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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틀림 진  측을 한 시계열 모델 용

Application of Time-Series Model to Forecast Track Irregularity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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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재 국내에서 EM-120에 의해 검측된 틀림 데이터는 매우 불규칙 인 형태를 나타내며 데이터 분석 시 다양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궤도의 효율 인 유지 리를 해 검측된 틀림데이터의 특징과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효율 인 처리 기법을 개발하 으며, 정제된 데이터의 ARIMA 분석을 통해 검측데이터와 계  변화의 상

계 분석을 수행하 다. 한 회귀모형, 지수평활법, ARIMA 모형 등 다양한 측 모델의 용을 통해 검측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궤도 틀림 데이터의 측 모델에 합한 최  모델 선정과 련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핵심용어 : 궤도틀림, EM-120, 측모델,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지수평활법, 시계열(ARIMA)모델

Abstract

Irregularity data inspected by EM-120, an railway inspection system in Korea includes unavoidable incomplete and erratic 

information, so it is encountered lots of problem to analyse those data without appropriate pre-data-refining processes. In this 

research,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railway system,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detected track 

irregularity data have been analyzed and efficient processing techniques were developed to solve the problems. The correlation 

between track irregularity and seasonal changes was conducted based on ARIMA model analysis. Finally, time series analysis was 

carried out by various forecasting model, such as regression, exponential smoothing and ARIMA model,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optimal models for forecasting track irregularity progress.

Keywords : track irregularity, EM-120, forecasting model, time series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exponential 

smoothing,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ARIM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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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에는 생애주기에 기반 유지 리 계획에 한 인식이 

부족하 기 때문에 검측자료의 축 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검측 자료를 이용한 구성품의 수명 측  보수보강 시나리

오 선정 등 유지 리 의사결정 지원을 해 사용되지는 못하

다. 따라서 축 된 검측 데이터로부터 궤도 구성품의 건

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고 잔존수명을 측하여 

효율  유지 리를 실 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80년 부터 철도기 과 EU 주

도 연구 사업을 통해 궤도 리 시 생애주기분석기법의 용

을 시도하 고(이지하, 2008), 재는 Ecotrack 개발을 통

해 최 화된 궤도 리를 수행하고 있다(Landolt 등, 1998). 

궤도 틀림 진 측과 련해서는 국외의 경우 궤도 틀림의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진 율을 측하는 연구와(Akihito 

Kawaguchi 둥, 2005), 궤도 표면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단기 틀림 측(Rengkui Liu 등, 2010), 궤도 틀림진  

측을 한 회귀모델 비교(Shafiullah 등, 2010)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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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앙종거법 궤도틀림 검측

가 진행되었고, 국내에서는 궤도 틀림진 을 선형모형으로 

가정하여 틀림 진  측(김  등, 2008), 구간특성  

궤도 구성품 등의 향인자를 고려한 틀림 진  측 모델

(고려 학교, 2012)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궤도 틀림은 

시간 종속  상으로, 축 된 검측 데이터의 문제 을 악

하여 궤도 성능 분석 용을 한 데이터 정제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하며, 정제된 데이터로부터 궤로의 건 도 평가 방법

을 정립하여 궤도의 상태  성능을 하게 평가하고, 잔

존수명을 측하여 효율  유지 리를 실 할 수 있는 시계

열 모델의 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궤도의 효율 인 

유지 리를 해 검측된 틀림데이터의 특징과 문제 을 분석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효율 인 처리 기법을 개발하

다. 한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모형, 지수평활법, 

ARI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모형 등 다양

한 측 모델의 용을 통해 검측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궤도 틀림 데이터의 측 모델에 합한 최  모

델 선정과 련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궤도틀림의 검측과 데이터 처리

2.1 궤도틀림의 검측

궤도틀림은 열차가 주행하는 서로 평행한 두 개의 일이 

열차의 반복운행 는 다른 요인에 의해 상하 는 좌우로 

원래 치에서 소정의 변 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궤도틀림의 리는 철도의 유지보수를 해 오스트리아

에서 개발된 EM-120을 사용하여 월 1회 25cm 간격으로 

좌·우측 면틀림, 좌·우측 틀림, 비틀림, 궤간  캔트 등 

궤도틀림을 검측하고 있으며, 이  면틀림과 틀림은 10m 

 앙종거법을 사용하여 검측하고 있다. 그림 1은 10m  

앙종거법의 측정 원리에 한 그림이다. 궤도틀림은 각 측

정장치(a,b,c)에서 인지된 변 량을 이용하여 식 (1)에 의해 

versine형태로 산출되어 진다(강기동, 2004). 이는 면틀림

과 틀림에서 동일하게 용된다.

  


(1)

여기서, 는 검측된 versine, a는 후방 차륜의 치, b는 

측정 치, c는 방 차륜의 치에서의 검측값이다. 이러한 

10m  앙종거법을 이용한 versine 데이터는 철도 차량

의 고유진동수와 련이 있다. 철도 차량의 고유진동수는 일

반 으로 1.0~1.5Hz 사이에 있다(손기  등, 1999). 일반 

철도에서 90km/h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의 경우, 차량이 흔

들리기 쉬운 주 수에 상당하는 장과 10m  앙종거법

에서의 측정배율이 큰 장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사범, 2009). 즉,  궤도 검측차에 용되고 있는 

10m  앙종거법은 차량이 흔들리기 쉬운 장의 궤도변

를 증폭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열차의 

속도 증가  고속철도 궤도의 성능 평가를 해서는 열차 

속도에 따라 검측 데이터를 20~40m이상의  앙종거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versine 데이터는 궤도의 

형 특성이 충분히 용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궤도의 

상태 평가 는 틀림의 경향성을 충분히 악할 수 있기 때

문에, EM-120에 의해 10m  앙종거법으로 검측된 경부

선 고속철도의 궤도틀림 데이터는 궤도의 상태  성능을 평

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2.2 데이터 분석을 한 검측데이터 처리

본 연구를 해 확보한 궤도틀림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단순 가공이 불가한 몇 가지 검측데이터의 문제 을 발

