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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1)

 본 논문은 periodic 로드캐스트 기법과 P2P 기법을 응용하여 기존의 periodic 로드캐스트 기법의 

문제 인 기 서비스 지연시간을 없애고 버퍼공간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P2P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staggered 로드캐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정규 스트림을 송하고 기 서비

스 지연시간에 해당하는 리픽스 스트림은 P2P기법을 응용한 캐싱 기법을 용하여 송한다. 한 

클라이언트 버퍼 공간의 효율 인 이용을 해 다른 그룹의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림을 송한 후에는 

버퍼를 비운다. 성능평가를 통해 기존의 기법보다 클라이언트 버퍼 요구량을 일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론

   VOD 시스템은 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하는 시스
템이다. 그러나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로 이루어진 VOD 
시스템은 다수의 요청에 따른 부하가 서버에 집 되며, 
특히 네트워크 역폭의 고갈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을 
래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기법으로 P2P, 
periodic 로드캐스트 등 많은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그 
 periodic 로드캐스트 기법은 추가 인 역폭의 할당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미디어 스트림을 송할 
수 있으므로 효과 인 방법이다. 하지만 기 서비스 지
연시간이 길고 리픽스 스트림을 장하기 해 많은 공
간을 필요 하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로드캐스트 기법의 기 서비
스 지연시간을 없애고 리픽스 스트림을 장하기 한 
버퍼공간을 게 사용 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 하 다. 
제안된 기법에서 서버는 staggered 로드캐스트 기법[1]
을 사용하여 정규스트림을 송하고, 기 서비스 지연시
간에 해당하는 리픽스 스트림은 P2P 기법을 응용한 캐
싱 기법을 용하여 송한다. 따라서 기 서비스 지연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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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리픽스 스트림을 클라이언트가 나 어 장함으로
써 버퍼요구량 한 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과 련된 periodic 로드캐스트 
기법과 P2P 스트리  기법의 연구 결과에 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P2P 스트리  기법은 서버의 집 되는 부하를 클라이
언트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기법으로 표 인 기
법으로는 P2cast[7]와 P2VoD[8] 기법이 있다. P2cast 기
법은 임의의 임계값을 설정하고 그 임계값 내에 요청한 
클라이언트들을 하나의 세션으로 정의한 후 그 세션안의 
클라이언트들이 P2P 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림을 송하는 
방식이다. P2VoD 기법은 클라이언트들을 클라이언트의 
버퍼 크기를 고려하여 멀티캐스트 트리로 구성하고 그 멀
티캐스트 트리를 통해 스트림을 연속 으로 송하는 기
법이다. 
   Periodic 로드캐스트 기법은 비디오를 여러 개의 세
그먼트로 나 고 그 세그먼트를 각각의 로드캐스트 채
을 통해 주기 으로 송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periodic 로드캐스트 기법은 기 서비스 지연시간이 길
다는 단 이 있다. 이런 단 을 보안하기 해 로드캐
스트 채 을 통해 송되는 세그먼트의 크기를 작게 하여 
기 서비스 지연 시간을 이기 한 여러 가지 기법들
이 제안되었다[2][3][4][5][6].

3. P2Prefix Broadcast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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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2prefix 
Broadcast 에 해 설명한다. 이를 하여 먼  P2prefix 
Broadcast 에 한 반 인 개요를 설명하고, 클라이언
트의 참여에 따른 스트림 송과정을 정규스트림과 리
픽스 스트림에 해 각각 나 어 설명한다.
3.1 P2prefix Broadcast 기법의 개요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P2prefix Broadcast 기
법의 체 시스템 구성도 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P2prefix Broadcast 시스템은 VOD 서버와 다수의 클
라이언트로 구성된 P2prefix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림 1. P2prefix Broadcast 의 체 시스템 구성도

   클라이언트는 캐싱을 수행하기 한 장 공간을 가지
고 있으며, 서버로부터 로드캐스트를 통해 정규스트림
을 송받는 동시에 리픽스 스트림은 P2prefix 그룹으
로부터 송받는다.

3.2 스트림 송방식

1)정규스트림:Staggered Broadcast를 이용한 송

    P2prefix Broadcast 기법에서 서버는 Staggered 로드
캐스트를 통해 정규스트림을 송한다. 그림 2는 
Staggered 로드캐스트의 기본 동작 방식을 나타내는 그
림이다. Staggered 로드캐스트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
이 각 미디어 스트림을 동일한 크기의 K 개의 세그먼트
로 나  뒤 각각의 세그먼트를 할당된 K개의 채 을 통
해 하나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시간 차이를 두고 송한
다.

