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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일 형 Pipe Type HTS 이블의

정상  과도상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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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y and Transient State Analysis on 

Three Phase- in One Enclosure Type HTS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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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suggests an improved technique to establish the modeling regarding steady and transient state on 

three phase-in one cryostat type HTS(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cable. The proposed modeling is established 

using EMTP/ATPDraw and TACS and MODELS provided by that. It has higher accuracy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as the actual HTS cable is modelled. Steady and transient state analysis performed by EMTP/ATPDraw calculate the 

current of conductor, shield and former, respectively. In case of the transient state modeled quench state occurred by a 

single line-to-ground fault, current of conductor shield and former are also calculated, respectively. Especially, various 

fault resistances and angles are consider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during transient state analysis.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the  proposed technique improves the accuracy of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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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매년 계속 증가하는 력의 소비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

화로 인해 보다 높은 도의 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

라서 기존의 력 송설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강심 알

루미늄 연선을 이용한 가공 송 선로와 지 송 선로로 사

용되는 XLPE 이블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력수요를 충

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세계 으로 환경에 

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공송 선로의 건설이 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도

시에서는 변 소부지 뿐 아니라 미 상의 문제로 지 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송 용량의 증가, 회선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XLPE 등 일반 이블의 사용은 차 으

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지 이블이 

가지고 있는 용량 력수송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

으로 낮은 압에서도 높은 류 도를 가지며 용량 

력수송이 가능한 도 이블 계통이 건설될 수밖에 없

다.[1],[2]

도 이블은 교류 손실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높

은 류 도와 낮은 운  압으로 인해 이블의 충 류

를 감소시키므로 무효 력 보상설비의 필요성이 어들어 

이블에 발생하는 총 송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3] 그

러나 도 이블이 고 신뢰도로 운 되기 해서는 제조, 

포설도 요하지만 계통 측면에서 정상상태는 물론 고장 등 

과도상태시의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안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단락 류에 의한 퀜치 상 즉, 자계의 변화나 

냉각기능의 상실, 과다한 류 도의 변화등에 의해서 

도 선재가 내부 항이 0에 가까운 자체 성질을 잃고 항

이 증가하여 상 도 상태가 일어날 때 이블의 괴를 방

지하기 하여 이블 보호 메카니즘에 한 연구를 통한 

안정성 제어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한 책이 요구된

다.[4],[5] 고온 도(HTS) 이블의 경우 정상상태의 류

특성  자계 등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HTS 이블의 특성

상 실제 인 고장실험은 어렵다. 따라서 해석을 통하여 

이블 보호에 한 책 수립이 필요하다. 재까지 HTS 

이블의 고장 등 과도해석은 체 으로 PSCAD /EMTDC 

등과 같은 과도 상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장 도 있지만 특히 이  타

입일 경우에는 이를 실제 형상에 근 하여 모델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한  

다른 해석기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  22.9kV 50MVA 3상 일

형 이  타입 HTS 이블에 해, 이  타입을 모델링 

할 수 있는  EMTP/ATPDraw를 이용하여 실제구조에 보다 

근 시킨 개선된 모델링을 수립하 으며, 이로부터 정상  과

도상태를 해석하 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EMTP/ATPDraw

를 이용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는 3상 일 형 이  타입

의 고장  퀜치특성에 하여 EMTP/ATPDraw에서 지원

하는 TACS와 언어인 MODELS를 이용하여 고장시의 특성 

 퀜치를 해석하 다.[6]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HTS 이블이 실제 계통에 포설되어 운용될 경우 보다 실

제 상황에 가까운 모델링을 제공하여 신뢰도 높은 해석결과

를 얻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부터 도 이블계통의 운

용  보호방안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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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TS 이블 모형

2 .1  HTS 이블 모형  특성

 2 .1 .1  HTS 이블 모형

그림 1은 국내에서 개발된 배  22.9kV 50MVA 3상 

일 형 이  타입 HTS 이블의 실제 모형이다. 여기에

서, 포머는 고장 류 통 , HTS 이블의 도체는 부하

류 통 , 쉴드는 차폐 류 통 , 내부 알루미늄 쉬스는 액

체질소 수송  내압력유지, 외부 알루미늄 쉬스는 진공유지

와 외부충격으로부터 이블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HTS 이블의 규격  정격 류에 한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1  배  3상 일 형 HTS 이블

Fig. 1  HTS cable for distribution systems

표  1  도 이블의 규격  정격 류

Table 1  HTS cable spec. and rated current

항    목 규     격

정격 압 22.9kV

정격 류 1,200A

송 용량 50MVA

허용/운 온도

상시최고허용온도    : 70K

단시간최고허용온도  : 75K

순시최고허용온도    : 80K

임계 류 2.7kA

이블타입 3상 일 형

선로길이 500m

2 .1 .2  HTS 이블 모델링 

그림 2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3상 일 형 HTS 이

블을 EMTP/ATPDraw를 이용하여 등가화 하여 모델링한 

것의 구조이다.

