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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in Signal Integrity of FT-ICR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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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efficient noise reduction in a Fourier 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FT-ICR) mass spectrum, a new 

algorithm was proposed. The suggested algorithm reduces white and electrical noise, and it improves signal-to-noise 

ratio. This algorithm has been optimized to reduce the noise more efficiently using the traces of signal level. The 

algorithm has been efficiently combined with derivative window to improve the resolution as well S/N. Time domain 

data was corrected for DC voltage interference. t
n 
window was applied in time domain data to improved the resolution. 

However, t
n 
window can improve the signal resolution, it will also increase the noise level in frequency domain. 

Therefore, newly developed noise reduction algorithm will be applied to make a balance between resolving power and 

S/N ratio for magnitude mode. The trace algorithm can determine the current data point with several data points (mean, 

past data, calculated past data). In the current calculations, we assumed data points with S/N ratio more than 3 were 

considered as signal data points. After the windowing and noise reduction, both resolution and signal-to-noise ratio were 

improved. This algorithm is applicable more efficiently to frequency dependent noise and large siz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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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량분석기는 분석하고자 하는 화합물을 이온화하여 이온

화된 분자들의 기장이나 자기장 내에서의 거동의 차이로부

터 분자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여러 질량분석기 에서

도 퓨리에 변환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분석기(FT-ICR 

MS : Fourier 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는 분자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트랩에 분석하고

자 하는 분자들을 가두어 둔 상태에서 RF 여기(excitation) 

신호를 주어서 공명여기(Resonance Excitation)된 분자들의 

원운동(Cyclotron Motion)을 기  신호로 검출하며, 검출 

극에 흐르는 미세 류값의 변화를 리앰 에서 증폭시

킨다. 증폭된 신호는 퓨리에 변환을 거쳐, 이온의 질량에 따

라 고유한 주 수 신호로 나타나며, 그 고유주 수를 싸이클

로트론 주 수(Cyclotron Frequency)라 하고, 싸이클로트론 

주 수로부터 분자량을 계산해 낼 수 있다.

FT-ICR MS는 197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 의 Alan 

Marshall 교수가 발명한 고분해능 질량 분석 장비이다. 

FT-ICR MS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분

석화학, 고진공, 고자장, 온 기술, 자 제어 장치 

설계, 고 압 발생장치, 제어 로그램 등 여러 기술들이 융

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1].

본 논문에서는 자제어  신호처리 에서 FT-ICR

의 신호 충실성(Signal Integrity) 문제에 한 보다 나은 개

선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온 트랩 장치 즉, 일종의 센서에

서 검출된 미세 류 신호는 리앰  장치를 통하여 디지

타이 (NI PXI-5122)가 분해 가능한 수 의 압이 된다. 

14bit, 100MS/s로 검출된 시간 역 신호는 퓨리에 변환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역의 주 수 신호로 나타난다. 

실제는 주 수 신호와 반비례 계에 있는 질량축으로 변환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출된 시료의 신호 주 수로부

터 이미 알려진 시료의 질량값과 주 수로부터 만들어진 

계식을 이용하여 질량 신호로 변환하게 된다[식 1].

본 논문에서는 시간 역 신호를 주 수 역 신호로 변

환하는 과정에서 도우잉 방식을 사용하여 신호나 노이즈 

성분을 증가 는 감쇄 시키는 차에 한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그리고 주 수 역의 신호에 하여 노이즈를 

감시키기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이즈 감은 기존의 논문에서 체 데이터에 한 계수 

설정에 의한 방법[4]과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 어 노이즈 값

을 정하여 감산해 주는 방법[5]을 사용하 으나, 본 논문에

서는 재의 신호에 한 노이즈 값을 계산하여 가감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질량분석기의 신호 처리 

원리와 시간 역의 신호를 주 수 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신호  노이즈를 향상하기 해 사용하는 도우

잉에 한 방법을 제시한다. 한 도우잉 이후 증가된 노

이즈 신호에 한 노이즈 감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3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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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본 논문의 방법을 용하여 얻은 데이터에 하여 향

상된 과 최  찾기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FT-ICR 질량분석기의 신호 처리 원리

2.1 FT-ICR 질량분석기 신호처리 과정

FT-ICR 질량분석기에서 이온 신호를 검출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ICR(Ion Cyclotron Resonance) Trap내에 주

입된 이온은 마주 보는 형태의 2 의 극을 가진다. 한 

은 이온 운동을 시키는 RF 신호를 인가해 주며, 다른 한 

의 극은 운동하는 이온의 신호를 검출하는 목 으로 사용

한다.

