상열차모델을 구축

하여 가이드웨이와의 상호작용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철도

시스템의 상호작용해석 기술력 확보

• 3차원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시스템의 상호작용해석 기술 확보

- 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 국가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사업단의 동적상호작용 해석기술

개발에 기여

•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동적상호작용 해석기술은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에도 충분히

적용가능

- 연구수행 과정을 통한 연구 인력 양성 효과:

• 연구수행 과정을 통해서 각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은 새로운 학문/기술을 발전시켜 나

감으로써 자체적으로 연구인력 양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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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3차원 자기부상 열차 모델

이번 연구에서는 차체와 각 보기의 수직방향(z방향) 자유도, 수평방향(y방향) 자유도 및

회전 자유도(Pitching, Yawing, Rolling)를 포함한 총 25자유도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차량은 하나의 차체에 4개의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보기는 8개

의 EMS와 4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2차 현가장치로 차체와 연결되어 있다. 자

기부상력은 능동 제어되는 Controller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안내력에 대한 부분은 능동

제어되는 안내력은 스프링 요소로 치환하여 해석을 실시한다.

그림 3.1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조감도

그림 3.2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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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정면도

나. 자기부상력과 차체 및 보기의 운동방정식

(1). 자기부상력

그림 3.4 자기부상력(Levitation Force)과 안내력(Guid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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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는 보기에 설치된 전자석으로부터 부상력을 얻어서 가이드웨이 위를 떠서 지

나게 된다. 이렇게 보기와 가이드웨이 사이에 설치된 전자기력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EMS

라 하며, 자기부상열차의 핵심적이 요소이다(그림 3.5). 자기부상열차에서는 초당 수천 번씩

대차와 가이드웨이의 간격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기력을 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 구조를 적절히 모델링해야 자기부상열차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다.

(a)  인 공칭부상상태의

EMS(  )

(b)    인 주행상태의

EMS(   )

그림 3.5 Electro magnetic System의 정지 상태와 주행 상태

- Levitation Force

EMS에서 발생하는 자기부상력과 입력 전류의 지배방정식은 비선형이지만, 부상공극이

미소하다고 가정하면 초기의 정지부상상태(  )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선형관계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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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3)

또한 전기적 저항과 전류와 관련된 전압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위 식을 정리하면

  

 





 (5)

여기서,

 


 

(6)

- Guide Force

EMS에서 발생하는 안내력은 다음 식과 같이 등가스프링으로 치환하여 산정할 수 있다.

    (7)

(2). 차체 및 보기의 운동방정식

차체와 각 보기의 운동 방정식은 차체와 보기를 분리시켜서 각각의 자유물체도로부터

동역학적 관점에서 운동 방정식을 도출한다.

- Cabin에 대한 운동 방정식

차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차체만의 자유 물체도로부터 수직 및 수평

방향에 대한 운동방정식과 각 축의 회전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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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방향 운동방정식


  

  




  




(8)

수평 방향 운동방정식


  

  




  




(9)

Rolling에 대한 운동방정식


  

  




  



  (10)

Pitching에 대한 운동방정식


   

  




  



     (11)

Yawing에 대한 운동방정식


   

  




  



  (12)

- Bogie에 대한 운동 방정식

위와 마찬가지로 보기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수직 방향 운동방정식


   

  




  




(13)

수평 방향 운동방정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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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ing에 대한 운동방정식


   

  



 
  



    (15)

Pitching에 대한 운동방정식


   

  



   
  



  (16)

Yawing에 대한 운동방정식


   

  



 
  



 (17)

여기서,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y방향 힘

         

  


  
    

 
  

(18)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z방향 힘

           

      
 

     
  

  
(19)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x방향 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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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에서 발생하는 y방향 힘

    (21)

EMS에서 발생하는 z방향 힘

      (22)

y방향 보기의 변위

   (23)

(3). 자기부상열차의 상세 모델링

다음 그림 3.6은 자기부상열차의 3차원 상세 모델이다.

(a)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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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감도

(c) 정면도 및 후면도

그림 3.6 자기부상열차의 3차원 상세 모델

다. 조도

이번 연구에서는 교량 위를 주행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조도의 특성이 자기부상열차의

주행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조도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론적인 관

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FRA에 적용하고 있는 궤도 불규칙성에 대한 밀도 스펙트

럼 함수를 이용하여 각 조도에 대한 크기를 생성한다. 좌, 우 레일의 조도를 다르게 생성

하였으며 수직 및 수평방향에 대한 조도를 각각 생성하여 적용한다.

  







 
  



∆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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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gularity

Parameter Class

Notation Unit 1 2 3 4 5 6

elevation

A  15.53 8.85 4.92 2.75 1.57 0.98

  23.3 23.3 23.3 23.3 23.3 23.3

  13.1 13.1 13.1 13.1 13.1 13.1

Alignment

A  9.83 5.51 3.15 1.77 0.98 0.59

  32.8 32.8 32.8 32.8 32.8 32.8

  18.4 18.4 18.4 18.4 18.4 18.4

super

elevation

A  4.52 3.15 2.16 1.38 0.98 0.59

  23.3 23.3 23.3 23.3 23.3 23.3

  13.1 13.1 13.1 13.1 13.1 13.1

gauge

A  9.83 5.51 3.15 1.77 0.98 0.59

  29.2 29.2 29.2 29.2 29.2 29.2

  23.3 23.3 23.3 23.3 23.3 23.3

FRA에서 정한 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 FRA에서 제시된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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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뮬레이션된 그림은 각각 Class6에 해당하는 조도이다.

(a) 오른쪽 수직(z)방향 조도(-1.996~2.074mm)

(b) 왼쪽 수직(z)방향 조도(-2.366~2.218mm)

(c) 오른쪽 수평(y)방향 조도(-1.715~2.221mm)

(d) 왼쪽 수평(y)방향 조도(-2.337~2.046mm)

그림 3.7 FRA 규정에 의해 인공 생성된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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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어방식

- UTM01 제어기

자기부상 열차의 부상공극이 기준 범위 안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선 EMS에서 발

생하는 부상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 부상력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가 전압이다. 센서

에서 관측된 부상공극 및 연직 가속도를 제어기에서 받아들여 전압을 결정하게 된다.

UTM01열차에 적용된 제어 방식을 이용하였고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출처: 국토해양부 한국건설 교통기술 평가원)

  
    (26)

          
       


(27)

  











 


 

 




 



 




 





 



   




 

   




  











 






 

 



 

(28 a, b)

          
   

       
        

(29)

여기서 제어 변수의 값들은 다음과 같다.

표 3.2 UTM01 제어기 제원

Item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33  0.3439

 495  0.000242

 0  0.022

 26400  1.43

 49500  1.1

 0.22  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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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QG 제어기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하여 EMS위치에서의 자기부상열차의

부상공극 및 연직가속도를 관측하여 관측된 상태로부터 전상태를 추정하는 상태추정기법

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Kalman이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상태를 추정하고 되먹임

시에는 추정된 상태벡터로부터 전상태 피드백 기법인 LQR(Linear Quadratic Regulator)

을 이용하는 LQG(Linear Quadratic Gaussian)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실제 UTM-01의 상

태추정방법 및 피드백기법은 다르나 부상공극 및 연직가속도로부터 상태를 추정하는 것

은 동일하다. 또한 2차원 모델과는 달리 회전 자유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 기존 2차원

모델에 적용했던 LQG제어기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차원 자기부상 모델에서는

∆∆∆ 을 고려하여 제어게인과 되먹임 행렬을 구하였는데 3차원 모델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 회전 자유도 까지 고려하였다.

여기서 제어기는 수직 방향 EMS에서 발생하는 부상력을 제어하는 것이므로 앞서 소개

한 식에서 수평방향 성분은 모두 제외한 운동방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30)

(31)

(32)


 ∆∆ ∆∆∆ ∆ 

 ∆∆


 ∆∆ ∆∆∆ ∆ 

∆∆

(33)

(34)


 ∆∆∆∆∆ ∆ 

∆∆
(35)

위식들을 상대변위로 바꾸면

여기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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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36)

∆  

 ∆

 ∆ 

 ∆ 

 ∆ 



 ∆ 

 ∆  

 ∆

 ∆     

(37)

∆    




 ∆ 




 ∆ 




 ∆






 ∆ 




 ∆ 




 ∆  

 

 ∆

 ∆ 

(38)

∆    




 ∆ 




 ∆ 




 ∆






 ∆  




 ∆ 




 ∆  

 

 ∆

 ∆ 

(39)

위 식들을 LQG제어의 G(제어게인)와 L(되먹임) Matrix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Matrix형태로 나타내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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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 ∆


(41)

(42)





 


        

 

          

(43)

(44)

위식 에서 상태 벡터는 상대 변위와 한번 미분치인 상대속도 그리고 전류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적제어 이론은 제약조건하에서 응답과 제어력의 성능지수를 최소화

시켰고, 행렬 Riccati 방정식을 풀어서 최적 제어 이득(G)을 구하였으며 상태추정은

Kalman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제어이득 및 상태추정에 관한 함수는

MATLAB(2004)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위의 Matrix와 상태가중 행렬 Q와 제어 가중행

렬인 R을 가정하여 제어게인(G)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상태추정 벡터 를 구하기 위하여 상태 추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45)

2차원 모델과는 달리 측정하는 값 y를 총 4개를 측정한다. 즉 Sensor위치에서의 air-gap

과 가속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와 ∆을 얻게 되는데 이때 실제 Sensor위치에서의

air-gap은 ∆ ∆ ×까지의거리가 되므로  ∆∆∆ 4개의 값을 측정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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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6)

여기서













        
















 







 (47)

위에서 정립한 A, H, C와 R0, Q0(각 측정 잡음 및 시스템 잡음)을 가정하여 되먹임 행렬

L을 얻게 된다.