그림 2  이 타입 3상 일 형 HTS 이블

Fig. 2  Pipe Type HTS cable

본 논문에서 도 이블의 각 구성 요소간의 선로정수

는 선로정수 로그램인 ATP-LCC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3. 운 특성 해석

3.1  정상  과도상태 모델링

도 이블이 운용될 때는 정상상태의 운 도 요하

지만 고장시의 특성을 악한다는 것은 계통 운 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그림 3은 22.9kV HTS 이블 선로에 1선 

지락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의 모형이다. 그림 4는 이를 바

탕으로 EMTP/ATPDraw를 이용하여 수립한 정상상태  

과도상태의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도체의 퀜치

를 해석하기 해서는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ype-91 TACS 제어 비선형 항과 시뮬 이션 언어인 

MODELS를 이용하여 실제구조에 근 하는 개선된 모델링

을 수립하고 이로부터 해석하 다. 

그림 3 HTS 이블 선로의 모형

Fig. 3 Model of HTS cable line

      

그림 4  EMTP로 수립된 HTS 이블 선로 모델링

Fig. 4  HTS cable line modelled by E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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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상상태 해석

HTS 이블 선로의 정상상태  과도상태를 구성한 후 

해석을 하여 HTS 이블의 도체와 쉴드의 류를 그림 

5, 6에 제시하 다. 그림 5, 6에서 알 수 있듯이 약 1.2kA의 

류가 도체와 쉴드에 각각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도체와 쉴드 각 상의 류의 방향이 반 이므로 

도체와 쉴드의 류는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포머에 흐르는 류를 보이고 있는데 기 으론 연결

되어 22.9kV의 압이 인가되어 있지만 도체와 포머의 

항차이로 인하여 류의 최  값이 24nA로 거의 흐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체와 쉴드, 포머에 각각 흐르

는 류는 표 2와 같다.

그림 5  도체에 흐르는 류

Fig. 5  Conductor current

그림 6 쉴드에 흐르는 류

Fig. 6 Shield current

그림 7  포머에 흐르는 류

Fig. 7  Former current

표  2  도체와 쉴드, 포머에 흐르는 류

Table 2  HTS cable current

    치 도  체 Shield Former

류[kA]  1.143 -1.143 24E-12

3.3 고장상태 해석

 3.3.1  고장조건

고장은 A상에 1선 지락고장이 발생 후 지속되도록 모의

하 으며 0도 고장과 90도 고장, 그리고 고장 항값을 변화

시키면서 모의하 고, 고장 항값은 각 설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0.1Ω, 0.5Ω 

 1Ω으로 선정하여 검토하 다[7-9]. 한, 퀜치는 고장이 

발생한 후 고장 류가 2.7kA를 넘게 되면 발생되도록 설정

하 다. 고장조건의 Case는 표 3과 같다.

표  3 고장 조건

Table 3 Fault conditions

분   류 고장 상 고장 항

Case A 0도, 90도 1Ω

Case B 90도 0.1Ω, 0.5Ω, 1Ω 

3.3.2  고장상태 운 특성

  3.3.2 .1  Case A

HTS 이블 선로에서 0도와 90도에서 1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도체, 쉴드  퍼머의 각 부분에서 발

생되는 류의 형은 그림 8∼13과 같다.