그림 1 ICR 트랩에서 신호 검출 원리

Fig. 1 Principle of signal processing in ICR trap

검출 극에서 검출된 이온 운동의 변화는 차등 단증폭

기(Differential Preamplifier)에서 증폭되며, 증폭된 신호는 

디지타이 (NI PXI 5122)를 통하여 디지털화 되어 컴퓨터에 

장된다. 그림에서 표 되는 것처럼 시간 역에서의 신호

가 나타나며 이것은 퓨리에 변환 연산을 하여 주 수 역 

는 질량 역으로 변환된다.

그림 2 FT-ICR 질량분석기 신호처리 흐름도

Fig. 2 Flowchart of signal processing in FT-ICR MS

 

일반 인 FT-ICR 질량분석기의 신호처리 과정은 그림 2

의 흐름도와 같다. 디지타이 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는 

FFT연산을 하기 에 도우잉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도

우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1][2]. 사용자의 선택에 의

하여 Hamming, Hanning, Quarter Sine 등을 사용한다. 

도우잉을 하는 목 은 얻어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노이

즈 성분을 억제하고 신호 성분을 크게 하기 해서 이다. 

도우잉을 한 데이터는 FFT연산을 하며 연산된 데이터는 

주 수 역의 데이터이므로 분석하고자 하는 질량 역으로 

변환한다. 식 1과 같이 표 된다. 

                


 




                     (1)

A, B는 자기장의 세기와 트랩의 크기에 따른 상수 값이

며 m/z는 구하고자 하는 질량값, f는 주 수이다. 

2.2 미분 도우잉 방법[3]

본 논문에서는 도우잉 처리를 함에 있어서 노이즈 성분

을 제거하기 한 도우잉 방법 보다는 신호 성분을 증가

시키기 한 도우잉을 취한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변화시키고자 하는 함수 f(t)를 연산하기 에 체의 평

균값을 구하여 모든 데이터 성분에서 차감하여 연산을 한

다. 즉,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DC 성분을 제거해 다. 

식 2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함수 f(t)에 한 퓨리에 변환

식이다. 

               
∞

∞

                 (2)

F(w)에 n차 미분을 하면,





 

∞

∞

   
∞

∞

   ∙  

정리하면,

         


  ∙ ∙  

           
   ∙               (3)

미분 도우잉이란 시간 역에서의 함수 f(t)에 미분차수 

만큼의 t를 곱한 결과가 된다. 식 3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3 n=1일 때의 미분 도우잉

Fig. 3 Derivative windowing of n=1

2.3 노이즈 감 원리

미분 도우잉을 행하면 신호성분이 증가하지만 노이즈 

성분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주 수 역에 한 기  

노이  성분에 한 감소와 특정 주 수 역에서 증가하는 

노이즈 값에 한 감소가 필요하다. 노이즈 감은 주 수 

역 신호에 하여 용한다.

먼  체 데이터의 평균값(nmean)을 취하여 기 을 삼는

다. 그 기 치 보다 3∼5배 큰 값은 일반 으로 신호성분으

로 처리한다[4]. 재의 노이즈 데이터 값은 이  노이즈 성

분 값과 재의 신호성분 값으로 결정된다. 아래의 수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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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ni : 재의 노이즈 값,        ni-1 : 직  노이즈 값

n0 : 첫 노이즈 시작 기 값

nmean : 체 노이즈 성분의 평균값,

Si : 재 신호값,             S1 : 처음 신호값

여기서 구한 노이즈 각 성분을 원래의 데이터 각 성분과

의 차이로 새로운 신호성분을 구하면 된다. 식 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새로운 신호 성분(Ni)는 신호성분과 계산된 

노이즈 값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림 4는 원래의 데이터 값

과 계산된 노이즈 성분, 새로운 신호 성분에 하여 나타내

고 있다. 신호의 증감에 따라 노이즈 벨이 따라가며 증감

하여 계산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에서도 언 했지만 평

균값 보다 3∼5배 큰 값은 식 5를 용하지 않고 신호 값으

로 처리한다.