그림 2. Staggered Broadcast

   Staggered 로드캐스트 기법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캐싱을 한 추가 인 버퍼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채
의 변경 없이 미디어 스트림을 송받을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기 서비스 지연시간이 존재하는 단 이 
있다. 기 서비스 지연시간을 이기 해 세그먼트를 
작게 나 다 하더라고 하나의 세그먼트만큼의 기 서비

스 지연시간은 존재하므로 True VOD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P2prefix Broadcast 
기법에서는 기서비스 지연시간에 해당하는 리픽스 스
트림을 P2P와 캐싱을 사용하여 송함으로써 True VOD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 다. 
2) 리픽스 스트림:P2P와 캐싱을 이용한 송    

   그림 3은 본 논문이 제안한 P2prefix Broadcast 기법
의 동작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룹은 임의의 채 을 기
으로 세그먼트 1이 송되는 시간 안에 미디어 스트림을 
요청한 클라이언트들로 구성되며, 그룹의 클라이언트들은 
캐시 버퍼를 사용하여 세그먼트 1을 나 어 장한 뒤, 
다른 그룹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송한다. 
   P2prefix Broadcast 기법에서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
이 세 개의 버퍼를 가지고 있다.
 Prefix 버퍼: 그림 3에서 PB로 표 하 으며 이 버퍼는 
세그먼트 1의 송이 시작된 시 부터 클라이언트가 미디
어 스트림을 요청한 시 까지의 미디어 스트림을 장하
는 버퍼를 말한다. 클라이언트는 이 버퍼에 클라이언트로
부터 리픽스 스트림을 송 받아 이 하며 이된 
버퍼는 비워지고 캐시 버퍼나 로드캐스트 버퍼로 사용
된다.
 캐시 버퍼: 그림 3에서 CB로 표 된 이 버퍼는 세그먼
트 2의 스트림을 송받고 있는 그룹이, 동시에 다른 채
을 통해 송되는 세그먼트 1의 스트림을 장하는데 
사용된다. 장된 스트림은 다른 그룹의 클라이언트들에
게 리픽스 스트림으로 송된다. 
 로드캐스트 버퍼: 클라이언트는 다른 클라이언트로부
터 리픽스 스트림을 송받아 이 하는 동시에 서버
로부터 로드캐스트를 통해 송되는 미디어 스트림을 
장해야 한다. 이 스트림을 장하는 버퍼가 로드캐스
트 버퍼이며 그림 3에서 BB로 표 하 다.

그림 3. P2prefix Broadcast 동작

  
  리픽스 버퍼와 로드캐스트 버퍼의 크기는 클라이언
트가 서비스를 요청한 시 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캐시 
버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먼  그룹의 마지
막 클라이언트는 세그먼트 1의 크기와 자신의 Prefix 버
퍼 크기 차이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그룹의 처음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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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는 그룹의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캐시 버퍼를 장 
한 후부터 세그먼트 1의 끝까지 미디어 스트림을 장한
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한 간에 
미디어 스트림을 요구한 클라이언트는 다음 클라이언트가 
미디어 스트림을 요구한 시 과 자신이 미디어 스트림을 
요구한 시 의 차이만큼 미디어 스트림을 장한다.
   그림3을 통해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그룹1의 클라이
언트들은 채 1을 통해 서버로부터 송되는 정규 스트림
을 송 받는 동시에, 채  2를 통해 송되는 세그먼트1
을 자신의 CB에 각각 나 어 장한 후, 만약 그룹 2의 
클라이언트가  세그먼트 1이 송되기 시작한 시  이후
(t4,t5,t6)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룹1의 클라이언트들은 
그룹 2의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CB에 장된 스트림을 
재 송한다.
   와 같이 본 논문은 캐시 버퍼를 사용하여 다른 그룹
에게 리픽스 스트림을 송함으로써 기 서비스 지연 
없이 VOD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한 캐시 버퍼는 세그
먼트 1을 분할하여 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클라
이언트들에게 송 후 비워지기 때문에 각 클라이언트는 
버퍼 공간이 게 요구 된다.

3.3. 클라이언트 이탈에 따른 복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P2prefix Broadcast 기법은 세그
먼트 1의 송 에 미디어 스트림을 요청한 클라이언트
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정하고 그 그룹의 클라이언트들이 
세그먼트 1을 나 어 장하여 다른 그룹의 클라이언트들
에게 송한다. 이러한 P2P 캐싱 방식은 클라이언트 이탈
에 한 복구 과정을 필요로 한다.
   P2prefix Broadcast 기법에서 클라이언트 이탈은 그룹
이 종결되기 에 이탈이 발생했을 경우와 그룹이 종결된 
후, 다른 그룹의 클라이언트에게 리픽스 스트림을 송 
에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먼  자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세그먼트 1을 CB에 
장하기 에 이탈이 발생하 기 때문에 그룹 내의 다른 
클라이언트가 이탈한 클라이언트가 CB에 장해야 하는 
부분을 신 장하여 해결한다. 

그림 4. 그룹이 종결되기 에 클라이언트가 이탈한 

경우

   후자의 경우는 그림 5와 같이 그룹의 클라이언트들이 
각각 CB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한 상태에서 이탈이 발
생한 경우이므로 서버에서 추가 인 패칭 채 을 생성하
여 송함으로써 스트림을 복구한다.