견하 다. 그림 2의 데이터는 검측된 궤도틀림 데이터  거

리의 1km 단 가 변화하는 지 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해

당 데이터는 2007년 4월 경부선 고속철도 상선의 궤도틀림 

검측 데이터이며, 98km998m00cm 부터 99km1m 00cm 

지 까지 25cm 단 로 검측된 틀림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데이터에서 킬로미터가 변화하는 지 (98km 

999m75cm에서 99km로 변하는 지 ) 사이에 데이터 자체 

거리 보정을 하여 추가 인 데이터가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981,000.00~981,002.70), 이 구간의 

데이터를 분석 과정에서 정제하는 경우 1km 단 가 변하는 

지 을 기 으로 하여 틀림 데이터는 격하게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로 변에는 10km마다 비컨

(beacon)이 설치되어 있어 고속 검측 설비  자주식 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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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7년 4월 고속철도 상선의 틀림 검측 데이터

그림 3 105~115km 구간 면틀림(좌) 곡선

차가 측정을 수행하는 도 에 치를 인식·보정하며(구본근 

등, 2003), 이러한 검측 데이터의 검측 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단되므로, 추후 이러한 상과 련하여 보

다 정확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단한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 으로 검측

일별 틀림 데이터 기  지 의 불확실성에 한 문제가 있

다. 그림 3은 고속철도 경부선 105~115km 구간의 검측일

별 거리-면틀림(좌) 곡선이다.

여기서, 측정 기간별 거리-틀림 곡선의 모형은 유사하지

만, 검측일별로 틀림량이 치하는 구간이 모두 다르다. 즉, 

 구간에 걸쳐 검측되는 틀림 데이터는 0 부근에서 +,-로 

분포해야 하지만, 2007년 3월 검측된 데이터는 5 부근에서 

+,-로 분포하고, 2007년 9월 검측된 데이터는 -4 부근에서 

+,-로 분포한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라 틀림량이 차 으

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검측 시

기와는 계없이 반 인 거리-틀림의 경향은 유사하지만, 

그 시작값(혹은 기 이 되는 값)이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측 데이터의 두 특성은 

상당수의 고속선 궤도틀림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

으며, 틀림 데이터를 이용한 궤도 생애 주기 분석에 있어 반

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단한다. 이러한 검측 데이터

의 문제 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 방안으로 일정 구간 데이터

의 표 편차를 산정하여 궤도의 상태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

이 있다. 궤도틀림의 표 편차는 실제 행 선로 리 기  

 일부 틀림 련 기 이나 일본, 유럽 등의 선로 리 기

에서도 궤도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요 척도  하

나이며(Masashi MIWA, 2002; Landolt 등, 1998), 일

반 으로 200m 구간 사이의 검측값들의 표 편차를 구하여 

그 표 편차를 푯값으로 사용하고 있다(한국철도기술연구

원, 2006). 200m 구간의 검측값 표 편차를 구간의 푯값

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 궤도틀림 검측 데이터에서 발생하

는 1km 간격에서 거리 보정에 의한 틀림 데이터 문제와 검

측 시기마다 동일하지 않은 기 값과 련한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다.

3. 검측데이터의 계  향 평가

3.1 검측일별 데이터 분포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틀림데이터  2005년 1월부터 2007

년 12월 까지 총 26회에 걸쳐 검측된 서울-   구간의 

틀림데이터를 200m 간격 표 편차 값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수행하 으며, 이  2006년, 2007년 검측된 좌측 

일 면틀림에 한 검측일별 표 편차 분포는 그림 4와 같

다. 여기서 표 편차 분포의 범 를 구분하는 기 은 행 

고속철도 면틀림의 리기 을 따른다(서사범, 2006). (1) 

새로운 궤도 부설시 요구되는 공기 (CV) 0.77보다 작은 

구간, (2) 유지보수 작업 후에 요구되는 목표기 (TV) 인 

1.03보다 작고 공기 (CV)보다 큰 구간, (3) 틀림의 원

인  특성과 진행사항 등에 한 확인이 필요한 주 기

(WV)인 1.54보다 작고 목표기 (TV)보다 큰 구간,  (4) 

행 기 에 표 편차 값과 련한 보수기 (AV)과 속도제

한기 (SV)은 없기 때문에 임의 으로 표 편차가 목표기

(TV)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 (5) 표 편차가 2보다 크

고 3보다 작은 구간과 (6) 표 편차가 3보다 큰 이상 구간

으로 분포 구간을 구분하 다. 이를 통해 검측일별 고속철도 

궤도의 반 인 상태․성능을 악할 수 있다. 표 편차 분

석을 통한 2007년 궤도의 성능 평가 결과 서울-  구간 

 40% 이상의 궤도성능은 공기  는 목표기 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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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검측일별 면틀림(좌) 200m 표 편차 데이터 분포

Model
Autocorrelation

(ACF)

Partial Autocorrelation 

(PACF)

MA(q) Cut off after lag q Die out

AR(p) Die out Cut off after lag q

ARMA(p,q) Die out Die out

표 1 Graphical Method 모형 선정 기

그림 5 면틀림(좌)에 한 자기상 함수(AFC)와 

편자기상 함수(PACF)

하며, 80%이상의 궤도성능이 공기 , 목표기  는 주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반면 2007년 8월과 9

월의 경우 그 이 에 비해 궤도틀림의 편차가 상당히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 원인으로 궤도틀림이 기후

나 강우 등 계 인 인자의 향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하여 ARIMA 모형을 용한 계  변화에 의한 

궤도틀림의 향 평가 분석을 수행하 다.