또한 전압은 앞서 구한 G(제어게인)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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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석방법

자기부상 열차의 상호작용이 고려된 식들을 상태공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9)

     


, 











  

  






(50 a, b)

여기서

                                 


           


                                 


(51 a-b)

결국 전체적인 상태 공간 방정식은 연립상미분방정식이 되므로 비교적 정확한 해석방

법인 Backward-Euler법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52)

로부터        을 적용하면 Backward-Euler법을 위한 다음의 점화식을 얻

을 수 있다.

      ∆  ∆ (53)

그림 3.8 Backward-Euler 해석 방법(첫 번째 센서 위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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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석 흐름도

그림 3.9 해석 프로그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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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해석결과 분석

기본적인 해석은 4보기 8EMS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해석 구간은 총 750m, 조도 조건

은 FRA Class6 기준을 사용하여 인공 생성된 조도를 사용하였으며, 차량 속도는 50km/h

~ 700km/h (50km/h 단위)로 실시하였으며, 보기의 개수를 변화 시키면서 동적 응답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세대학교와의 연구협력을 통하여 온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가

이드웨이 구조물의 변형량을 해석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온도 변화가 자기부상열차에 미

치는 영향 또한 도출해 보았다. 다음 그림은 대표적으로 자기부상열차의 속도가

200km/h, 400km/h 그리고 600km/h, 조도조건 FRA Class6의 종, 횡 방향의 조도가 다

적용 되었을 때의 Z방향 부상공극, Y방향 부상공극, 차체 가속도, 전류,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0 시속 200km/h 주행할 때의 각 응답의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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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시속 400km/h 주행할 때의 각 응답의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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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시속 600km/h 주행할 때의 각 응답의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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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연구(2차원)와의 비교를 통한 3차원 자기부상 모델에 대한 검증

이 절에서는 기존 2차원 모델 결과와 이번에 제시한 3차원 자기부상 모델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 모델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조건하

에 시간 이력을 비교, 분석을 해보았다. 2차원 모델에서는 수평 방향 조도를 고려 할 수

없으므로 수직방향 조도만을 고려하였으며, 자기부상 열차의 속도는 비교적 저속인

200km/h와 고속 주행에 해당하는 600km/h, 2개의 경우에 대한 시간 이력을 비교해 보았

다. 각 그림은 순서대로 Z방향 부상공극, Y방향 부상공극, 차체 가속도, 전류 그리고 전

압에 대해 파란색 선은 3차원 모델을, 적색 선은 2차원 모델을 나타낸다.

(a) 수직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b) 수평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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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의 시간 이력

(b) 전류의 시간 이력

(e) 전압의 시간 이력

그림 3.13 200kn/h 주행시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각 응답의 시간이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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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b) 수평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의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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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류의 시간 이력

(e) 전압의 시간 이력

그림 3.14 600kn/h 주행시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각 응답의 시간이력 비교

위의 자기부상열차의 시간이력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열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두 모델간

의 동적응답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값에서 약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원 모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평 방향 부상공극이 3차원 모델에서 측정할 수 있었

고 차체 가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2차원 모델에서는 고려 할 수 없

었던 롤링(rolling)이나 요잉(yawing)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되어 진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본적인 응답의 추세를 파악 하고자할 때에는 비교적 해석시간이 짧은 2차원 해석을 실

시하여도 무방하나 수평 방향 부상공극 같은 3차원 모델에서만 측정되는 요인들을 알고

자 할 때에는 3차원 해석을 실시하여야만 한다. 다음 그림은 속도의 증가에 따른 수직 뱡

향 부상공극, 수평 방향 부상공극, 차체 가속도, 전류 그리고 전압의 최대값만을 취하여 2

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을 비교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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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 방향 부상공극

(b) 수평 방향 부상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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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

(d)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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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전압

그림 3.15 속도별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각 응답에 대한 최대값

(2). 수평 방향 조도의 영향 평가

이번 절에서는 수평 방향 조도가 자기부상열차의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보고

자 한다. 수평 방향 조도는 기존 2차원 모델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로써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수평 방향 조도의 유무에 따른 결

과를 비교해 보았다. 대표적으로 시속 200km/h 일 때의 시간이력을 비교하였으며, 속도

에 따른 최대값을 비교해 보았다.

▪ 차량 속도 : 50 ~ 700km/h

▪ 조도 유무 : 수직방향, 수평방향

▪ 총 주행 거리 : 750m

▪ 시간 간격 : 0.001 초

▪ 해석 방법 : Backward-Euler method

▪ 보기 개수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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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b) 수평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의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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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류의 시간 이력

(d) 전압의 시간 이력

그림 3.16 200kn/h 주행시 수평방향 조도 유무에 따른 각 응답의 시간이력 비교

위의 수평방향 조도 유무에 따른 자기부상열차의 시간이력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열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수평방향 부상공극을 제외한 동적 응답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

값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응답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수평방

향 조도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정리하자면 수평방향 조도는 수직 방

향 부상공극, 차체 가속도, 전류, 전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횡방향의 부상공극에는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그래프는 속도별로 각 응답의 최대

값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평방향 부상공극을 제외한 응답에는 수

평방향 조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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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방향 부상공극

(b) 수평방향 부상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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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직방향 차체 가속도

(d)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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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압

그림 3.17 속도별 수평방향 조도의 유무에 따른 각 응답에 대한 최대값

(3). 모델링에 따른 동적응답 비교

이번 절에서는 자기부상열차의 보기 개수에 따른 동적 응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

으로 UTM 자기부상 모델은 보기 4개를 기준으로 개발 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

의 속도나 EMS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고려하였을 때 보기의 개수를 늘리

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기의 개수에 따른 응답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같은 조건하에서 보기의 개수만을 증가 시켰으며, 보기의 위치는 4개의 보기를 기

준으로 비례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였다. 보기의 개수는 4,5,6 그리고 8개로 선정을 하였으

며, 측정위치는 가장 바깥쪽의 1번째 센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석 결과로써 200km/h

주행 할 때의 시간이력을 보기 4개인 경우와 8개인 경우에 대해 비교 하고 속도에 따른

최대값을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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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속도 : 50 ~ 700km/h

▪ 조도 유무 : 수직방향, 수평방향

▪ 총 주행 거리 : 750m

▪ 시간 간격 : 0.001 초

▪ 해석 방법 : Backward-Euler method

▪ 보기 개수 : 4,5,6 and 8개

다음 그림은 4가지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조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a) 4보기 모델의 조감도

(b) 5보기 모델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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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6보기 모델의 조감도

(d) 8보기 모델의 조감도

그림 3.18 4가지 자기부상 모델에 대한 상세도

(a) 수직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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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평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의 시간 이력

(d) 전류의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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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전압의 시간 이력

그림 3.19 200kn/h 주행시 4보기와 8보기 자기부상열차의 각 응답의 시간이력 비교

위의 보기 개수에 따른 자기부상열차의 시간이력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열차가 주행하

는 동안에 모든 응답들이 유사한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값만을 살펴본다면 수직

방향 부상공극, 수평 방향 부상공극, 전류의 경우에는 보기 개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모

습을 보이지만 차체 가속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기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더 큰 응답값

을 나타내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속도별 최대값을 나타낸 그래프가 아래에 제시되

었다. 마찬가지로 차체 가속도를 제외한 응답들은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8개의 보기를

장착한 자기부상열차의 가속도는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보기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

라 에너지 공급의 문제, 열차 속도의 증가, 감소하는 부상공극 등, 장점도 있지만 차체가

속도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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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방향 부상공극

(a) 수평방향 부상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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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직방향 차체 가속도

(d) 전류



- 44 -

(e) 전압

그림 3.20 속도별 보기의 개수에 따른 각 응답에 대한 최대값

(4). UTM01 제어기와 LQG제어기

이번 절에서는 UTM01 제어기뿐만 아니라 상태추정기법을 이용한 LQG제어기에 대한

응답을 연구하였다. 이론적인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여기서는 UTM01제어기