그림 5. 그룹이 종결된 후에 클라이언트가 이탈한 

경우

4.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P2prefix Broadcast 
의 성능을 평균 클라이언트 버퍼 요구량과 기서비스 지
연시간 주로 분석한다.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라미터
는 표 2와  같다.

파라미터 기본 값 변화량

비디오의 수 1 N/A

클라이언트 요청간격 1 N/A

비디오 길이 |v|  (분) 60 N/A

로드캐스트 채  수 5 5 - 65

표 1. 성능평가 라미터

   Skyscraper Broadcast는 기존에 연구된 Broadcast 기
법  클라이언트 버퍼요구량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P2refix 
Broadcast 기법을 클라이언트의 이탈은 없다는 가정 하에 
표 1에 나타난 라미터를 사용하여 Skyscraper 로드캐
스트 기법과 로드캐스트 채  수의 변화에 따른 클라이
언트 버퍼요구량과 기서비스 지연시간을 비교 분석하
다.
   Skyscraper Broadcast 기법에서 W는 가장 큰 세그먼
트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림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 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
의 세그먼트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두 기법 모두 최  
버퍼크기는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채  수
가 을 때는 P2prefix Broadcast 기법이 은 버퍼 요구
량을 보이는 반면 채 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Skyscraper 
Broadcast 기법보다 많은 버퍼 요구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을 
뿐만 아니라 채 이 많아지면 서버의 부하가 증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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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역폭의 낭비가 심해진다. 따라서 실 으로  
채 의 수를 많이 증가 시킬 수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
안한 P2prefix broadcast 기법이 Skyscraper broadcast 기
법보다 실 인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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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채  수에 따른 최  버퍼요구량 

   
   그림 7은 60분의 비디오 서비스 시 P2prefix 
Broadcast 기법과 Skyscraper Broadcast 기법을 채  수
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지연시간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2prefix Broadcast 기법은 채
의 수와 상 없이 서비스 지연시간이 없는 반면 
Skyscraper 기법은 채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그먼트 
1의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지연시간이 어든다. 
즉 skyscraper Broadcast 기법에서 기 서비스 지연시간
을 이기 해서는 채 의 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서버의 부하 집  문제와 네트워크 역폭의 집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P2prefix broadcast 기법은 3장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픽스 스트림을 다른 클라이언트
들로부터 송 받아 재생하기 때문에 채 의 수와 상 없
이 서비스 지연시간 없는 True VoD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0

50

100

150

200

250

30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채널 수

지
연

시
간

(s
)

p2prfix Broadcast

W=5

W=12

그림7. 채  수에 따른 서비스 지연시간

5. 결 론

   VOD 서비스는 화상회의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등의 응용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서비스 
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데이터의 특성상 
VOD 서버에 부하가 집 되는 상과 많은 네트워크 
역폭을 필요로 하므로 동시에 많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품질의 서비스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서버의 부하집  문제와 네트워크 역폭을 
이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periodic 로드캐
스트 기법, P2P 기법이 그  가장 표 인 기법이다. 특

히 로드캐스트 기법의 경우 역폭의 추가 없이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역폭을 사용하여 서비스 가능하
다는 장  있다. 그러나 로드캐스트를 통한 스트리  
서비스는 기 서비스 지연시간이 길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비스 지연 시간을 없애고 클라이언트
의 버퍼 요구량을 이기 한 새로운 캐싱 기법인 
P2prefix Broadcast 기법을 제안하 다. P2prefix 
Broadcast 기법은 Stagger Broadcast 기법을 사용하여 정
규 스트림을 송하고, 기 서비스 지연시간에 해당하는 
리픽스 스트림은 P2P 기법을 응용한 캐싱 기법을 용
하여 송함으로써 True VOD 서비스를 실 하 다. 
한 리픽스 스트림에 한 캐싱 기법에 있어서 요청시간 
간격에 따라 세그먼트1을 나 어 장함으로써 클라이언
트 평균 버퍼 요구량을 다. 결과 으로 제안된 기법
은 기 서비스 지연 없이 은 양의 버퍼와 네트워크 
역폭을 사용하여 True VOD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 다. 

참고문헌

[1] J. B. Kwon and H, Y. Heom. Providing vcr 
functionality in staggered video Broadcasting. IEEE 
Transaction on Consumer Electronics, 48(1):41-48, 
2002

[2] K. A. Hua, Y. Cai, and S. Sheu. Skyscraper 
Broadcasting: A new Broadcasting scheme for 
metropolitan video-on-demand systems. In Proc. of 
the ACM SIGCOMM'97, pages 89-100, Cannes, 
France, Sepetember 1997.