3.2 ARIMA 모형 용을 통한 계  향 평가

검측 데이터 시계열 분석을 해서는 유지보수 이력에 

한 정보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년간의 유지보

수 이력만을 확보하 다. 때문에 일부 단  구간별 시계열 

분석을 해 유지보수 이력에 한 정보가 있는 2007년 데

이터만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이력이 없는 구간에 한 분석

을 수행하는 경우 계 에 따른 향정도를 단할 수가 없

다. 이에 ARIMA 모형을 용한 계  변화에 의한 궤도틀

림 향 분석을 해 궤도의 성능평가 지수로 서울-   

구간 틀림 데이터 표 편차 값을 사용하 다. 즉, 성능 평가 

지수로서 선정된 구간의 길이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일부 구

간의 유지보수 이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한 계  특성을 고려한 시계열 분석을 해 2005년 1월

부터 2007년 12월까지 26회에 걸쳐 검측된 데이터를 보간

법을 이용해 총 36개월(12개월/년)에 걸쳐 검측된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소  ARIMA(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델으로 일컬어 지는 

Box-Jenkins 방법은 주어진 시계열 자료가 어떤 모형에 맞

을 것인가를 단하고, 시계열 자료를 그 모형에 용시켜 

나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열 자료

가 여러가지 Box-Jenkins 모형  어떤 모형으로 단되는 

가를 알아내고(Identify model), 시계열 자료를 그 식별된 

모형이 합한가를 진단(Diagnosis check)한 후, 합하다

면 그 모형으로 측하는 것이다. Box-Jenkins 모형은 정

상 (stationary) 시계열 자료에 해 식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 (non-stationary)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경우, 그 비정상  시계열을 먼  정상  시계열로 바꿔

야한다(Data preprocessing).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보간법에 의해 정제된 서울-  구간 좌측 면틀

림 데이터의 표 편차 값을 이용하여 ARIMA 분석을 수행하

으며, 분석 데이터에 가장 합한 모형은 자기상 함수

(ACF:Autocorrelation Function)와 편자기상 함수(PACF: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를 통한 Graphical 

method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Graphical method를 

통한 모형 선정 기 은 표 1과 같다.

좌측 면틀림 데이터의 자기상 함수(ACF)와 편자기상

함수(PACF)의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났으며 자기상

함수 그래 는 진 으로 감소(Die out)하는 반면에 편자

기상 함수 그래 는 시차수 1 이후에 격히 감소함을(Cut 

off after lag 1) 볼 수 있다. 따라서 좌측 틀림 데이터에 

합한 ARIMA 모형은 AR(1)이 된다. 상용 통계분석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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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  향평가를 한 좌측 면츨림 ARIMA 분석 결과

그림 7 측값의 자기상 함수(ACF)

그램을 이용하여 AR(1)로 결정된 모형에 해서 시계열분석

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6에 정리하 다. 그림 6은 데이터의 

측값과 실제값  95%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분석 결과 

36개월간의 좌측 면틀림 표 편차는 계  특성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No seasonality).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측 면틀림과 좌․우측 틀림에도 동일하 다. 분석 결과

의 검증을 해 측값에 한 자기상 함수를 구함으로써 

결정된 모형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통상 으로 40개 시

차 수  2개 는 3개가 상․하안선을 벗어나도 결정된 모

델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그림 7에서 측값의 자

기상 함수의 한계선을 벗어난 데이터가 없으므로 AR(1) 

측 모델을 용한 좌측 면틀림 분석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6번의 검측 데이터를 이용

하여 궤도 틀림와 계 의 향 평가를 확정하기에는 그 분석 

데이터 량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지만, 본 연구를 통해 궤도 

틀림의 계  특성을 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추후 수년간 축 될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통해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더불어 궤도틀림 표 편차의 ARIMA 분석은 측값과 검측 

데이터가 상당히 유사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간별 틀림 데이터의 생애주기 분석에 용 가능

할 것으로 단하 다. 

4. 측모델 용을 통한 궤도틀림 진  측

4.1 회귀모형 용을 통한 궤도틀림 측

회귀분석은 1개의 종속변수와 1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간

의 함수 계를 알아보는 분석방법이다. 종속변수로는 200m 

단  구간의 틀림 표 편차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독립변수로

는 궤도의 공용 시간을 사용하 다. 본 연구를 해 확보한 

2005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측된 궤도틀림 데이터 

 유지보수 이력 데이터가 있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검측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 으며, 해당 구간  

MTT․STT와 같은 기계에 의한 유지보수 이력이 없는 구간

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그  한 로 자갈도상, 

e-clip, 최 속도 300km/hr  직선구간인 95,800km~ 

96.000km의 200m 구간 틀림 표 편차에 한 회귀분석 

측 모델 용 결과를 그림 8에 도시하 다.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Training 

Data로 사용하 고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측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는 

Testing Data로 사용하 다. 그림 9의 회귀 측 모형은 

두가지로 ‘Forecasting Data I’은 10~12월 3개월간의 

Testing Data 측 시 2월부터 바로 이  달까지의 데이터

를 이용하여 회귀모델을 산출하여 측한 값이며( 로 12월 

데이터 측모델 산출시 2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 이용), 

‘Forcaasting Data II’는 10~12월 3개월간의 Testing 

Data 측 시 2월부터 9월까지의 Training Data만을 이용

하여 회귀모델을 산출하여 측한 값이다. 회귀분석을 용

한 측모델은 가까운 미래의 궤도틀림에 한 측이 가능

하며, 체 구간 혹은 시간에 따른 단순한 궤도 성능 경향성 

 추세를 단하는 분석에 합하다.