그림 8  도체에 흐르는 류 (0도)

Fig. 8  Conductor current (Angle : 0)

그림 9  쉴드에 흐르는 류 (0도)

Fig. 9  Shield current (Angl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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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0  포머에 흐르는 류 (0도)

Fig. 1 0  Former current (Angle : 0)

그림 1 1  도체에 흐르는 류 (90도)

Fig. 1 1  Conductor current (Angle : 90)

그림 1 2  쉴드에 흐르는 류 (90도)

Fig. 1 2  Shield current (Angle : 90)

그림 1 3 포머에 흐르는 류 (90도)

Fig. 1 3 Former current (Angle : 90)

그림 8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상지락고장시(0도) 

도체의 류의 고장 류가 18.994kA까지 상승 후 A상에 퀜

치가 발생하여 상 도 상이 일어나 0.145kA정도의 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쉴드는 그림 9에서 보면 알 수 있

듯이 A상 지락고장시(0도)의 류의 류가 -13.793kA까지 

상승 후 0.333kA의 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HTS 이블에 퀜치가 발생하여 

상 도 상이 일어나 도체의 항이 격히 높아져 

19.283kA의 고장 류가 포머에 지속 으로 흘러 도체의 

고장 류를 분배하여 포머의 역할인 고장 류 통 이 잘 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0도 고장시에도 비슷한 특

성을 보이나 그림 11∼13에서 볼 수 있듯이 도체, 쉴드 

 포머의 류값이 14.065kA, -11.248kA, 14.755kA로서 0

도 고장에 비해 고장 류의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상세한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Case A의 고장 류 최 값

Table 4  Fault current

고  장  각 0도 90도

도체[kA] 18.994 14.065

쉴드[kA] -13.793 -11.248

포머[kA] 19.283 14.755
  

3.3.2 .2  Case B

HTS 이블 선로를 구성한 후 고장 항을 0.1Ω, 0.5Ω, 1Ω

으로 모의하고 분석한 결과는 그림 14∼19와 같다. 

그림 1 4  도체에 흐르는 류 (0.1Ω)

Fig. 1 4  Conductor current (0.1Ω)

그림 1 5  쉴드에 흐르는 류 (0.1Ω)

Fig. 1 5  Shield current (0.1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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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 포머에 흐르는 류 (0.1Ω)

Fig. 1 6 Former current (0.1Ω)

그림 1 7  도체에 흐르는 류 (0.1Ω, 0.5Ω, 1Ω)

Fig. 1 7  Conductor current (0.1Ω, 0.5Ω, 1Ω)

그림 1 8  쉴드에 흐르는 류 (0.1Ω, 0.5Ω, 1Ω)

Fig. 1 8  Shield current (0.1Ω, 0.5Ω, 1Ω)

그림 1 9  포머에 흐르는 류 (0.1Ω, 0.5Ω, 1Ω)

Fig. 1 9  Former current (0.1Ω, 0.5Ω, 1Ω)

그림 14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상 지락고장시(0.1Ω) 

도체의 고장 류가 20.127kA까지 상승 후 A상에 퀜치가 

발생하여 상 도 상이 일어나 0.335kA정도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쉴드는 그림 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

상 지락고장시(0.1Ω)의 류가 -16.846kA까지 상승 후 

0.780kA의 류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HTS 이블에 퀜치가 발생하여 상 도 상

이 일어나 도체의 항이 격히 높아져 28.386kA의 고

장 류가 포머에 지속 으로 흘러 도체의 고장 류를 

분배하여 포머의 역할인 고장 류 통 이 잘 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7∼19에서 볼 수 있듯이 고

장 항이 0.1Ω, 0.5Ω, 1Ω으로 커질수록 도체 류는 

20.127kA, 16.353kA, 12.794kA, 그리고 쉴드에 흐르는 류

는 -16.846kA, -13.344kA, -10.087kA, 포머에 흐르는 류는 

28.368kA, 17.831kA, 12.657kA로 각각의 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세한 값은 표 5와 

같다.

표 5  Case B의 류 최 값

Table 5  Fault current

고 장  항 0.1Ω 0.5Ω 1Ω

도체[kA] 20.127 16.353 12.794

쉴드[kA] -16.846 -13.344 -10.087

포머[kA] 28.368 17.831 12.657

4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  22.9kV 50MVA HTS 이블이 

계통에 포설될 경우 신뢰성있는 운용을 확보하기 해서 우

선 으로 필요한 정상상태  고장상태의 모델링을 수립한 

후 해석하 으며, 다음은 이를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의 요약

이다.

(1) 정상  과도상태 모델링  해석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EMTP/ATPDraw와 TACS  MODELS를 이용하

여 수행하는 개선된 해석기법을 구축하 다. 