[3] S. Viswanathan and T. Imielinski. Metropolitan area 
video-on-demand service using pyramid 
Broadcasting. ACM Multimedia systems Journal, 
4(4): 179-208, August 1996

[4] C.C Aggarwal, J. L. Wolf, and P. S. Yu. A 
permutation-based pyramid Broadcasting scheme for 
video-on-demand systems. In Proc, of the IEEE 
Int'l Conf. on Multimedia Systems'96, pages 
118-126, Hiroshima, Japan, June 1996

[5] J. F. Paris, S. W. Carter, and D. D. E. Long. A 
hybrid Broadcasting protocol for video on demand. 
In Proc. SPIE Conference on Multimedia Computing 
and Networking, pages 216-223, San Jose, USA, 
Jauary 2000.

[6] L. Juhn and L. Tseng. Harmonic Broadcasting for 
video-on-demand service. IEEE Transactions on 
Broadcasting, 43(3):268-271, 1997.

[7] Y. Guo, K. Suh, J. Kurose, D. Towsley : P2Cast: 
Peer-to-peer Patching Scheme for VoD Service. 
Proc. of the 12th World Wide Web Conference 
(WWW-03). Budapest, Hungary. May 2003

[8] T. Do, K. A. Hua, M. Tantaoui : P2VoD: Providing 
Fault Tolerant Video- on-Demand Streaming in 
Peer-to-Peer Environment. Technical Report 2003, 
SEECS, UCF. http://www.cs.ucf.edu/tdo/


	Main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데이터베이스
	모티프 자원에 대한 통합 접근 검색 메소드 구현
	센서 네트워크에서 집계 연산을 위한 점진적 뷰 관리 기법
	템플릿 기반 PHP 웹 스크립트 생성기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Context RBAC/MAC Model
	스냅샷을 사용하는 다중 레벨 공간DBMS를 가지는 효율적인 센서 미들웨어 구조 설계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위한 점진적인 회귀분석 모델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GML데이터의 효율적인 적재를 위한 데이터 통합 기법
	연관적 분류기법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예측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개념 계층을 지원하는 공간 데이터 큐브
	심장 질환 진단을 위한 베이지안 분류 기법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다중 연속질의 분할
	메모리 상주 DBMS환경에서 DB접근 통제를 이용한 성능 최적화에 대한 연구
	분산 이동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객체 방향정보를 이용한 연속궤적최근접질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실체화 뷰 선택 기법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웹 분석 시스템의 개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실내 환경에서의 위치 색인 시스템의 설계
	이동 객체의 궤적 관리를 이용한 물류 관리 시스템
	유비쿼터스 데이타베이스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 처리 기법
	모바일 환경에서의 워크플로우에 관한 연구
	웹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 저장소 브라우저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큐브 구축을 위한 GML 기반의 스키마
	효율적인 시멘틱 질의 처리를 위한 인덱싱 기법
	다중 레벨 공간 DBMS에서 스냅샷 데이터 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 설계 및 구현
	인라인 정규트리문법
	대용량 개인화 실시간 상품 추천 시스템 설계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통합 인덱스

	멀티미디어
	VoD 시스템의 장애확률 모델
	IEEE1394와 이더넷 사이의 실시간 A/V스트리밍을 위한 홈 게이트웨이 설계
	인간 시각과 MPEG-7 시각 기술자를 이용한 관심영역 기반의 의료 영상 검색
	MPEG-2 TS 기반에 고화질 이미지 송·수신 모듈 구현
	능동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적응적 지능형 제어 모델
	ATSC-ACAP 환경에서 통합편성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Patriot Tracking Device를 이용한 가상현실 엔진 구현
	효율적인 프로그램 표절 탐지에 관한 연구
	H.264의 고속 정수 단위 화소 움직임 예측을 위한 개선된 Uneven Multi-Hexagon-grid 검색 알고리즘
	DiTV를 위한 SCORM 메타데이터 변환 시스템의 설계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디어 다중채널을 위한 오류 제어
	시맨틱 웹과 MPEG-7 메타데이타를 이용한 비디오 검색 시스템
	제한적인 휴대 전화 입력 환경에서 다중 해상도를 이용한 효율적인 그래픽 입력 방법
	P2P 캐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브로드캐스트 스트리밍 기법
	Patriot Tracking Device를 이용한 가상현실 엔진구현

	소프트웨어공학
	도메인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UML 모델의 OWL변환 연구
	MVC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빌더 설계
	PC 기반 JAVA 프로그램에서 WIPI 프로그램으로의 리엔지니어링
	PS-Block 구조 기반의 반복횟수 분석 구조 설계
	TMO기반 프로그램을 위한 소스코드 분석 및 분해
	재사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Statemate 모듈화
	일관성을 보장하는 UML 특성모델 편집기
	CMMI 기반 프로젝트 관리시스템(ML2-PMS) 구축
	MDA 기반 모바일 컨버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위한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
	산업용 내장형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모델의 개발
	.Net Framework 환경에서 한국형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설계 및 구현
	실시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위한 xUML 확장에 관한 연구
	IT 조직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
	소프트웨어 신뢰성 품질 평가에 대한 표준화 연구
	위험기반 테스트에서 제 3자 시험기관의 위험요소 분석 연구
	임베디드 S/W의 체계적 재사용을 위한 재사용 체계
	필드 위치결정을 위한 리팩토링 요인
	AOP 코드 이해를 지원하는 애스펙트 클래스 참조 테이블(ACRT)
	S/W 로지스틱 테스트 노력함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X-Internet 기반 웹 UI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온톨로지를 이용한 S/W Product line 도메인의 명시적 feature 분석 모델
	PSP/TSP-6 시그마 도구 적용 방법론에 관한 연구
	PSP 지원을 위한 개인 메트릭 자동 수집 및 분석 도구 개발
	내장형 소프트웨어 품질평가를 위한 툴킷의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정형적 접근
	Executable UML확장을 통한 U-Home 제어 시스템 모델링 연구