그림 8 회귀분석을 통한 궤도틀림 측 모델과 실제 검측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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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단순지수평활법을 용한 궤도틀림 측 모델과 

실제 검측 데이터 비교

그림 10 Holt‘s 지수평활법을 용한 궤도틀림 측 모델과 실제 

검측 데이터 비교 

그림 11 ARIMA 분석을 용한 궤도틀림 측 모델과 

실제 검측 데이터 비교

4.2 지수평활법 용을 통한 궤도틀림 측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하게 되면, 측된 

계열에 동등한 가 값을 부여하는 것은 하지 않은 반면 먼 

과거의 측값보다는 재에 가까운 측값에 더 많은 가 치

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지수평활법은 시계열 측값들에 각각 

다른 가 값을 주는 측 방법이다. 데이터가 측된 시 에 

따라서 가 값을 부여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 측값이 가장 큰 

측값을 부여받는다. 먼 과거에 해당하는 측값일수록 가

값이 작게 된다. 지수평활법의 종류에는 단순지수평활법, 단일

모수 이 지수평활법, Holt-winter’s 이 모수 지수평활법, 

Holt-winter’s 삼 모수 지수평활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단순지수평활법과 Holt-winter’s 이 모수 지수평활법을 

통해 궤도틀림을 측하 다. 유지보수 이력과 련된 데이터

가 있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검측 데이터 분석

을 수행하 으며, 해당 구간  MTT,․STT와 같은 기계에 

의한 유지보수 이력이 없는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Training 

Data로 사용하 고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는 

지수평활법을 이용해 얻어진 측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

는 Testing Data로 사용하 으며, 그  그림 8과 동일 구간

인 95,800km~96.000km의 200m 구간 틀림 표 편차 데

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그림 9,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단순지수평활법을 용한 궤도틀림 측 결과는 그림 9, 

Holt-winter’s 이 모수 지수평활법을 통한 궤도틀림 측 결

과는 그림 10과 같다. 마찬가지로 ‘Forecasting Data I’은 

10~12월 3개월간의 Testing Data 측 시 2월부터 바로 

이  달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모델을 산출하여 

측한 값이며, ‘Forcaasting Data II’는 10~12월 3개월간의 

Testing Data 측 시 2월부터 9월까지의 Training Data

만을 이용하여 모델을 산출하여 측한 값이다. 지수평활법의 

주된 장 은 단순하고, 직 이며,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인데 이것은 많은 수의 시계열에 해 기  단기 측을 하

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지수평봘법은 정식으로 모형을 설정하

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지수평활을 선택하는 기 은 다분히 

시계열을 롯으로 나타내어 이를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달라

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4.3 ARIMA 모형 용을 통한 궤도틀림 측

다른 시계열 분석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이력 데이터가 있

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검측 데이터 이용하

으며, 해당 구간  MTT,․STT와 같은 기계에 의한 유지보

수 이력이 없는 구간을 선정하여 ARIMA 분석을 수행하 다. 

마찬가지로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Training Data로 사용하 고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는 ARIMA 모형을 용하여 얻어진 측값과 실제 측

정값을 비교하는 Testing Data로 사용하 다. 그  앞의 측

모델과 동일한 95,800km~96.000km의 200m 구간 틀림 표

편차 데이터를 이용한 ARIMA 분석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과 마찬가지로 ‘Forecasting Data I’은 10~12

월 3개월간의 Testing Data 측 시 2월부터 바로 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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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Forecasting Data I 

Error(오차백분율)
SSE 

10월 11월 12월

회귀모형
-0.011

(1.1%)

0.022

(2.1%)

0.342

(26.1%)
0.117 0.067

단순

지수평활

-0.087

(8.8%)

-0.069

(6.9%)

0.247

(18.9%)
0.074 0.032

Holt’s

지수평활

0.126

(12.7%)

-0.046

(4.6%)

0.261

(20.0%)
0.086 0.035

ARIMA
-0.147

(14.7%)

-0.059

(5.9%)

0.152

(11.6%)
0.048 0.011

(b) Case of Forecasting Data II

Error
SSE 

10월 11월 12월

회귀모형
-0.011

(1.1%)

0.014

(1.4%)

0.339

(25.9%)
0.116 0.066

단순

지수평활

-0.087

(8.8%)

-0.082

(8.2%)

0.225

(17.1%)
0.065 0.025

Holt’s

지수평활

0.126

(12.7%)

0.159

(15.9%)

0.494

(37.7%)
0.285 0.129

ARIMA
-0.147

(14.7%)

-0.042

(4.2%)

0.168

(12.9%)
0.052 0.014

SSE : sum of square error

 : standard deviation of square error

표 2 측모델별 시계열 분석 결과와 실제값과의 오차 비교

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모델을 산출하여 측한 

값이며, ‘Forecastasting Data II’는 10~12월 3개월간의 

Testing Data 측 시 2월부터 9월까지의 Training Data

만을 이용한 측한 값이다. ARIMA 분석은 분석 데이터에 

가장 합한 모형은 자기상 함수와 편자기상 함수를 통한 

Graphical method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분석 시, 해당 분석 데이터마다 최 의 모형을 찾아야 하는 

단 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추세와 변동성을 동시에 반

하는 등 불확실성이 큰 데이터 측에 보다 높은 정확성을 

가진다.