(2) 정상상태에서 HTS 이블의 도체에 류가 흐르

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해 쉴드

에도 같은 크기의 류가 반 방향으로 흐른다. 반면 포

머에는 압은 인가되지만 도체의 낮은 항으로 

인하여 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 결과를 수립된 모델링

과 해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3) 고장시 HTS 이블의 도체에 퀜치 상이 발생하면 

고장 류가 포머에 분배되어 도체를 보호한다. 한 

쉴드에도 도체의 고장 류보다 크기는 작지만 매우 

비슷한 정도의 류가 반 방향으로 흘러 자기장을 상

쇄시키는 결과를  수립된 모델링과 해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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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도상태 해석의 경우 고장각에 따라 고장 류가 달라

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1선 지락고장시 0도 고장과 90도 

고장을 해석하 으며 0도 고장의 경우 더 큰 고장 류

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 고장 항값의 크

기가 커짐에 따라서 고장 류의 크기는 작아져 서로 반

비례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HTS 이블 선로의 모델링 기법  

해석방법은 앞으로 포설될 HTS 이블 계통의 운용  보

호를 한 상세한 해석은 물론 이미 개발될 154kV  이

블 선로에 해서도 신뢰성있게 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원 학교의 교비지원에 의

해서 수행 됨.

참  고  문   헌

[1] Y. B. Lin, L. Z. Lin, Z. Y. Gao, H. M. Wen, L. Xu, 

L. Shu, J. Li, L. Y. Xiao, L. Zhou and G. S. Yuan, 

"Development of HTS transmission power cable,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11, 

No. 1, pp. 2371-2374, Mar., 2001.

[2] L. Uasur, D. Parker, M. Tanner, E. Podtburg, D. 

Buczek, J. Scudiere, P. Caracino, S. Spreafico, P. 

Corsaro and M. Nassi, "Long length manufacturing 

of high performance BSCCO-2223 tape for the 

Detroit Edison power cable project,"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11, No. 1, pp. 

3256-3260, Oct., 2001.

[3] 정채균, “HTS 도 이블 ATP 모델링 기법 동향분

석”, KEPRI, 2009.

[4] Diego Politano, Marten Sjostrom, Gilbert Schnyder 

and Jakob Rhyner, "Technical and Economical 

Assessment of HTS Cable,"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11, No. 1. pp. 1150-1153, 

2477-2480, Mar., 2001.

[5] K. C. Seong, S. B. Choi, J. W. Cho, et. el., “A Study 

on the Application Effects of HTS Power Cable in 

Seoul,"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11, No. 1, pp. 2367-2370, Mar., 2001.

[6] Lszl Prikler, "ATPDraw version 5.6 user manual", 

Preliminary Release No. 1.0, 2009.

[7] Sang-Jin Lee, Tae-Kuk Ko, "The Evolution of 

Quenches in Superconducting Parallel Bifilar Winding 

by Fault Current",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6, No. 2, pp. 56-61, 1996.

[8] A.Hilaire, A.Ijspeert, "Simulation of the Effect of a 

series of Superconducting Magnets on a Quenching 

Magnet Using a Controlled Current Pulse",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12, No. 1, 

pp. 1553-1556, 2002.

[9] J.W.Lue, G.C.Barber, "Fault Current Tests of a 5-m 

HTS Cable",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11, No. 1, pp. 1785-1788, 2001.

[10] S.Makeyama, K.Miyoshi, "Uniform Current 

Distribution Conductor of HTS power Cable",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9, No. 2, 

pp. 1269-1272, 1999.

[11] J. P. Stovall, J. A. Demko,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Southwire 30-meter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Power cable", IEEE Tra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Vol. 11, No. 1, pp. 

2467-2472, 2001.

[12] EEUG, "ATPDraw version 5.6 Rule Book", 2010

   자   소   개

장 주  ( 張 周 永)

1983년 10월 18일생. 2010년 원  공  

기공학과 졸업. 2010년∼ 재 동 학

원 기공학과 석사과정

Tel : (063)850-6735

E-mail : changju83@nate.com

이 종 범 ( 李 鍾 範)

1955년 7월 12일생. 1981년 한양  공  

기공학과 졸업. 1983년 동 학원 기

공학과 졸업(석사). 1986년 동 학원 

기공학과 졸업(공박). 1987～1990년 한국

기연구원 지 송 연구실 실장. 재, 

원  공  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Tel : (063)850-6735 

E-mail : ipower@wonkwang.ac.kr

김 용 갑 ( 金 鎔 甲)

1962년 12월 15일생. 1988년 아주  공  

자공학과(학사). 1993년 미국 앨라버머

주립 (석사). 2000년 미국 노스 롤라이

나주립 (공박). 재, 원  공  기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Tel : (063)850-6695

E-mail : ykim@wonkwang.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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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8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ColorImages fals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8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Flate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