	인공지능
	상태 인식에 따른 자율 주행 에이전트 시스템
	얼굴패턴 검출 문제에서 WFMM 신경망 기반의 피부색 검출 기법
	사용자 행동패턴을 기반으로 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조
	제품 영상을 이용한 제품 설계 정보 검색 시스템
	전자상거래에서 멀티 이슈 기반의 에이전트 협상 방법
	FMM신경망을 이용한 OSD 메뉴 검증기법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자가 치유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
	다중 계층 퍼셉트론의 교대학습 알고리즘
	계획 시스템에서 이정표상태 생성에 관한 연구
	ASN.1 기반의 온톨로지를 이용한 시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랭킹 방법
	문맥광고에서 관련 사이트 추천을 위한 연관 키워드 마이닝기법
	퍼지 논리와 패턴을 이용한 유고감지 알고리즘
	지리정보의 의미적인 검색을 위한 온톨로지 구축 방법
	퍼지규칙을이용한 가상대학연구
	퍼지 규칙을 이용한 교통사고 연구
	생물학적 데이터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학습에서의 효과적인 스코어링 척도 비교

	전자상거래
	사례 기반 추론에 의한 경매 가격 생성 시스템
	에이전트 기반 인터넷 경매 예측 알고리즘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위한 e-CRM 기반의 고객 관리 시스템 구현

	정보처리응용
	신호 패턴 분류를 위한 ADSTM 기법
	가상기계 코드 실행을 위한 역컴파일러
	TinyOS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용 실시간 조도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기반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개발
	GIS와 URL정보 연동 모듈 설계 및 구현
	PEFP 제어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TV-Anytime 메타데이터 연속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시청 선호도 프로파일 생성 기법
	형식개념분석 기법을 이용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
	P2P 환경에서 구간 정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
	다중 센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가시화 시스템의 구현
	망진을 위한 안면 컬러 영상의 최적화
	안면 형태 분석을 이용한 사상 체질 분류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 및 전문가 분류시스템 구현
	온톨로지내 효율적 정보 탐색을 위한 CQET 시스템 구현
	SVM을 이용한 효율적인 위암관련 SNP 정보분석
	모바일 주소록 웹서비스를 위한 메시지 처리부
	모바일 주소록 웹서비스 개발
	C++ 컴파일러에서 심벌 테이블의 검증과 분석을 위한 역번역기의 설계 및 구현
	GPS 데이터를 이용한 링크통행속도 예측에 관한 연구
	소송서류 전자파일링시스템 개발 사례 연구
	철강산업 코일센터전용 통합 ERP시스템 구현 연구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장애관리 시스템의 구현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이용한 일반적 문서 요약
	NMF와 코사인유사도를 이용한 질의 기반 문서요약
	Ajax 기반의 SCORM 2004 시퀀싱 엔진 및 데이터 모델의 설계 및 구현
	U-캠퍼스 환경에서의 동적 접근 제어 메커니즘
	Cash Flow 중점관리 시스템 모델
	재버를 위한 도메인 간 인증 메카니즘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설계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한 교통정보 및 주변정보 제공 시스템
	TTS를 이용한 음성지원 일정관리 시스템의 구현
	임베디드시스템 활용 교육을 위한 가상교육 시스템
	닷넷 기반의 학생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LabVIEW를 이용한 회로이론 원격 실험실
	Rolling Forecasting 기반의 경영계획시스템 설계와 구현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한 웜 탐지방법에 관한 연구
	RFID를 이용한 자재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국가 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 구축 및 적용
	감정 인식을 위한 음성신호 비교 분석
	시공간 전력부하분석모델 설계 및 구현
	모바일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PC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부가서비스 시스템 개발
	웹 기반 미들웨어시스템에서 RFID의 적용
	가중치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측정 방법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Eigenface를 이용한 얼굴인식 시스템 설계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 P2P를 이용한 대용량 파일 공유 방법에 관한 연구
	확률기반 지능형 서비스 모델링
	화력발전소용 통합 전자 결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자원 방향성 개선을 위한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스마트카드 시스템
	전자태그(RFID)를 적용한 병원 약물전달 시스템 설계(HMDS)
	디지털 TV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유수율 제고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스마트 클라이언트 응용을 이용한 문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u-우편물류를 위한 RFID 운송용기관리 시스템 모형
	작업장 감지 SMS 시스템의 개발
	차별화 서비스를 위한 퍼지기반 성능분리