4.4 측모델별 시계열 분석 결과 비교

다양한 시계열 모형의 용을 통한 95,800km~96.000 

km의 200m 구간 좌측 면틀림데이터 표 편차의 측모델

에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정리

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총 11회에 검측된 데이터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Training 

Data로 사용하 고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는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얻은 측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

는 Testing Data로 사용하 다. 한 데이터 분석은 10~ 

12월 3개월간의 Testing Data 측 시 2월부터 바로 이  

달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모델을 산출한 ‘Forecas-

ting Data I’과, 10~12월 3개월간의 Testing Data 측 

시 2월부터 9월까지의 Training Data만을 이용하여 회귀모

델을 산출하여 측한 ‘Forcaasting Data II’ 로 구분하

다. ‘Forecasting Data I’ 분석 결과 다음달의 틀림 정도를 

측하는 단기 측의 경우, 10월과 11월은 회귀모형, 12월

은 ARIMA 모형이 가장 은 오차를 보인다. 한 SSE와 

를 고려하면 해당 구간에서는 ARIMA 모형의 측 오차

와 불확실성이 가장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  기 

측모형 고려를 한 ‘Forecasting Data II’ 의 분석 결과 

기에는 회귀모형의 오차가 가장 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RIMA 모형의 오차가 가장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SSE와 를 고려하면 해당구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데이터 측의 경우 ARIMA 모형과 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

이 지수평활모형에 비해 보다 정확한 측값을 도출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궤도의 효율 인 유지 리를 해 EM-120

에 의해 검측된 틀림 데이터의 특징과 문제 을 분석하고,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효율 인 처리 기법을 개발하 으며, 정제

된 데이터의 ARIMA 분석을 통해 검측 데이터와 계  변화의 

상 계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충분하지 못한 유지보수 이

력 등에 의해 연구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으나, 

회귀모형, 지수평활법, ARIMA 모형 등 다양한 측 모델의 

용을 통해 검측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궤도 틀

림 데이터의 측 모델에 합한 최  모델 선정과 련한 연

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궤도틀림의 시계열 분석 시 서로 다

른 구간  분석 기간마다 최  측 모형은 서로 다르며, 이에 

검측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성능 측모델 개발 시 다양

한 측 모형의 용을 통하여 최 의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추후 요한 연구과제인 것으로 단한다. 

감사의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시행하는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로그램(연구과제번호 : NRF 2009-0081373) 지

원을 받았습니다. 

참 고 문 헌

강기동 (2004) 고속철도 궤도검측 자료 분석기법에 한 연



궤도틀림 진  측을 한 시계열 모델 용

33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4호(2012.8)

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7(4), pp.291~295.

고려 학교 (2012) 고속철도 궤도 검측 데이터 고 분석기법 

 장 일 최  궤도 리 시스템 개발, 연구재단 3차년

도 연구보고서.

구본근, 서사범 (2003) 고속철도 궤도 유지 리 기술의 동향, 

한토목학회지, 51(8), 2003, pp.14~21.

김 , 이성근, 이기우, 우병구, 이성욱, 김기동 (2008) 궤

도 유지보수를 한 틀림진  측  일정최 화, 한국철

도학회 춘계학술 회 논문집, pp.1346~1357.

서사범 (2006) 선로공학, 북갤러리, 한민국, pp.520-522.

서사범 (2009) 승차감 향상을 한 궤도 리, 한토목학회

지, 57(9), pp.64~69.

손기 , 강기동 (2006) 고속철도의 궤도틀림 분석, 한토목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p.279~282.

이지하 (2008) 선로구축물에 한 유럽의 LCC연구동향, 한국

철도학회 철도 , 11(2), pp.33~3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6) 궤도유지 리 의사결정 지원시스

템 개발, 철도유지보수시스템 기술연구사업 연구보고서.

Akihito Kawaguchi, Masashi Miwa, Koichiro 

Terada (2005) Actual Data Analysis of Alignment 

Irregularity Growth and its Prediction Model, QR of 

RTRI, 46(4), pp.262~268.

Shafiullah, G.M., Shawkat Ali, A.B.M., Adam 

Thompson, Peter J. Wolfs (2010) Predicting 

Vertical Acceleration of Railway Wagons Using 

Regression Algorithms, Ieee Transactions on Intelli-

gent Transportation Systems, 11(2), pp.290~299

Landolt, J., Briner, O. (1998) ECOTRACK Decision- 

Support System for Permanent way Maintenance 

and Renewal User Manual, ERRI(European Rail 

Research Institute).

Masashi MIWA (2002) Mathematical Programming 

Model Analysis for the Optimal Track Maintenance 

Schedule, Quarterly Report of RTRI, 43(3), pp.131 

~136.

Renkui Liu, Peng Xu, Futian Wang (2010) 

Research on a Short-Range Prediction Model for 

Track Irregularity over Small Track Lengths,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ASCE, 

pp.1085~1091.