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LQG제어기를 적용하였을 때의 동적 응답값을 살펴보기로 하

겠다. 연구에서 제시된 LQG제어기의 제어게인(G)과 되먹임 행렬(L)은 여기에 제시된 자

기부상 모델에 특화시켜서 구한 값들이다. 여러 가지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최적, 최상의

응답값이 나오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이는 비현실적인 응답을 보일수도 있지만 UTM01제

어기와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더 발전된 제

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200km/h 주행 할 때의 시간이력과 속도에 따른 최대값을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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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속도 : 50 ~ 700km/h

▪ 조도 유무 : 수직방향, 수평방향

▪ 총 주행 거리 : 750m

▪ 시간 간격 : 0.001 초

▪ 해석 방법 : Backward-Euler method

▪ 보기 개수 : 4 개

(a) 수직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b) 수평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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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의 시간 이력

(d) 전류의 시간 이력

(e) 전압의 시간 이력

그림 3.21 200kn/h 주행시 UTM01 과 LQG제어기의 각 응답의 시간이력 비교



- 47 -

위의 제어기에 따른 자기부상열차의 시간이력을 살펴보면 그 응답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른 제어방식에 의한 다른 동적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대값에 있어서는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차체 가속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LQG

제어기의 경우가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력 결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속도에 따른 최대값의 결과가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 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

듯이 수평 방향 부상공극과 전압은 유사한 응답을 보이나 수직 방향 부상공극, 차체 가속

도, 전류의 경우에는 UTM01제어기와 다르게 LQG제어 방식에 있어서 속도에 따른 변화

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 제시된 LQG값은 본 모

델에 특화된 값들이며 이러한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현실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여

기에 제시된 LQG제어기는 자기부상열차의 제원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

며 불안정한 응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a) 수직 방향 부상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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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평 방향 부상공극

(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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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류

(d) 전압

그림 3.22 속도별 UTM01 과 LQG 제어기의 각 응답에 대한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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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변화에 의한 가이드웨이의 변형이 자기부상열차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절은 연세대학교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온도변화에 의해 변형된 가이드웨이가 자기

부상열차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온도에 의한 변형은 구조물에

있어서 중요한 변형 요인이며 가이드웨이의 변형에 대한 자기부상열차의 동적 거동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연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하여 온도 변형이 자기부상

열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세대학교에서 해석한 결과만

을 가지고 해석 프로그램에 대입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온도에 의한 변형을 조도

와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여 외력인 형태로 입력시켰다. 다음 그림은 각 가이드웨이의 변

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서대로 SB40(40m 가이드웨이의 단순보 2개를 이어서 80m

에 해당하는 온도 변형 형태), SB80(80m 가이드웨이의 단순보 1개의 온도 변형 형태),

CB80(40m 가이드웨이의 연속보 80m에 해당하는 온도 변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직방향(Z방향) 및 수평방향(Y방향) 온도 변형만을 고려하였으며 X방향(차랑 진행방향)

에 대한 변형은 무시하였다. 80m이후에는 평지 위를 주행하는 모습으로 온도에 의한 변

형은 0mm로 입력되었다.

(a) 수직 방향 온도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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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평 방향 온도 변형

그림 3.23 위치별 온도 변형의 크기

제시된 변형을 살펴보면 단순보 80m인 경우에 약 40mm로 가장 큰 변형을 나타내었으며

2경간 연속보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은 변형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된 변형을 해석 프로

그램에 입력하여 자기부상열차의 동적 거동을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200km/h 주행 할 때의 시간이력과 속도에 따른 최대값을 비교해 보았다.

▪ 차량 속도 : 50 ~ 700 km/h

▪ 조도 유무 : 무(온도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 총 주행 거리 : 180 m

▪ 시간 간격 : 0.001 초

▪ 해석 방법 : Backward-Euler method

▪ 보기 개수 : 4 개

(a) 수직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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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평 방향 부상공극의 시간 이력

(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의 시간 이력

(d) 전류의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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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전압의 시간 이력

그림 3.24 200kn/h 주행시 온도 변형 조건에 따른 각 응답의 시간이력 비교

위의 시간이력 그래프에서 우선 수직방향 부상공극을 살펴보면 최대값이 측정되는 구간

은 변형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 변형의 기울기가 가장 큰 곳에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조도와는 다르게 온도에 의한 변형은 부드러운 커브를 가지고 있어서 도

입부와 말단부를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

른 응답들(수평방향 부상공극, 전압, 전류)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SB80과

같이 변형이 클수록 큰 응답값을 보이고 있으나, 전압의 경우에는 CB80에서 가장 큰 값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입부나 말단부의 기울기가 가장 큰 경우, 즉 CB80에서 가장 큰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전압을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속도에 따른 최대값의 결과가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 있다. 앞선 200km/h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목할만한 점은 저속 주행할 때 수직방향 부상공극이나

전류가 오히려 단순보인 SB40에서 작은 응답값을 보이나 고속 주행할 때에는 연속보인

CB80에서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 주행시에는 단순

보에 의한 변형 형태보다는 연속보에 의한 변형 형태가 자기부상열차의 주행성에 더욱

좋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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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 방향 부상공극

(b) 수평 방향 부상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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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직 방향 차체 가속도

(d) 전류



- 56 -

(e) 전압

그림 3.25 속도별 온도 변형 조건에 따른 각 응답에 대한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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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결론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이론적인 모델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차체와 각 보기의 수직방향

(z방향) 자유도, 수평방향(y방향) 자유도 및 회전 자유도(Pitching, Yawing, Rolling)를 포

함한 총 25자유도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차량은 하나의 차체에

4개의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보기는 8개의 EMS와 4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고 4개

의 2차 현가장치로 차체와 연결되어 있다. 자기부상력은 능동 제어되는 Controller 시스템

을 도입하였고 안내력에 대한 부분은 능동 제어되는 안내력은 스프링 요소로 치환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차체와 각 보기의 운동 방정식은 차체와 보기를 분리시켜서 각각의

자유물체도로부터 동역학적 관점에서 운동 방정식을 도출하였으며, 조도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FRA에 적용하고 있는 궤도 불규칙성

에 대한 밀도 스펙트럼 함수를 이용하여 각 조도에 대한 크기를 생성하였다. 또한 제어

방식으로는 기존의 UTM01 제어방식과 이론적인 제어방식으로 LQG제어기를 새로이 제

시하였다. 기본적인 해석은 4보기 8EMS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해석 구간은 총 750m, 조

도 조건은 FRA Class6 기준을 사용하여 인공 생성된 조도를 사용하였으며, 차량 속도는

50km/h ~ 700km/h (50km/h 단위)로 실시하였으며, 보기의 개수를 변화 시키면서 동적

응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세대학교와의 연구협력을 통하여 온도 변화에 의해 발

생하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변형량을 해석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온도 변화가 자기부상

열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3차원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기존 2차원 모델 결과와 이번에 제

시한 3차원 자기부상 모델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 모델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

토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2차원 모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평방향 부상공극이 3차원

모델에서 측정할 수 있었고 차체 가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2차원

모델에서는 고려 할 수 없었던 롤링(rolling)이나 요잉(yawing)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되

어지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본적인 응답의 추세를 파악 하고자할 때에는 비교적 해석시

간이 짧은 2차원 해석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나 수평방향 부상공극 같은 3차원 모델에서만

측정되는 요인들을 알고자 할 때에는 3차원 해석을 실시하여야만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수평 방향 조도는 기존 2차원 모델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로써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건하에 수평 방향 조도의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 보

았다. 자기부상열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수평 뱡향 부상공극을 제외한 동적 응답이 일치함

을 보여주었고, 최대값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응답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된다. 하지만 수평 방향 조도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정리하자면 수평

방향 조도는 Z방향 부상공극, 차체 가속도, 전류, 전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횡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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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상공극에는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직방향 조

도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 조도 역시 엄격히 관리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UTM 자기부상 모델은 보기 4개를 기준으로 개발 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

부상열차의 속도나 EMS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고려하였을 때 보기의 개수

를 늘리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기의 개수에 따른 응답을 분석해 보았

다. 보기의 개수를 최고 8개까지 늘려서 해석을 해 보았으며, 해석 결과로부터 보기의 개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보기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에너지

공급의 문제, 열차 속도의 증가, 감소하는 부상공극 등, 장점도 있었지만 차체가속도의 측

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부상열차 모델링을 할

때에 불필요하게 보기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오히

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UTM01 제어기뿐만 아니라 상태추정기법을 이용한 LQG제어기에 대한 응답을 연구하

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LQG제어기의 제어게인(G)과 되먹임 행렬(L)은 이번 연구에 제시

된 자기부상 모델에 특화시켜서 구한 값들이다. 여러 가지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최적, 최

상의 응답값이 나오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이는 비현실적인 응답을 보일수도 있지만

UTM01제어기와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해석 결과로부터 최대값에 있어서

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차체 가속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LQG제