	한국어정보처리
	웹 검색을 이용한 한글대역어와 영어약어의 중의성 해소
	형태소분석에 의한 어절사전의 구축
	하이퍼 수화문장을 사용한 수화 생성 시스템
	연상 지식을 이용한 문서 분류 엔진의 구현
	HS-eLearner: 영어 학습과 영한번역 시스템 평가를 위한 도구

	영상및음성처리
	웨이블렛 기반 변화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
	VoIP 음성품질 개선을 위한 전송패킷의 크기와 코덱분석
	탁본영상의 공간분석
	가중 위치값을 응용한 섬모 진동 주파수 측정에 관한 연구
	CDF 부합에 의한 영상 개선
	칼라정보에 기반한 텍스트 영역 추출에서의 지워진 획 복구
	KLT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적에서 안정된 특징점 선택
	동영상내의 물체 추적에 관한 연구
	모의 TRISO 핵연료입자 코팅층 두께 비파괴 측정을 위한 X-선 영상처리기술 개발
	불균등 조명에서 비접촉 계측을 위한 반자동 카메라 교정 방법
	이동객체 인식을 활용한 웹기반 차량이동 감지 시스템
	능동형상모델과 피부색 검출을 통한 손바닥 경계 형상의 추적
	디지털 이미지 보호를 위한 DCT 기반의 워터마킹 구현
	문서 영상의 그림 영역에서 효과적인 단어 영상 추출에 관한 연구
	JPEG2000에서 관심영역 코딩에 대한 연구
	비디오 편집을 위한 손동작 추적 및 인식
	손동작 인식 시스템을 위한 동적 학습 알고리즘
	내용기반 검색 기법을 이용한 유방암 검색 설계
	변형계층적 모션벡터 추정알고리즘

	HCI
	Radial Basis Function을 이용한 특징점 기반 3차원 얼굴 모델의 변형
	방향키를 이용한 한글입력 시스템
	DMB 방송 시청취를 위한 User Interface 연구
	휴대전화 메뉴 인터페이스의 사용시간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양방향 방송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요소에 관한 연구
	웹 문서의 가독성을 고려한 색 대비 평가 알고리즘 비교

	분산및병렬처리
	피보나치 후위순회 원형군
	동적인 성능과 유사도 기반의 계층형 P2P 시스템
	CallBack 지연시간 감소를 통한 DMA 통신 기반의 클러스터 응용 시스템
	혼합 다중 큐를 사용한 그리드 컴퓨팅의 작업 스케줄링 기법

	컴퓨터교육
	초등과정의 학습용 컨텐츠 구현과 학업성취도
	수학 문제를 활용한 알고리즘 교수학습
	동영상 객체추출 기술 기반의 H2M e-learning 시스템 제안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학습자 정보 모델
	차세대 교육정보공유모델 설계
	조립 설계를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협동학습
	학습자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웹기반 교육시스템
	웹 기반 논술첨삭지도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컴퓨터게임중독 예방 사이트의 현황 분석
	유무선 웹 기반 수행평가 관리 시스템
	SMIL을 기반으로 한 교육용 WPL시스템 설계 및 구현
	XML 기반 특기·적성 지원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웹 기반 자기주도적 학습 콘텐츠 개발
	개념적 거리와 밀도를 이용한 웹 문서 검색
	현행 초·중등 컴퓨터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공동모듈 설계 및 구현
	지식정보사회에서 컴퓨터 교육의 역할
	한글 받아쓰기 문제 자동 출제 시스템