 논문 수일 2012년 7월  1일

 논문심사일

1차 2012년 7월  9일

2차 201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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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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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b03
    /04b08
    /04b24
    /04b30
    /04b31
    /3Of9Barcode
    /AdineKirnberg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lbertus-ExtraBold
    /Albertus-Medium
    /AlbertusMT
    /AlbertusMT-Italic
    /AlbertusMT-Light
    /Algerian
    /AllegroBT-Regular
    /AmerTypewriterITCbyBT-Medium
    /AmiR-HM
    /AndaleMonoIPA
    /AntiqueOlive
    /AntiqueOlive-Bold
    /AntiqueOlive-Compact
    /AntiqueOlive-Italic
    /AntiqueOlive-Roman
    /Apple-Chancery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vantGarde-Book
    /AvantGarde-BookOblique
    /AvantGarde-Demi
    /AvantGarde-DemiOblique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Demi
    /AvantGardeITCbyBT-Demi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nkGothicBT-Medium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tangOldHangulJamo
    /BatmanForeverAlternate
    /BatmanForeverOutline
    /BatmanForeverRoman
    /Bauhaus93
    /Bear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nguiatITCbyBT-Bold
    /BerlinerRegularSwfte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ernhardFashionBT-Regular
    /BernhardModernBT-Bold
    /BernhardModernBT-BoldItalic
    /BigRoundR-HM
    /BigSansR-HM
    /Billo
    /BlackadderITC-Regular
    /BladeRunnerMovieFont
    /Blondebats
    /BMplainA7
    /BMrubyA12
    /Bodoni
    /Bodoni-Bold
    /Bodoni-BoldItalic
    /Bodoni-Italic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doni-Poster
    /Bodoni-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Demi
    /Bookman-DemiItalic
    /Bookman-Light
    /Bookman-Light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osanovaPlain
    /Bows
    /Boxalphabet
    /BradleyHandITC
    /BrailleAOE
    /BremenBT-Bold
    /BritannicBold
    /Broadway
    /BrushScript
    /BrushScriptMT
    /BulletMix2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lligrapherRegular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ndid
    /CartoonistSimple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GOmega
    /CGOmega-Bold
    /CGOmega-BoldItalic
    /CGOmega-Italic
    /CGTimes
    /CGTimes-Bold
    /CGTimes-BoldItalic
    /CGTimes-Italic
    /CharlesworthBold
    /Charting
    /Chicago
    /Chickabiddies
    /Chiller-Regular
    /chin9
    /CiHb
    /CiHbj
    /CiHbl
    /CiHblj
    /CiHeadR
    /CiJgt
    /CiMoonby
    /CiSmj
    /CiYoori
    /CiYoorij
    /Clarendon
    /Clarendon-Bold
    /Clarendon-Condensed-Bold
    /Clarendon-Light
    /Clocks
    /CocaCola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mmodore64
    /comstudyidif?ry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kie_love_1
    /cookie_nemo9
    /cookie_ongdalsam9
    /cookie_s_ongdalsam9
    /CooperBlack
    /CooperBlack-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BT-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pperplate-ThirtyThreeBC
    /Copperplate-ThirtyTwoBC
    /CopyrightViolations
    /CopyrightViolationsNudged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onet
    /Coronet-Regular
    /Counterscraps
    /Courier
    /Courier-Bold
    /Courier-BoldOblique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Oblique
    /Crayon
    /CurlzMT
    /DaisyMae
    /DaresielDemo
    /DAUL-EQN-P
    /DauphinPlain
    /DFKGothic-Bd-WIN-KSC-H
    /DFKGothic-Md-WIN-KSC-H
    /DFKMincho-Bd-WIN-KSC-H
    /DFKMincho-Md-WIN-KSC-H
    /DiabloHeavy
    /DiabloLight
    /Dill
    /Dinbol
    /Dinreg
    /Diploma
    /Dotum
    /DotumChe
    /DungunR
    /DungunSB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leutheriaDisplaySSK
    /English111VivaceB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rostile
    /Eurostile-Bold
    /Eurostile-BoldExtendedTwo
    /Eurostile-ExtendedTwo
    /ExpoB-HM
    /ExpoL-HM
    /ExpoM-HM
    /FelixTitlingMT
    /FirstGrader-Normal
    /Flags
    /FootlightMTLight
    /FormalScript421BT-Regular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rutigerSAINBdv1Bold
    /FrutigerSAINRmv1Roman
    /FuturaBlackBT-Regular
    /Futura-Bold
    /FuturaBT-Bold
    /FuturaBT-BoldItalic
    /FuturaBT-ExtraBlack
    /FuturaBT-Light
    /FuturaBT-LightItalic
    /FZSY--SURROGATE-0
    /Gaeul
    /GaramB-HM
    /Garamond
    /Garamond-Antiqua
    /Garamond-Bold
    /Garamond-Halbfett
    /Garamond-Italic
    /Garamond-Kursiv
    /Garamond-KursivHalbfett
    /Gautami
    /GeekBats
    /Geneva
    /GeographicSymbolsNormal
    /Geometric415BT-LiteA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gi-Regular
    /GillSans
    /GillSans-Bold
    /GillSans-BoldCondensed
    /GillSans-BoldItalic
    /GillSans-Condensed
    /GillSans-ExtraBold
    /GillSans-Italic
    /GillSans-Light
    /GillSans-LightItalic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goFive
    /GothicB-HM
    /GothicL-HM
    /GothicNewsletter-HM
    /GothicRoundL-HM
    /GothicRoundXB-HM
    /GothicXB-HM
    /Goudy
    /Goudy-Bold
    /Goudy-BoldItalic
    /Goudy-ExtraBold
    /GoudyHandtooledBT-Regular
    /Goudy-Italic