어기의 경우가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현실적인 응답일

수도 있지만 열차의 모델링에 특화시킨 제어알고리즘을 통하여 더욱 안정적인 제어가 가

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온도변화에 의해 변형된 가이드웨이가 자기부상열차

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해석한 결과만을 가지고 해석

프로그램에 대입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온도에 의한 변형을 조도와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여 외력인 형태로 입력시켰다. 해석결과로부터 자기부상열차가 저속 주행할 때 수

직방향 부상공극이나 전류가 오히려 단순보에 의한 변형 형태에서 작은 응답값을 보이나

고속 주행할 때에는 연속보에 의한 변형 형태가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고속 주행시에는 단순보에 의한 변형 형태 보다는 연속보에 의한 변형 형

태가 자기부상열차의 주행성에 더욱 좋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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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연구개발 수행 진도율 [11년도 과업기간 7개월 고려]

연구수행내용
추진일정(개월)

진도(%)
4 5 6 7 8 9 10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100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강체-스프링 모델 개발 100

합리적인 조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조도의 

영향을 반영한 해석툴 

확립

100

능동제어 모듈을 반영한 

해석툴 개발
100

궤도틀림을 반영한 

속도별 부상공극의 

변화 분석 및 해석

100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

이의 동적상호작용 해석
100

보고서 작성 100

총 진도율(%) 14 28 43 57 71 86 100 100

표 4.1 수행 진도율

      당초계획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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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표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수행방법

•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100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모델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를 하여 모델 개발

시 적정한 제원 값의 조사 및 관계식 정립.

•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강체-스프링 모델 개발
100

25자유도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운동방정식

을 유도하여 자기부상열차의 강체-스프링

모델 개발 완료하였다.

• 합리적인 조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조도의

영향을 반영한 해석툴 확립

100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조도에 대한 조사와

인공 생성 조도에 대한 조사 및 수평 방향

조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수식을 정립하여

해석툴에 적용하였다.

• 능동제어 모듈을 반영한

해석툴 개발
100

UTM01열차의 제어방식과 새로이 제시

된 LQG제어기를 자기부상열차의 각 EMS

에 부착한 방정식을 정립하여 MATLAB으

로 구현한 해석툴 개발.

• 궤도틀림을 반영한

속도별 부상공극의 변화

분석 및 해석

100

인공조도 생성(FRA Class6)을 통해 궤도

틀림을 반영하였고 속도를 500-700km/h

까지 50km/h간격으로 변화시키며 다양한

조건에서 해석을 실시 및 비교, 분석 하였

다.

•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동적상호작용 해석
100

각 물체의 운동방정식과 외력(조도, 온도,

등)항을 대입, 또한 능동제어 알고리즘을

적용, 자기부상열차의 주행 위치에 따른 해

석을 Matlab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개발.

표 4.2 연구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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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연구 성과의 활용방안

주행 중 차량의 부상 안정성 및 자기회로의 안정성, 그리고 차량의 승차감을 동시에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간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여 차량의 주

행성능 및 교량의 동적응답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교량의

동적해석을 설계기준화(ERRI, Euro code, UIC, CTRL 등)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이므로 자체 개발된 능동제어모듈을 포함한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의 동적상호작용 해

석을 실시함으로써 설계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다.

능동제어모듈 UTM01로 주행 가능한 한계속도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초고속으로 주행

가능한 제어모듈 개발 시에 해석툴의 약간의 수정으로 제어모듈을 반영해 차량의 주행성

능 및 가이드웨이와의 동적응답 예측이 가능하다.

나. 연구 성과의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개발된 해석기법은 3차원 자기부상열차의 주행성능 및 궤도틀림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2차원 해석보다는 해석시간이 길지만 수평방향 부상공극이나 수평방향 조도까

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이드웨이와 자기부상열차간의 동적 해석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요 설계인자들을 미리 파악하여 설계를 실시할 수 있

게 해줄 것이다. 또한 조도나 이번 연구에서의 성과 중 하나인 온도와 같은 외적인 요인

(외력)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다양한 모델링에 대한 해석 또한 가능하여 최적의

자기부상 모델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 경제적 측면

향후 국가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북미 시장을 중심

으로 시장점유를 확대할 수 있으며 철도 산업의 경우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생산

유발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툴로 하여금 타 국가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장

점과 이를 바탕으로 기술력 확보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요소에

대한 해석결과를 통하여 올바른 설계를 도모하여 공사비 절감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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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 및 수집한 기술정보

가. UTM01 차량의 제원

차체

질량() 18880 kg

질량관성 모멘트

 22364 kgm²

 141900 kgm²

 132800 kgm²

보기

질량 () 1015kg

질량관성

모멘트

 67.1 kgm²

 557.8 kgm²

 542.8 kgm²

2차 현가장치

 1.5×104 N/m

 1.5×104 N/m

 2×104 N/m

 1.6×103 N/m

 1.6×103 N/m

 1.3×103 N/m

EMS

(공통) 4πx10-7

(공통) 400 turn

 0.036 m²

R 0.6 Ω

표 6.1 해석 모델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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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델링별 보기, EMS 및 공기스프링 위치

차체 중심에서

보기까지의 거리

4보기 모델

 

 

 

 

5보기 모델

 

 

 

 

 

6보기 모델

 

 

 

 

 

 

8보기 모델

 

 

 

 

 

 

 

 

보기 중심에서 x 방향

공기스프링까지의 거리

4보기 모델
  

  

5보기 모델
  

  

6보기 모델
  

  

8보기 모델
  

  

보기 중심에서 y 방향

공기스프링까지의 거리
공통

  

  

표 6.2 모델링별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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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중심에서 x 방향

EMS까지의 거리

4보기 모델

 

 

 

 

 

 

 

 

5보기 모델

 

 

 

 

 

 

 

 

6보기 모델

 

 

 

 

 

 

 

 

8보기 모델

 

 

 

 

 

 

 

 

보기 중심에서 y 방향

EMS까지의 거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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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중심에서 x 방향

Sensor까지의 거리

4보기 모델

 

 

 

 

5보기 모델

 

 

 

 

6보기 모델

 

 

 

 

8보기 모델

 

 

 

 

보기 중심에서 y 방향

Sensor까지의 거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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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OTATION

: 자석 면적

 : 차체중심에서 j번째 보기까지 x 방향 거리

 : 차체중심에서 j번째 보기까지 y 방향 거리

 : 보기중심에서 i번째 2차 현가장치까지 x 방향 거리

 : 보기중심에서 i번째 2차 현가장치까지 x 방향 거리

 : 2차 현가장치의 x 방향 댐핑 계수

 : 2차 현가장치의 y 방향 댐핑 계수

 : 2차 현가장치의 z 방향 댐핑 계수

 : 보기중심에서 k번째 EMS까지 x 방향 거리

 : 보기중심에서 k번째 EMS까지 y 방향 거리

 : j번째 보기의 k번째 EMS 위치에서 y방향 자기부상력

 : j번째 보기의 k번째 EMS 위치에서 z방향 자기부상력

 : j번째 보기의 i번째 2차 현가장치 위치에서 발생하는 x방향 힘

 : j번째 보기의 i번째 2차 현가장치 위치에서 발생하는 y방향 힘

 : j번째 보기의 i번째 2차 현가장치 위치에서 발생하는 z방향 힘

 : 정적 평형상태에서의 자기부상력

 : 시간 t에서의 자기부상력

 : 변동 자기부상력

 : 보기 중심에서 2차 현가장치까지의 z방향 거리

 : 차체 중심에서 2차 현가장치까지의 z방향 거리

 : j번째 보기의 롤링(rolling)에 대한, x축이 주축인 질량회전관성 모멘트

 : j번째 보기의 피칭(pitching)에 대한, y축이 주축인 질량회전관성 모멘트

 : j번째 보기의 요잉(yawing)에 대한, z축이 주축인 질량회전관성 모멘트

 : 차체의 롤링(rolling)에 대한, x축이 주축인 질량회전관성 모멘트

 : 차체의 피칭(pitching)에 대한, y축이 주축인 질량회전관성 모멘트

 : 차체의 요잉(yawing)에 대한, z축이 주축인 질량회전관성 모멘트

 : 초기 입력전류

 : 입력전류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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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t에서의 입력전류