	컴퓨터이론
	모든 l x n, n × m, m x k 불리언 행렬의 곱셈 시간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USN 환경에서의 위험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자산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 신뢰기반 Randomized Path-Hash 노드 인증 프로토콜
	클러스트링 라우팅 환경의 MANET에서 자율적인 공개키 인증 모델에 관한 연구
	무선랜 보안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보안 강화 방안 연구
	HMIPv6 기반의 모바일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송신자에 대한 멀티캐스트 분배 트리 접근제어에 관한 연구
	RFID시스템에서 OTP를 활용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역할기반 접근제어 정책을 통해 강화된 Cerberus에 대한 연구
	ECDSA 검증이 가능한 효율적인 WAP PKI용 POP 프로토콜
	정형적 방법론을 이용한 해쉬 기반 RFID 인증메커니즘의 취약성 분석
	RBAC을 위한 역할 정보 저장소의 설계
	MKR: 센싱 정보에 기반한 비트 스트림 암호화 방식의 센서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퍼지볼트를 이용한 지문정보 보호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적합한 암호알고리즘 제안
	전방위 안전성이 향상된 RFID 인증 프로토콜 제안
	무선 랜 환경에서의 비정상 트래픽 차단기법에 관한 연구
	Secure-FMIPv6: ID기반 암호시스템에 기반한 안전한 Fast 핸드오버 연구
	MANET에서의 안전한 통신 보장을 위한 노드 관리 기법
	DCCP를 이용한 SNMP Congestion Control Model 연구
	SSFNet 기반의 침입평가데이터 생성기 설계 및 구현
	개선된 히스토그램 변형에 기반한 리버서블 워터마킹 기법
	차분영상을 이용한 리버서블 워터마킹
	Scalable Video Coding에서의 조건적 접근제어를 위한 키 관리 기법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를 위한 향상된 인증 프로토콜 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안전한 웹 서비스를 위한 위임모델
	연구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보안 요소 연구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및 대응 방안
	Hotlisting과 Tracking 방지를 위한 RFID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ElGamal 방식의 ECC를 이용한 안전한 인스턴트 메시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웹기반 사용자 정보 키로그해킹 방지를 위한 입력 시스템
	USNs에서 노드 위치정보 보호기법
	접근제어 방식이 유닉스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안전한 마이크로모빌리티 환경에서의 멀티캐스트
	신규IT서비스의 정보보호사전평가모델:RFID 서비스 적용 중심
	PKI 기반의 안전한 인증서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Self-healing 방법을 사용한 그룹키 관리
	모바일 사용자 인증을 위한 티켓기반 AAA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등차수열을 이용한 효율적인 RFID 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IGMPv3 인증을 위한 키 분배기법
	모델 체킹을 이용한 RFID 인증 프로토콜 안전성 분석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RFID 미들웨어에 관한 연구
	무선 센서네트워크 환경에 효율적인 키 관리 프로토콜
	난수를 이용한 RFID 태그-리더의 상호 인증 기법
	MIS 환경하의 취약점 보완 및 해킹방지 시스템 설계 방안 연구
	RFID Tag를 위한 개선된 인증 프로토콜 설계
	Ad-Hoc 네트워크의 노드 인증을 위한 효과적인 그룹 키 관리기법

	정보통신
	데이터 방향성에 기반한 향상된 PEGASIS 라우팅 프로토콜 기법 연구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설계
	Ad Hoc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기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
	Address Configuration Module for mSCTP Handover
	멀티 싱크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플러딩 기법
	이종 무선망 환경에서의 성능향상을 위한 수직적 핸드오프 알고리즘
	Mobile IPv6에서의 향상된 티켓 기반 바인딩 갱신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OFDMA-TDD 환경에서 채널상태 예측 기반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하향링크 스케줄링 기법
	유비쿼터스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위한 서비스 조합 기법
	공개키기반 u-Healthcare 전송 시스템의 구현 및 테스트
	이동 노드의 움직임에 기반한 새로운 페이징 기법에 관한 연구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에서 DUAL BAND를 활용한 에너지효율적 실시간데이터수집 기법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홈 네트워킹 적용을 위한 ZigBee 응용 연구
	Diameter Mobile IPv4 응용에 기반한 Mobile VPN 서비스 제공
	MPEG-21 이벤트리포트 요구 생성도구 구현
	Mobile IPv6에서 Movement Detection의 지연 분석
	RTSP 기반의 3D영상 스트리밍 시스템 개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우선순위 버퍼 혼잡제어 알고리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객체의 위치인식을 위한 게이트웨이 노드의 설계 및 구현
	IPv6 네트워크와 IPv4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NAT-PT에서의 IPsec 지원 기법
	향상된 통계기반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탐지 시스템
	A Resource-Optimal Key Pre-distribution Scheme for Secure Wireless Sensor Networks 
	An Algorithm to Detect Bogus Nodes for a Cooperative Intrusion Detection Architecture in MANETs
	RFID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Context-aware ALE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Home Network에서 ZigBee Binding 기술을 이용한 댁내·외 망의 연계방법에 대한 연구
	부분 Publication 및 Notification에 기반한 SIP 프리젠스 서비스 구현
	모바일 P2P 환경에서 객체 크기 기반의 협력적인 캐시 교체 정책
	Mobile Ad-hoc 네트워크에서 Threshold 적용과 신호세기 기반의 효율적인 파워소모 라우팅 프로토콜
	유무선 컨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설계
	Enhancement of SCTP Throughput using Chunk Checksum
	유무선 혼합 망에서 Snoop과 수신신호(received signal strengths)의 상호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성능 개선
	3G 네트워크와 WLAN 통합망에서의 효율적인 고속 계층적 핸드오프를 위한 방안
	Adaptive Frequency Hopping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피코넷의 패킷 간섭과 통합 처리량 분석
	유량계 자동검침 중계기를 이용한 상수도관리시스템
	데이타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스크 캐쉬 교체 연구
	저궤도 위성용 탑재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MCM-ERC32의 VASI UART 기능 소개
	반도체 공정장비 간 통신 프로토콜 상호 변환에 대한 연구
	Wireless Ad-Hoc Network에서 TCP 성능 향상을 위한 TCP-SF 방안
	FMIPv6 적용을 위한 보안 아키텍처 연구
	효율적인 P2P 시스템개발 사례에 관한 연구
	UPnP기반 유비쿼터스 가상저장공간 설계
	소켓 인터페이스의 바이너리 호환성을 제공하는 TCP/IP Offload Engine용 Linux 커널 모듈
	대규모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최적 경로 복구 방법
	모바일 원격진료시스템을 위한 협력 시스템 설계
	광대역 통합망에서 사용자 단말과 망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 품질 협상 메커니즘
	컨텍스트 기반 채널 환경에서 신뢰성 보장을 위한 반영적 지연시간 산출 방법
	IEEE 802.11 무선 멀티홉 환경에서 채널캡쳐문제 해결을 위한 TCP 성능분석
	DiffServ를 활용한 정책기반 QoS 관리에서의 효율적인 QoS 적용 기법
	FFNN을 사용한 P2P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학생 상담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MANET에서 분산 클러스터 기법을 활용한 DNS 시스템
	VoIP망에서 리눅스기반 IP 녹취 시스템 설계
	IP 컨택센터에서 통화 처리 모의 실험을 위한 VoIP 트래픽 생성기
	VoIP망에서 Agent 기반 IP 녹취 시스템
	IPv6 기반 RFID 물류추적 시스템 설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현황과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무선 로컬 네트워크에서 최적 AP의 자동 접속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화면 예측 부호화를 위한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센서네트워크에서 센서노드들 사이의 거리측정 시스템
	고객품질보증을 위한 SLA 관리시스템
	SNMP를 이용하는 무선 센서 관리 아키텍처
	IEEE1394 DLNA 기기 간 AV 콘텐츠 전송을 위한 연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현
	IEEE 802.11 무선 랜 환경에서 Idle time 기반의 링크 적응기술에 관한 연구
	IEEE 802.15.4와 ZigBee Protocol : ZIGBEE Network Layer이 사용하는 AODV
	다수의 컨텐츠서버를 이용한 포워드캐스트(ForwardCast)스트리밍 방법
	모바일 센서 노드 지원을 위한 자기구성 라우팅 프로토콜
	EPC 농산물 코드 변환 방안