    /GoudyOldStyleBT-Bold
    /GoudyOldStyleBT-BoldItalic
    /GoudyOldStyleBT-Italic
    /GoudyOldStyleBT-Roman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aphicChe
    /GraphicSansB-HM
    /Grrlzstuff
    /GTB
    /GTL
    /GTM
    /Gulim
    /GulimChe
    /GulimOldHangulJamo
    /Gungsuh
    /GungsuhChe
    /GungsuhR-HM
    /H2bdrM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drrB
    /H2drrM
    /H2gprM
    /H2gsrB
    /H2gtrE
    /H2gtrL
    /H2gtrM
    /H2hdkB
    /H2hdkM
    /H2hdrB
    /H2hdrM
    /H2mjmM
    /H2mjrB
    /H2mjrE
    /H2mjrL
    /H2mjrM
    /H2mjrU
    /H2mjsB
    /H2mjsM
    /H2mkpB
    /H2mkrB
    /H2mprB
    /H2pirL
    /H2porB
    /H2porL
    /H2porM
    /H2sa1B
    /H2sa1L
    /H2sa1M
    /H2snrB
    /H2sorB
    /H2supL
    /H2ta1B
    /H2ta1L
    /H2ta1M
    /H2ta2B
    /H2ta2L
    /H2ta2M
    /H2wulE
    /H2yerB
    /H2yerM
    /H2ysr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chipochiA
    /Haettenschweiler
    /Hancock
    /HappyDots
    /HarlowSolid
    /Harrington
    /HeadG
    /HeadlineR-HM
    /HeadlineSansR-HM
    /HeadR
    /HeatherRegular
    /Helvetica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Condensed
    /Helvetica-Condensed-Bold
    /Helvetica-Condensed-BoldObl
    /Helvetica-Condensed-Oblique
    /HelveticaLight
    /Helvetica-Narrow
    /Helvetica-Narrow-Bold
    /Helvetica-Narrow-BoldOblique
    /Helvetica-Narrow-Oblique
    /Helvetica-Oblique
    /HIAIRPORTARRIVAL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Telche
    /HiTelSupBase
    /HiTelWulTitle
    /HMKBP
    /HMKBS
    /HoeflerText-Black
    /HoeflerText-BlackItalic
    /HoeflerText-Italic
    /HoeflerText-Ornaments
    /HoeflerText-Regular
    /HolidayAi
    /HolidayBi
    /HolidayPiBT-Regular
    /HomePlanning
    /HomePlanning2
    /HonestJohns
    /HourPhoto
    /Humanist521BT-Bold
    /Humanist521BT-BoldItalic
    /Humanist521BT-Italic
    /Humanist521BT-Roman
    /Humanist777BT-BlackB
    /Humanist777BT-BlackItalicB
    /Humanist777BT-BoldB
    /Humanist777BT-BoldItalicB
    /Humanist777BT-ItalicB
    /Humanist777BT-LightB
    /Humanist777BT-LightItalicB
    /Humanist777BT-RomanB
    /HYbdaL
    /HYbdaM
    /HYbsrB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wpEQ
    /HYkanB
    /HYkanM
    /HYmjrE
    /HYmprL
    /HYnamB
    /HYnamL
    /HYnamM
    /HYporM
    /HYsanB
    /HYShortSamul-Light
    /HYSinGraPhic-Medium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A
    /HYSymbolB
    /HYSymbolC
    /HYSymbolD
    /HYSymbolE
    /HYSymbolF
    /HYSymbolG
    /HYSymbolH
    /HYtbrB
    /HYwulB
    /HYwulM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nternal.
    /JasuB-HM
    /JasuL-HM
    /JasuXB-HM
    /JoannaMT
    /JoannaMT-Bold
    /JoannaMT-BoldItalic
    /JoannaMT-Italic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lesgirltalk
    /KabelBook
    /KabelITCbyBT-Book
    /KabelITCbyBT-Ultra
    /KangSan
    /Kartika
    /Kinkee
    /KissMeKissMeKissMe
    /KristenITC-Regular
    /Kroeger0553
    /Kroeger0554
    /Kroeger0555
    /Kroeger0556
    /Kroeger0557
    /Kroeger0558
    /Kroeger0563
    /Kroeger0564
    /Kroeger0663
    /Kroeger0664
    /Kuenstler480BT-Black
    /KunstlerScript
    /KyunKo
    /KyunMyung
    /Latha
    /LatinWide
    /LetterGothic
    /LetterGothic-Bold
    /LetterGothic-BoldSlanted
    /LetterGothic-Italic
    /LetterGothicMT
    /LetterGothicMT-Bold
    /LetterGothicMT-BoldOblique
    /LetterGothicMT-Oblique
    /LetterGothic-Slanted
    /Lithograph-Bold
    /LithographLight
    /Love
    /LubalinGraph-Book
    /LubalinGraph-BookOblique
    /LubalinGraph-Demi
    /LubalinGraph-DemiOblique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39_SQUAREFUTUR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Regular
    /Marigold
    /Matchworks
    /MaturaMTScriptCapitals
    /MDEasop
    /MDSol
    /MeorimyungjoB-HM
    /MeorimyungjoXB-HM
    /Merced
    /MetaBoldLF-Caps
    /MetaPlusBoldItalic
    /MetaPlusBoldRoman
    /MickeyMousebats
    /MicroBit
    /MicrosoftSansSerif
    /MingLiU
    /Mistral
    /MJB
    /MJL
    /MJM
    /ModakR-HM
    /Modern-Regular
    /MoeumTB-HM
    /MoeumTL-HM
    /MoeumTR-HM
    /MoeumTXB-HM
    /Monaco
    /MonaLisa-Recut
    /MonotypeCorsiva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T-Extra
    /MVBoli
    /MyungjoB-HM
    /MyungjoL-HM
    /MyungjoNewsletter-HM
    /MyungjoSKB-HM
    /MyungjoXB-HM
    /NamuL-HM
    /NamuR-HM
    /NamuXB-HM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ri9
    /New
    /NewBatang
    /NewCenturySchlbk-Bold
    /NewCenturySchlbk-BoldItalic
    /NewCenturySchlbk-Italic
    /NewCenturySchlbk-Roman
    /NewGulim
    /NewsGothic
    /NewsGothic-Bold
    /NewsGothic-Condensed
    /NewsGothic-Italic
    /NewsGothicMT
    /NewsGothicMT-Bold
    /NewsGothicMT-Italic
    /NewYork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SimSun
    /Nuggim
    /OCRAExtended
    /OldEnglishTextMT
    /Oliver
    /OMRBubbles
    /Onyx
    /Optima
    /Optima-Bold
    /Optima-BoldItalic
    /Optima-Italic
    /Oxford
    /OzHandicraftBT-Roman
    /Pado
    /PalaceScriptMT
    /Palatino-Bold
    /Palatino-BoldItalic
    /Palatino-Italic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latino-Roman
    /PamNewB-HM
    /PamNewL-HM
    /PanhwaR-HM