 : j번째 보기의 k번째 EMS에서의 변동전류

  : 전류와 공극에 비례하는 등가강성

 : 2차 현가장치까지의 x 방향 스프링계수

 : 2차 현가장치까지의 y 방향 스프링계수

 : 2차 현가장치까지의 z 방향 스프링계수

 : 보기의 무게

 : 차체의 무게

 : 코일의 감긴 횟수

 : 자석의 릴럭턴스

 : 보기 중심에서 s번째 센서까지 x 방향 거리

 : 보기 중심에서 s번째 센서까지 y 방향 거리

 : 초기 입력전압

 : 전압의 변화량

 : 시간t에서의 입력전압

 : j번째 보기의 s번째 센서에서의 제어전압

 : j번째 보기의 k번째 위치의 좌표

 : j번째 보기의 y방향 부상공극

 : j번째 보기의 k번째 EMS 위치에서의 y방향 부상공극

 : 차체의 y방향 부상공극

 : j번째 보기의 k번째 EMS 위치에서의 y방향 조도의 크기

 : j번째 보기의 수직 부상공극

 : j번째 보기의 연직 가속도

 : 차체의 수직 부상공극

 : 차체의 연직 가속도

 : 정적 평형 상태의 부상공극

 : 부상공극의 변화량

 : 시간t에서의 부상공극

 : 가이드웨이와 보기사이의 상대 부상공극

 : 가이드웨이와 j번째 보기의 s번째 센서 위치에서의 상대 부상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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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도 크기

 : j번째 보기의 k번째 EMS에서의 조도크기

 : j번째 보기의 s번째 센서에서의 조도크기

 : j번째 보기의 i번째 2차 현가장치에서 차체와 보기의 상대 변위

 : j번째 보기의 i번째 2차 현가장치에서 차체와 보기의 상대 속도

 : j번째 보기의 롤링(rolling)에 대한, x축이 주축인 회전각

 : j번째 보기의 피칭(pitching)에 대한, y축이 주축인 회전각

 : j번째 보기의 요잉(yawing)에 대한, z축이 주축인 회전각

  : j번째 보기의 롤링(rolling)에 대한, x축이 주축인 회전가속도

  : j번째 보기의 피칭(pitching)에 대한, y축이 주축인 회전가속도

  : j번째 보기의 요잉(yawing)에 대한, z축이 주축인 회전가속도

 : 차체의 롤링(rolling)에 대한, x축이 주축인 회전각

 : 차체의 피칭(pitching)에 대한, y축이 주축인 회전각

 : 차체의 요잉(yawing)에 대한, z축이 주축인 회전각

  : 차체의 롤링(rolling)에 대한, x축이 주축인 회전가속도

  : 차체의 피칭(pitching)에 대한, y축이 주축인 회전가속도

  : 차체의 요잉(yawing)에 대한, z축이 주축인 회전가속도

 : 진공에서 투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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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석 프로그램 소스 코드

clear
clc
tic
toc
vv=300;%차량속도(km/h)
vel=vv/3.6;%차량속도

xStart = -10;%차량 시점(제 1차량 질량중심점)
xRun = 750;%차량 종점(제 1차량 질량중심점)
dt=0.001;%해석 시간간격(sec)
GC=0;%교량 상호작용 여부

GR=1;%레일조도 z방향고려 여부

GWV=0;%차량윈드 고려여부

GRY=0;%레일조도 Y방향 고려 여부

GT=0; %온도고려 여부

 
roughfileL='FRA_super_clas6L(1000).txt'
roughfileR='FRA_super_clas6R(0).txt'
roughfileYL='FRA_gauge_clas6L(100).txt'
roughfileYR='FRA_gauge_clas6R(10).txt'
 
 
% 풍하중

Ubar = 20; %평균풍속

rho = 1.1225; % (kg/m^3) 공기밀도

wXfile = ['w' num2str(Ubar) 'x.txt'];
wYfile = ['w' num2str(Ubar) 'y.txt'];
% wZfile = ['w' num2str(Ubar) 'z.txt'];
 
wXload = load(wXfile);
wYload = load(wYfile);
% wZ = load(wZfile);%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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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 wYload(:,1);
wX = wXload(:,1)-50;
wY = Ubar+wYload(:,2: length(wX)+1);
 
 
 
 
%%%메인데이타[N,m,sec 단위] >> 차량

nVeh=1;%차량편성수

nBogi=4;%보기갯수

nEms=8;%각보기당 EMS갯수

nSens=4;%각보기당 센서갯수

 
 
mb  = 1015;%보기 질량

mc  = 11000+7880;
Icy = 141900;%캐빈회전관성

Icx = 22364;
Icz = 132800;
Iby = 577.8;%보기회전관성

Ibx = 67.1;
Ibz = 542.8;
 
Dbvc=  12.103; %차량중심간거리

 
NDC = 5; % Number of Degrees of Cabin
NDB = 5; % Number of Degree of Bogie
NDX = 9; % Number of Degree of X(추정벡터)
 
%%%부행렬크기

 
nV = (NDC+NDB*nBogi)*2;
nI = nSens*nBogi;
nX = nI*N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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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V = nV+nI+nX;%차량자유도

%%%부행렬크기_끝

 
 
%EMS 현가강성계산_끝

Mg=(mb*nBogi+mc)*9.81;
c0 = 0.008;%0.01;                  % nominal air gap
i0 = 24;%20;                    % nominal current
u0 = 4e-7*pi;               % permeability
N_turn = 400;%660;
A_magnet = 0.036;%0.04
R0 = 0.6;%1.6;
Fm0 = Mg/(nBogi*nEms);
wm = 0.03;%%
ksh = Fm0*2/pi/wm;
L0 = u0 * N_turn^2 * A_magnet / (2*c0);
ki = u0 * N_turn^2 * A_magnet * i0 / (2*c0^2);
kc = u0 * N_turn^2 * A_magnet * i0^2 / (2*c0^3);
 
 
% 차량 높이제원 자기부상열차 길이제원 : 12.0(L)*2.7(w)*3.475(H)
LOC = 12.0; %Lenght of Car
HOC = 3.475; %Height of Car
WOC = 2.7; %Width of Car
AOC = LOC*HOC; %Area of Car = Length of Car * Height of Car
 
Hc=1.36;  %캐빈 질량중심점으로부터 Airspring까지의 높이

Hb=0.071; %보기 질량중심점으로부터 Airspring까지의 높이

Hg=1.0;
 
kx=15000; %Air-spring X-dir. stiffness
ky=15000; %Air-spring X-dir. stiffness
kz=20000; %Air-spring X-dir. stiffness
% kz=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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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1600; %Air-spring X-dir. damping
cy=1600; %Air-spring X-dir. damping
cz=1300; %Air-spring X-dir. damping
% cz=52000;
 
 
dVc(1) = 0;
for v=2:nVeh
    dVc(v) = dVc(v-1) - Dbvc; % 각 차량 질량중심점의 위치

end
 
LLax = 1.08;
LLay = 0.925;
LLsx = 0.71;
LLsy = 0.925;
LLems = 0.295;
LLey =  0.5;
 
%  Bogi
Lbx(1) =  4.05; %(캐빈의 질량중심점으로부터 제1 보기의 질량중심점까지의 x방향 거리)
Lbx(2) =  1.35; %(캐빈의 질량중심점으로부터 제2 보기의 질량중심점까지의 x방향 거리)
Lbx(3) = -1.35; %(캐빈의 질량중심점으로부터 제3 보기의 질량중심점까지의 x방향 거리)
Lbx(4) = -4.05; %(캐빈의 질량중심점으로부터 제4 보기의 질량중심점까지의 x방향 거리)
 
Lby(1) =  0; %(캐빈의 질량중심점으로부터 제1 보기의 질량중심점까지의 x방향 거리)
Lby(2) =  0; %(캐빈의 질량중심점으로부터 제2 보기의 질량중심점까지의 x방향 거리)
Lby(3) =  0; %(캐빈의 질량중심점으로부터 제3 보기의 질량중심점까지의 x방향 거리)
Lby(4) =  0; %(캐빈의 질량중심점으로부터 제4 보기의 질량중심점까지의 x방향 거리)
 
 
 
% nSpring
Lax(1) =  LLax; %1번째 스프링의 x방향 위치

Lax(2) =  LLax; %2번째 스프링의 x방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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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3) = -LLax; %3번째 스프링의 x방향 위치

Lax(4) = -LLax; %4번째 스프링의 x방향 위치

 
Lay(1) =  LLay; %1번째 스프링의 y방향 위치

Lay(2) = -LLay; %2번째 스프링의 y방향 위치

Lay(3) =  LLay; %3번째 스프링의 y방향 위치

Lay(4) = -LLay; %4번째 스프링의 y방향 위치

 
% Sensor
Lsx(1) =  LLsx;
Lsx(2) =  LLsx;
Lsx(3) = -LLsx;
Lsx(4) = -LLsx;
 
Lsy(1) =  LLsy;
Lsy(2) = -LLsy;
Lsy(3) =  LLsy;
Lsy(4) = -LLsy;
 
% Ems
 
Lex(1) = Lsx(1) + LLems;
Lex(2) = Lsx(1) - LLems;
Lex(3) = Lsx(2) + LLems;
Lex(4) = Lsx(2) - LLems;
Lex(5) = Lsx(3) + LLems;
Lex(6) = Lsx(3) - LLems;
Lex(7) = Lsx(4) + LLems;
Lex(8) = Lsx(4) - LLems;
 