	컴퓨터그래픽스&CAD
	하이라이트 기반의 제한된 영역확장방법을 이용한 Color line 생성 연구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해체 공정 시나리오 예비 평가
	Attribute Based ModelingTM surface 디자인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컴퓨터시스템
	임베디드 자바 가상머신을 위한 가비지 컬렉터 개발
	RTOS-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모델기반 개발방법
	모바일 환경 기반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시스템을 위한 선인출 기법의 설계 및 구현
	쓰기 패턴 기반 플래시 메모리 지움 정책 설계
	플래시 변환 계층에서의 효과적인 가비지 콜렉션 기법
	Extended TED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데이터 오류 감지 성능 개선
	NEC 시스템의 I/O 성능 향상을 위한 파일 시스템 최적화 구성
	RFID/USN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XML 기반 정보 관리 시스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freed memory 기능 검증 모듈 설계
	리눅스 운영체제 안정화를 위한 커널 하드닝 기능 설계
	Sort-Last 병렬 렌더링을 위한 효과적인 메모리 프로세서 구조
	자바 프로그램에서 메소드 호출 빈도의 분석
	TinyOS를 위한 향상된 전력관리 기법

	컴퓨터응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HRV 구현
	무선랜기반의 실내 위치모니터링 시스템
	전자캠퍼스를 위한 옥내외 측위 모듈
	동적 UI 서비스를 위한 RUI(Remote UI)의 확장
	결함 감내 지원을 위한 적응형 자율 미들웨어 서비스
	회의 문서의 관계성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엔터티 표현 기법
	PID 제어기를 이용한 실시간 피드백 스케줄러의 구현
	C++ 컴파일러에서 중간코드의 검증과 분석을 위한 역컴파일러의 설계 및 구현

	컴퓨터시스템응용
	에이전트를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효율적인 수치지도 시스템을 위한 DXF 파일로부터의 웹기반 공간개체 추출
	유·무선 통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CAN Protocol을 이용한 CAN 통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RFID/USN을 이용한 전력설비관리 테스트베드에 관한 연구
	IT정책자금 재정 집행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 디지털 예산 회계 도입과 연계하여
	비공유 저장장치를 가지는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에서 다중 디스크립션 코딩을 이용한 스트리밍 방법
	삼각 측량법을 이용한 전자캠퍼스를 위한 옥내 측위 모듈 개발
	RFID 검색 시스템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S/W 자동 업데이트
	그리드 환경에서 Replica 최적화를 위한 Data Location Service 연구
	Grid 컴퓨팅 환경에서 JClarens를 이용한 Discovery Service 연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RTE 환경하의 EA 구현을 위한 Framework 활용방안
	하이브리드 메시지 로봇 아키텍처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한 헬스케어 시스템

	Search This CD-ROM
	CD-ROM Help
	Ex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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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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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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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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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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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