    /PaperClip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avane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hotinaCasualBlack
    /Pilgi2
    /PlatthandDemo
    /Playbill
    /PMingLiU
    /PoorRichard-Regular
    /PosterBodoniBT-Roman
    /PrinceM
    /Pristina-Regular
    /PyunjiR-HM
    /QDotum
    /QGulim
    /QGungsuh
    /Raavi
    /RageItalic
    /Ravie
    /Revue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gers
    /SaenaegiB-HM
    /SaenaegiL-HM
    /SaenaegiR-HM
    /SaenaegiXB-HM
    /San02B
    /San02L
    /San02M
    /San60M
    /SanBsB
    /SanBsL
    /SanBsU
    /SanCnM
    /SanCrB
    /SanCrL
    /SandEgB
    /SandJg
    /SandKg
    /SandKm
    /SandSm
    /SandTg
    /SandTm
    /SanEgL
    /SanEgM
    /SanHgB
    /SanHgL
    /SanHgM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KbB
    /SanKbL
    /SanKbM
    /SanKsB
    /SanKsL
    /SanKsM
    /SanMrB
    /SanMrM
    /SanMuB
    /SanMuL
    /SanMuM
    /SanPkB
    /SanStM
    /SanSwM
    /Schrift
    /ScriptM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ulim
    /Seko
    /SeM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NamsanEB
    /SerifaBT-Bold
    /SerifaBT-Italic
    /SerifaBT-Roman
    /SerifaBT-Thin
    /SeUtum
    /Sevenet7
    /SFArborcrestHeavy
    /SFArborcrestHeavy-Oblique
    /SFArborcrestLight
    /SFArborcrestLight-Oblique
    /SFArborcrestMedium
    /SFArborcrestMedium-Oblique
    /SHeadG
    /SHeadR
    /ShowcardGothic-Reg
    /Shruti
    /SimHei
    /SimSun
    /SimSun-PUA
    /SinBatangChe
    /SinGraphic
    /SinMun
    /SnapITC-Regular
    /SohaR-HM
    /SouvenirITCbyBT-Demi
    /SouvenirITCbyBT-DemiItalic
    /SouvenirITCbyBT-Light
    /SouvenirITCbyBT-LightItalic
    /Springbats
    /Staccato222BT-Regular
    /Standard0753
    /Standard0754
    /Standard0755
    /Standard0756
    /Standard0757
    /Standard0758
    /Standard0766
    /StempelGaramond-Bold
    /StempelGaramond-BoldItalic
    /StempelGaramond-Italic
    /StempelGaramond-Roman
    /Stencil
    /SunM
    /Swiss911BT-ExtraCompressed
    /Sylfaen
    /Symbol
    /SymbolMT
    /TaeUtum
    /Taffy
    /Tahoma
    /Tahoma-Bold
    /TechnicalPlain
    /TempusSansITC
    /Terpsichore
    /Times-Bold
    /Times-BoldItalic
    /Times-Italic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imes-Roman
    /TombatsThree
    /ToonPlain
    /ToyotaMR2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Namr
    /TSTPenC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oUprightBT-Regular
    /Univers
    /Univers-Bold
    /Univers-BoldExt
    /Univers-BoldExtObl
    /Univers-BoldItalic
    /Univers-BoldOblique
    /Univers-Condense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Condensed-BoldItalic
    /Univers-CondensedBoldOblique
    /UniversCondensedLight
    /Univers-Condensed-Medium
    /Univers-Condensed-MediumItalic
    /Univers-CondensedOblique
    /Univers-Extended
    /Univers-ExtendedObl
    /Univers-Light
    /Univers-LightOblique
    /Univers-Medium
    /Univers-MediumItalic
    /Univers-Oblique
    /Uri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Walter
    /Webdings
    /Westminster
    /Whitney-Bold
    /Whitney-Book
    /Winamp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orinR-HM
    /WP-ArabicScriptSihafa
    /WP-ArabicSihafa
    /WP-BoxDrawing
    /WP-CyrillicA
    /WP-CyrillicB
    /WP-GreekCentury
    /WP-GreekCourier
    /WP-GreekHelve
    /WP-HebrewDavid
    /WP-IconicSymbolsA
    /WP-IconicSymbolsB
    /WP-Japanese
    /WP-MathA
    /WP-MathB
    /WP-MathExtendedA
    /WP-MathExtendedB
    /WP-MultinationalAHelve
    /WP-MultinationalARoman
    /WP-MultinationalBCourier
    /WP-MultinationalBHelve
    /WP-MultinationalBRoman
    /WP-MultinationalCourier
    /WP-Phonetic
    /WPTypographicSymbols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DanB
    /YDIDanL
    /YDIDanM
    /YDIGasiIIB
    /YDIGasiIIL
    /YDIGasiIIM
    /YDIGirlB
    /YDIGirlL
    /YDIGirlM
    /YDIGukB
    /YDIGukL
    /YDIGukM
    /YDIGurmB
    /YDIGurmM
    /YDIHSalB
    /YDIHSalM
    /YDIHsangIIB
    /YDIHsangIIL
    /YDIHsangIIM
    /YDIIrisB
    /YDIIrisM-KSCpc-EUC-H
    /YDIManB
    /YDIManL
    /YDIManM
    /YDIMatrix01
    /YDINeoulB
    /YDINeoulL
    /YDINeoulM
    /YDIPinoB
    /YDIPinoL
    /YDIPinoM
    /YDISaoB
    /YDISaoL
    /YDISaoM
    /YDISaoUL
    /YDISapphIIB
    /YDISapphIIL
    /YDISapphIIM
    /YDISmileB
    /YDISmileM
    /YDISolM-KSCpc-EUC-H
    /YDISomaB-KSCpc-EUC-H
    /YDIWebBatan
    /YDIWebDotum
    /YDIWindM-KSCpc-EUC-H
    /YDIWriSin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IYSin
    /YDSAH
    /YDSDJ
    /YDSHS
    /YDSJH
    /YDSJY
    /YDSMJ
    /YDSSH
    /YeopseoR-HM
    /YetR-HM
    /YetSansB-HM
    /YetSansL-HM
    /YetSansR-HM
    /YetSansXB-HM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onseiB
    /YonseiL
    /ZapfChancery-MediumItalic
    /ZapfDingbats
    /ZapfElliptical711BT-Bold
    /ZapfElliptical711BT-BoldItalic
    /ZapfElliptical711BT-Italic
    /ZapfElliptical711BT-Roman
    /Zebrra
    /ZurichBT-BlackExtended
    /ZurichBT-RomanExtended
    /ZWAdobeF
    /ZXSpectrum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fals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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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