Ley(1) =  LLey;
Ley(2) =  LLey;
Ley(3) = -LLey;
Ley(4) = -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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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5) =  LLey;
Ley(6) =  LLey;
Ley(7) = -LLey;
Ley(8) = -LLey;
 
% UTM01 제어기 제원 

    k1 = 33;
    k2 = 495;
    k3 = 0;
    k4 = 26400;
    k5 = 49500;
    T1 = 0.22;
    T2 = 0.011;
    T3 = 0.3439;
    T4 = 0.000242;
    T5 = 0.022;
    V1 = 1.43;
    V2 = 1.1;
    V3 = 0.22;    
 
T11 = 0; T12 = 1/T3; T13 = 0; T14 = -1/T3; T15 = 0;
T21 = -1/T1; T22 = -V1/T3; T23 = 0; T24 = V1/T1; T25 = 0;
T31 = 0; T32 = 1/T2; T33 = -V2/T2; T34 = 0; T35 = V2/T2;
T41 = 0; T42 = 0; T43 = 0; T44 = -V3/T4; T45 = -1/T4;
T51 = 0; T52 = 0; T53 = 0; T54 = 1/T5; T55 = 0;
 
U11 = 0; U12 = 0;
U21 = 1/T1; U22 = 0;
U31 = 0; U32 = 0;
U41 = 0; U42 = 1/T4;
U51 = 0; U52 = 0;
 
G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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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 = 1;
 
V11 = -1; V12 = -V1; V13 = 0; V14 = V1; V15 = 0;
V21 = 0; V22 = 1; V23 = 0; V24 = 0; V25 = 0;
V31 = 0; V32 = 0.43; V33 = 1; V34 = 0; V35 = 0;
V41 = 0; V42 = 0; V43 = 0; V44 = 1; V45 = 0;
V51 = 0; V52 = 0; V53 = 0; V54 = 0; V55 = 1;
 
W11 = 1; W12 = 0;
W21 = 0; W22 = 0;
W31 = 0; W32 = 0;
W41 = 0; W42 = 0;
W51 = 0; W52 = 0;
 
Q11 = 1;
Q21 = 1;
 
Vmat = [V11 V12 V13 V14 V15;V21 V22 V23 V24 V25;V31 V32 V33 V34 V35;V41 V42 
V43 V44 V45;V51 V52 V53 V54 V55];
Wmat = [W11 W12;W21 W22;W31 W32;W41 W42;W51 W52];
% UTM01 제어기 제원끝 
 
% 조도 샘플링

fprintf('\n%레일 왼쪽 Z방향 조도를 샘플링합니다.\n');
DrrL=load(roughfileL);
rxL = DrrL(:,1);
rrL = DrrL(:,2);
 
rxL=vertcat(rxL-rxL(length(rxL)),rxL+abs(rxL(2)-rxL(1)));
rrL=vertcat(rrL,rrL);
 
[rf0L,rf1L]=FDM(vel,rxL,rrL,rxL);
[rf1L,rf2L]=FDM(vel,rxL,rf1L,r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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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L = rf0L*GR;
F1L = rf1L*GR;
F2L = rf2L*GR;           % force vector (= 조도가속도 + 교량가속도)
 
 
fprintf('\n%레일 오른쪽 Z방향 조도를 샘플링합니다.\n');
DrrR=load(roughfileR);
rxR = DrrR(:,1);
rrR = DrrR(:,2);
 
rxR=vertcat(rxR-rxR(length(rxR)),rxR+abs(rxR(2)-rxR(1)));
rrR=vertcat(rrR,rrR);
 
[rf0R,rf1R]=FDM(vel,rxR,rrR,rxR);
[rf1R,rf2R]=FDM(vel,rxR,rf1R,rxR);
 
 
F0R = rf0R*GR;
F1R = rf1R*GR;
F2R = rf2R*GR;           % force vector (= 조도가속도 + 교량가속도)
 
fprintf('\n%레일 왼쪽 Y방향 조도를 샘플링합니다.\n');
DrrYL=load(roughfileYL);
rxYL = DrrYL(:,1);
rrYL = DrrYL(:,2);
 
rxYL=vertcat(rxYL-rxYL(length(rxYL)),rxYL+abs(rxYL(2)-rxYL(1)));
rrYL=vertcat(rrYL,rrYL);
 
[rf0YL,rf1YL]=FDM(vel,rxYL,rrYL,rxYL);
[rf1YL,rf2YL]=FDM(vel,rxYL,rf1YL,rxYL);
 
 
F0YL = rf0YL*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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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YL = rf1YL*GRY;
F2YL = rf2YL*GRY;           % force vector (= 조도가속도 + 교량가속도)
 
 
fprintf('\n%레일 오른쪽 Y방향 조도를 샘플링합니다.\n');
DrrYR=load(roughfileYR);
rxYR = DrrYR(:,1);
rrYR = DrrYR(:,2);
 
rxYR=vertcat(rxYR-rxYR(length(rxYR)),rxYR+abs(rxYR(2)-rxYR(1)));
rrYR=vertcat(rrYR,rrYR);
 
[rf0YR,rf1YR]=FDM(vel,rxYR,rrYR,rxYR);
[rf1YR,rf2YR]=FDM(vel,rxYR,rf1YR,rxYR);
 
 
F0YR = rf0YR*GRY;
F1YR = rf1YR*GRY;
F2YR = rf2YR*GRY;           % force vector (= 조도가속도 + 교량가속도)
% 조도 샘플링 끝

%%% 온도 변화에 따른 가이드웨이의 변화 입력

 
fprintf('\n%레일 왼쪽 Z방향 온도변화 샘플링합니다.\n');
TempL=xlsread('CB80tempzL.xlsx');
TxL = TempL(:,1);
TtL = TempL(:,2);
 
TxL=vertcat(TxL-TxL(length(TxL)),TxL+abs(TxL(2)-TxL(1)));
TtL=vertcat(TtL,TtL(2:length(TtL)),0);
 
Tf1L=FVM(TxL,TtL);
Tf2L=FVM(TxL,Tf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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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0L = TtL*GT;
Ft1L = Tf1L*GT;
Ft2L = Tf2L*GT;          
 
 
fprintf('\n%레일 오른쪽 Z방향 온도변화 샘플링합니다.\n');
TempR=xlsread('CB80tempzL.xlsx');
TxR = TempR(:,1);
TtR = TempR(:,2);
 
TxR=vertcat(TxR-TxR(length(TxR)),TxR+abs(TxR(2)-TxR(1)));
TtR=vertcat(TtR,TtR(2:length(TtR)),0);
 
Tf1R=FVM(TxR,TtR);
Tf2R=FVM(TxR,Tf1R);
 
Ft0R = TtR*GT;
Ft1R = Tf1R*GT;
Ft2R = Tf2R*GT;           
 
fprintf('\n%레일 왼쪽 Y방향 온도변화 샘플링합니다.\n');
TempLy = xlsread('CB80tempyL.xlsx');
TxLy = TempLy(:,1);
TtLy = TempLy(:,2);
 
TxLy=vertcat(TxLy-TxLy(length(TxLy)),TxLy+abs(TxLy(2)-TxLy(1)));
TtLy=vertcat(TtLy,TtLy(2:length(TtLy)),0);
 
Tf1Ly=FVM(TxLy,TtLy);
Tf2Ly=FVM(TxLy,Tf1Ly);
 
Ft0Ly = TtLy*GT;
Ft1Ly = Tf1Ly*GT;
Ft2Ly = Tf2Ly*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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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intf('\n%레일 오른쪽 Y방향 온도변화 샘플링합니다.\n');
TempRy = xlsread('CB80tempyL.xlsx');
TxRy = TempRy(:,1);
TtRy = TempRy(:,2);
 
TxRy=vertcat(TxRy-TxRy(length(TxRy)),TxRy+abs(TxRy(2)-TxRy(1)));
TtRy=vertcat(TtRy,TtRy(2:length(TtRy)),0);
 
Tf1Ry=FVM(TxRy,TtRy);
Tf2Ry=FVM(TxRy,Tf1Ry);
 
Ft0Ry = TtRy*GT;
Ft1Ry = Tf1Ry*GT;
Ft2Ry = Tf2Ry*GT;          
 
% % 온도변화 입력 끝 % %
 
for v=1:nVeh
    XV0{v}=zeros(nVV,1);
    XV1{v}=zeros(nVV,1);
end
 
 
%
%%%차량행렬 시작

vv = zeros(nV,nV);
vi = zeros(nV,nI);
vx = zeros(nV,nX);
iv = zeros(nI,nV);
ii = zeros(nI,nI);
ix = zeros(nI,nX);
xv = zeros(nX,nV);
xi = zeros(nX,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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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zeros(nX,nX);
 
 
% % % 부행렬 서브루틴 부름

vv_3D%check
vi_3D
vx_3D
iv_3D%check
ii_3D
ix_3D
xv_3D%check
xi_3D
xx_3D
VV=[vv vi vx;
    iv ii ix;
    xv xi xx;];
%%%차량행렬_끝

 
Ndata = (xRun-xStart)/vel/dt+1;% +1은 뭘까? > 그냥 하나 더 추가했음

t = 0:dt:((Ndata)*dt);
x = t*vel;
 

%%% 조도 및 온도변화 위치별 정리

disp('% 노면조도 Z방향 위치별로 정리(각각 보기중앙아래, 센서아래, EMS아래)')
for v=1:nVeh
    xVc{v} = x+xStart+dVc(v);
    for j=1:nBogi
        xbb{v,j} = xVc{v} + Lbx(j);
        for s=1:nSens
            switch s
                case {1,3}
                    rx=rxR;
                    F0=F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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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F1R;
                    F2=F2R;
                    xs{v,j,s} = xVc{v}+Lbx(j)+Lsx(s);
                    Zrs0(:,v,j,s) = interp1(rx,F0,xs{v,j,s}(:),'spline');
                    Zrs1(:,v,j,s) = interp1(rx,F1,xs{v,j,s}(:),'spline');
                case {2,4}
                    rx=rxL;
                    F0=F0L;
                    F1=F1L;
                    F2=F2L;
                    xs{v,j,s} = xVc{v}+Lbx(j)+Lsx(s);
                    Zrs0(:,v,j,s) = interp1(rx,F0,xs{v,j,s}(:),'spline');
                    Zrs1(:,v,j,s) = interp1(rx,F1,xs{v,j,s}(:),'spline');
            end
        end
        
        for e=1:nEms
            switch e
                case {1,2,5,6}
                    rx=rxR;
                    F0=F0R;
                    F1=F1R;
                    F2=F2R;
                    xe{v,j,e} = xVc{v}+Lbx(j)+Lex(e);%EMS의 현재시간에서의 위치

                    Zre0(:,v,j,e) = interp1(rx,F0,xe{v,j,e}(:) ,'spline');
                case {3,4,7,8}
                    rx=rxL;
                    F0=F0L;
                    F1=F1L;
                    F2=F2L;
                    xe{v,j,e} = xVc{v}+Lbx(j)+Lex(e);%EMS의 현재시간에서의 위치

                    Zre0(:,v,j,e) = interp1(rx,F0,xe{v,j,e}(:) ,'spline');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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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end
 
disp('% 노면조도 Y방향 위치별로 정리(각각 보기중앙아래, 센서아래, EMS아래)')
for v=1:nVeh
    xVc{v} = x+xStart+dVc(v);
    for j=1:nBogi
        xbb{v,j} = xVc{v} + Lbx(j);
        for s=1:nSens
            switch s
                case {1,3}
                    rYx=rxYR;
                    F0Y=F0YR;
                    F1Y=F1YR;
                    F2Y=F2YR;
                    xs{v,j,s} = xVc{v}+Lbx(j)+Lsx(s);
                    yrs0(:,v,j,s) = interp1(rYx,F0Y,xs{v,j,s}(:),'spline');
                    yrs1(:,v,j,s) = interp1(rYx,F1Y,xs{v,j,s}(:),'spline');
                case {2,4}
                    rYx=rxYL;
                    F0Y=F0YL;
                    F1Y=F1YL;
                    F2Y=F2YL;
                    xs{v,j,s} = xVc{v}+Lbx(j)+Lsx(s);
                    yrs0(:,v,j,s) = interp1(rYx,F0Y,xs{v,j,s}(:),'spline');
                    yrs1(:,v,j,s) = interp1(rYx,F1Y,xs{v,j,s}(:),'spline');
            end
        end
        
        for e=1:nEms
            switch e
                case {1,2,5,6}
                    rYx=rxYR;
                    F0Y=F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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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Y=F1YR;
                    F2Y=F2YR;
                    xe{v,j,e} = xVc{v}+Lbx(j)+Lex(e);%EMS의 현재시간에서의 위치

                    yre0(:,v,j,e) = interp1(rYx,F0Y,xe{v,j,e}(:) ,'spline');
                case {3,4,7,8}
                    rYx=rxYL;
                    F0Y=F0YL;
                    F1Y=F1YL;
                    F2Y=F2YL;
                    xe{v,j,e} = xVc{v}+Lbx(j)+Lex(e);%EMS의 현재시간에서의 위치

                    yre0(:,v,j,e) = interp1(rYx,F0Y,xe{v,j,e}(:) ,'spline');
            end
        end
    end
end
 
% % 온도 변화 정리

 
disp('% 온도변화 Z방향 위치별로 정리(각각 보기중앙아래, 센서아래, EMS아래)')
for v=1:nVeh
    xVc{v} = x+xStart+dVc(v);
    for j=1:nBogi
        xbb{v,j} = xVc{v} + Lbx(j);
        for s=1:nSens
            switch s
                case {1,3}
                    tx=TxR;
                    F0=Ft0R;
                    F1=Ft1R;
                    F2=Ft2R;
                    xs{v,j,s} = xVc{v}+Lbx(j)+Lsx(s);
 
                    Zts0(:,v,j,s) = interp1(tx,F0,xs{v,j,s}(:),'spline');
                    Zts1(:,v,j,s) = interp1(tx,F1,xs{v,j,s}(:),'s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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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4}
                    tx=TxL;
                    F0=Ft0L;
                    F1=Ft1L;
                    F2=Ft2L;
                    xs{v,j,s} = xVc{v}+Lbx(j)+Lsx(s);
 
                    Zts0(:,v,j,s) = interp1(tx,F0,xs{v,j,s}(:),'spline');
                    Zts1(:,v,j,s) = interp1(tx,F1,xs{v,j,s}(:),'spline');
 
            end
        end
        
        for e=1:nEms
            switch e
                case {1,2,5,6}
                    tx=TxR;
                    F0=Ft0R;
                    F1=Ft1R;
                    F2=Ft2R;
                    xe{v,j,e} = xVc{v}+Lbx(j)+Lex(e);%EMS의 현재시간에서의 위치

 
                    Zte0(:,v,j,e) = interp1(tx,F0,xe{v,j,e}(:) ,'spline');
 
                case {3,4,7,8}
                    tx=TxL;
                    F0=Ft0L;
                    F1=Ft1L;
                    F2=Ft2L;
                    xe{v,j,e} = xVc{v}+Lbx(j)+Lex(e);%EMS의 현재시간에서의 위치

 
                    Zte0(:,v,j,e) = interp1(tx,F0,xe{v,j,e}(:) ,'s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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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end
    end
end
 
disp('% 온도변화 Y방향 위치별로 정리(각각 보기중앙아래, 센서아래, EMS아래)')
for v=1:nVeh
    xVc{v} = x+xStart+dVc(v);
    for j=1:nBogi
        xbb{v,j} = xVc{v} + Lbx(j);
        for s=1:nSens
            switch s
                case {1,3}
                    tYx=TxRy;
                    F0Y=Ft0Ry;
                    F1Y=Ft1Ry;
                    F2Y=Ft2Ry;
                    xs{v,j,s} = xVc{v}+Lbx(j)+Lsx(s);
 
                    yts0(:,v,j,s) = interp1(tYx,F0Y,xs{v,j,s}(:),'spline');
                    yts1(:,v,j,s) = interp1(tYx,F1Y,xs{v,j,s}(:),'spline');
 
                case {2,4}
                    tYx=TxLy;
                    F0Y=Ft0Ly;
                    F1Y=Ft1Ly;
                    F2Y=Ft2Ly;
                    xs{v,j,s} = xVc{v}+Lbx(j)+Lsx(s);
 
                    yts0(:,v,j,s) = interp1(tYx,F0Y,xs{v,j,s}(:),'spline');
                    yts1(:,v,j,s) = interp1(tYx,F1Y,xs{v,j,s}(:),'spline');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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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1:nEms
            switch e
                case {1,2,5,6}
                    tYx=TxRy;
                    F0Y=Ft0Ry;
                    F1Y=Ft1Ry;
                    F2Y=Ft2Ry;
                    xe{v,j,e} = xVc{v}+Lbx(j)+Lex(e);%EMS의 현재시간에서의 위치

 
                    yte0(:,v,j,e) = interp1(tYx,F0Y,xe{v,j,e}(:) ,'spline');
 
                case {3,4,7,8}
                    tYx=TxLy;
                    F0Y=Ft0Ly;
                    F1Y=Ft1Ly;
                    F2Y=Ft2Ly;
                    xe{v,j,e} = xVc{v}+Lbx(j)+Lex(e);%EMS의 현재시간에서의 위치

 
                    yte0(:,v,j,e) = interp1(tYx,F0Y,xe{v,j,e}(:) ,'spline');
       
            end
        end
    end
end
 
%%% 조도 및 온도변화 위치별 정리

 
disp('main loop...');
iit=0;
% for t=0:dt:1000
for iit=1:Ndata
  
    %%%차량에 가해지는 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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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v=1:nVeh
        
        if GWV==1
            %풍하중 계산

            nowTime = iit*dt;
            Ut = interp2(wX,wT,wY,xVc{v}(iit),nowTime,'spline');     %ZI = 
interp2(X,Y,Z,XI,YI)        %미리 만들어 뒀음..Ut = Ubar+ut;
            
            VR = (Ut^2+vel^2)^0.5;
            Psi=atan(Ut/vel);
            
            CS = -8*10^-5*Psi^2+0.0174*Psi-0.0507;
            CL=-5*10^-5*Psi^2+0.0115*Psi-0.0462;
            CRM=-4*10^-5*Psi^2+0.0092*Psi-0.0192;
            CYM=7*10^-6*Psi^3-0.0009*Psi^2+0.0284*Psi-0.0061;
            
            
            % 차량 풍하중

            fv1= 0.5*rho*(VR^2)*CS*AOC; %측력

            fv2=0.5*rho*(VR^2)*CL*AOC; %양력

            fv3= 0.5*rho*(VR^2)*CRM*AOC*HOC; %롤링모멘트

            fv4=0.5*rho*(VR^2)*CYM*AOC*HOC; %요잉모멘트

        else
            fv1=0;
            fv2=0;
            fv3=0;
            fv4=0;
        end
        
        FvwD(v,iit) = fv1;
        FvwL(v,iit) = fv2;
        Mvwx(v,iit) = fv3;
        Mvwz(v,iit) = f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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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v-1)*nVV+1;
        r2= v*nVV;
        QQ(r1:r2,r1:r2) = VV;
        fv{v} = zeros(nVV,1);
        fv_3D
    end
    %%%차량에 가해지는 힘 부분_끝

   
    %전체 시스템행렬구성

 
    FV=zeros(nVV*nVeh,1);
    X0=zeros(nVeh*nVV,1);
    k=0;
   
    for v=1:nVeh
        r1=(v-1)*nVV+1;
        r2=v*nVV;
        FV(r1:r2) = fv{v};
        X0(r1:r2,1) = XV0{v};
    end
    
    %%%메인루프 준비

    nEqs = nVeh*nVV;%전체 시스템 자유도수

    %%%메인루프 준비_끝

       
    matF=[FV];
    matA=[QQ];
    %전체 시스템행렬구성_끝

    
    %SOLVER:FDM(Finite Difference Method) - backward 기법

        X0 = (inv(eye(nEqs)-dt*matA)*(dt*matF+X0));
    %SOLVER:FDM(Finite Difference Method) - backward 기법_끝

    
    X1= matA*X0+m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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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벡터 UPDATE
    k=0;
  
    for v=1:nVeh
        r1=(v-1)*nVV+1;
        r2=v*nVV;
        XV0{v}=X0(r1:r2,1);
        XV1{v}=X1(r1:r2,1);
    end
    
    kk=0;
    
    for v=1:nVeh
%         xc0(iit,v) = XV0{v}(nV/2+1);
        yc0(iit,v) = XV0{v}(nV/2+1);
        zc0(iit,v) = XV0{v}(nV/2+2);
        Rxc0(iit,v) =  XV0{v}(nV/2+3);
        Ryc0(iit,v) =  XV0{v}(nV/2+4);
        Ryc0(iit,v) =  XV0{v}(nV/2+5);
        
%         xc1(iit,v) = XV1{v}(1);
        yc1(iit,v) = XV1{v}(1);
        zc1(iit,v) = XV1{v}(2);
        Rxc1(iit,v) =  XV1{v}(3);
        Ryc1(iit,v) =  XV1{v}(4);
        Ryc1(iit,v) =  XV1{v}(5);
        
%         xc2(iit,v) = XV1{v}(nV/2+1);
        yc2(iit,v) = XV1{v}(nV/2+1);
        zc2(iit,v) = XV1{v}(nV/2+2);
        Rxc2(iit,v) =  XV1{v}(nV/2+3);
        Ryc2(iit,v) =  XV1{v}(nV/2+4);
        Ryc2(iit,v) =  XV1{v}(n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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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j=1:nBogi    % NDC = 6; % Number of Degrees of Cabin // NDB = 6; % 
Number of Degree of Bogie
%             xb0{v,j}(iit) = XV0{v}(NDC+(j-1)*NDB+1);
            yb0{v,j}(iit) = XV0{v}(NDC+(j-1)*NDB+1);
            zb0{v,j}(iit) = XV0{v}(NDC+(j-1)*NDB+2);
            Rxb0{v,j}(iit) = XV0{v}(NDC+(j-1)*NDB+3);
            Ryb0{v,j}(iit) = XV0{v}(NDC+(j-1)*NDB+4);
            Rzb0{v,j}(iit) = XV0{v}(NDC+(j-1)*NDB+5);
            
%             xb1{v,j}(iit) = XV1{v}(NDC+(j-1)*NDB+1);
            yb1{v,j}(iit) = XV1{v}(NDC+(j-1)*NDB+1);
            zb1{v,j}(iit) = XV1{v}(NDC+(j-1)*NDB+2);
            Rxb1{v,j}(iit) = XV1{v}(NDC+(j-1)*NDB+3);
            Ryb1{v,j}(iit) = XV1{v}(NDC+(j-1)*NDB+4);
            Rzb1{v,j}(iit) = XV1{v}(NDC+(j-1)*NDB+5);
            
%             xb2{v,j}(iit) = XV1{v}(nV/2+NDC+(j-1)*NDB+1);
            yb2{v,j}(iit) = XV1{v}(nV/2+NDC+(j-1)*NDB+1);
            zb2{v,j}(iit) = XV1{v}(nV/2+NDC+(j-1)*NDB+2);
            Rxb2{v,j}(iit) = XV1{v}(nV/2+NDC+(j-1)*NDB+3);
            Ryb2{v,j}(iit) = XV1{v}(nV/2+NDC+(j-1)*NDB+4);
            Rzb2{v,j}(iit) = XV1{v}(nV/2+NDC+(j-1)*NDB+5);
            
            
            for s=1:nSens
                kk=kk+1;
                zbs0{v,j,s}(iit) = zb0{v,j}(iit) - Lsx(s)*Ryb0{v,j}(iit) + 
Lsy(s)* Rxb0{v,j}(iit);
                ybs0{v,j,s}(iit) = yb0{v,j}(iit) + Hb*Rxb0{v,j}(iit) + Lsx(s)* 
Rzb0{v,j}(iit);
                ZGaps0{v,j,s}(iit) = zbs0{v,j,s}(iit) - 
Zrs0(iit,v,j,s)-Zts0(iit,v,j,s);
                YGaps0{v,j,s}(iit) = ybs0{v,j,s}(i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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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s0(iit,v,j,s)-yts0(iit,v,j,s);
                is0{v,j,s}(iit)= XV0{v}( nV+(j-1)*nSens+s);
                zbs2(v,j,s) = zb2{v,j}(iit)-Lsx(s)*Ryb2{v,j}(iit);
                x1 = XV0{v}( nV+nI+ (j-1)*nSens*5+(s-1)*5+1);
                x2 = XV0{v}( nV+nI+ (j-1)*nSens*5+(s-1)*5+2);
                x3 = XV0{v}( nV+nI+ (j-1)*nSens*5+(s-1)*5+3);
                x4 = XV0{v}( nV+nI+ (j-1)*nSens*5+(s-1)*5+4);
                x5 = XV0{v}( nV+nI+ (j-1)*nSens*5+(s-1)*5+5);
               
                Xmat=[x1;x2;x3;x4;x5];
                Yvec = 
Vmat*Xmat+Wmat*[Q11*zbs2(v,j,s);Q21*ZGaps0{v,j,s}(iit)];
                Y11 = Yvec(1);
                Y21 = Yvec(2);
                Y31 = Yvec(3);
                Y41 = Yvec(4);
                Y51 = Yvec(5);
                vs{v,j,s}(iit) = k1*Y11+k2*Y21+k3*Y31+k4*Y41+k5*Y51;
                end
        end
    end
    outs(iit,1) = xs{1,1,1}(iit);
    outs(iit,2) = ZGaps0{1,1,1}(iit)*1000;
    outs(iit,3) = YGaps0{1,1,1}(iit)*1000;
    outs(iit,4) = Zrs0(iit,1,1,1)*1000;
    outs(iit,5) = Zts0(iit,1,1,1)*1000;
    outs(iit,6) = yts0(iit,1,1,1)*1000;
    outs(iit,7) = zc2(iit,1);
    outs(iit,8) = is0{1,1,1}(iit);
    outs(iit,9) = vs{1,1,1}(iit);
    
    fprintf('%15.7g ',outs(iit,:)); fprintf('\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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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시간

AnalysisTime=toc

N=length(ZGaps0{1,1,1});
n1=min(find(xs{1,1,1}>=0));
n2=max(find(xs{1,1,1}<=xRun));

%%% 해석결과 outs에 저장

outs=outs(n1:n2,:);
 
%%% 해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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