                                        (5)

그림 4 노이즈 감 알고리즘이 용된 질량스펙트럼

Fig. 4 The noise reduction algorithm applied mass spectrum

2.4 제시하는 신호처리 과정

본 논문의 신호처리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디지타이 에서 얻은 데이터는 DC 성분을 제거하는 차

를 수행한다. 다음 차로 미분 도우잉을 행하며 한 

차수의 도우잉을 행한다. 주 수 역 성분으로 변환하는 

FFT 연산, 노이즈 감 알고리즘 용 후 질량 역에서 데

이터를 볼 수 있다.

그림 5 노이즈 감 신호처리 과정

Fig. 5 Flowchart of noise reduction signal processing

3. 실험과 결과

실제 이온 신호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미분 도우잉에서 몇 차의 미분을 할 것

인가이다. 그림 6은 7차까지의 미분한 데이터를 그래 로 

표시했다. 그림에서 미분 차수를 증가하면 S/N이 안 좋아짐

을 알 수 있다. 차수 증가에 따라 노이즈 성분이 증가되는 

것이 그래 에 보여진다. 각 차수에 하여 정규화한 데이

터이다.

그림 6 미분 차수 증가에 따른 주 수 역 데이터

Fig. 6 The different degree of derivatives of frequency 

domain data

그림 7은 미분 차수를 증가하면서 볼 때 질량분석에서 평

가되어지는 Resolving Power(M/△M) 변수를 고려할 수 있

는 그래 이다. Resolving Power는 미분 차수가 낮을수록 

분자성분인 △M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7 미분 차수에 따른 데이터 비교

Fig. 7 The comparision data with derivative degree

노이즈 감 알고리즘을 용했을 때 실제 측정 데이터에 

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인삼 추출물에 한 질량 역

에서의 분석 결과이다. 노이즈 성분이 감소가 되고 픽크 간

의 구별도 명확히 됨을 알 수 있다.

미분 차수에 한 선택의 문제는 Resolving Power와 

S/N비를 동시에 고려하 을 때 최 을 찾을 수 있다.

그림 9는 이런 세가지 변수에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미분 에서 Resolving Power 값과 

S/N비의 최 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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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삼 추출물에 한 질량분석 스펙트럼

Fig. 8 The mass spectrum of Ginseng root extract

 

그림 9 미분 계수, Resolving Power, S/N의 상 계

Fig. 9 Parameter optimization for S/N and resolution 

improvement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T-ICR 질량분석기의 신호처리 과정에서 

S/N비 향상과 Resolving Power 향상을 한 최 의 도우

잉 방법과 노이즈 감 알고리즘에 하여 나타내었다. 도

우잉 방법은 노이즈 감소 보다는 신호 향상에 을 맞추

어 진행하 으며, 이후 증가한 노이즈에 하여는 신호 벨

을 따라 증감하는 노이즈를 감쇠시키는 알고리즘을 용하

여 노이즈를 감쇠시켰다. 최  미분 차수에 하여는 변수들

을 고려하여 1차 미분을 시행함이 최 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신호 성분의 

감쇠계수에 한 향을 고려할 때의 신호 최 을 찾아 보다 

많은 변수에 한 질량분석기 신호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Alan G. Marshall, Francis R. Verdum, “Fourier 

Transforms in NMR, Optical and Mass Spectrometry 

A User's Handbook", ELSEVIER (1990)

[2] Paul A. Lynn, Wolfgang Fuerst, "Introductory Digital 

Signal Processing with computer applications" 2nd 

edition, JOHN WILEY & SONS LTD (2000)

[3] Hyun Sik Kim, Alan G. Marshall, "Magnitude-mode 

Multiple-derivative Spectra for Resolution 

Enhancement without Loss in Signal-to-Noise in 

Fourier Transform Spectroscopy", J. Mass Spectrom. 

1995, VOL. 30. 1237-1244

[4] Parminder Kaur, Peter B. O'Connor, "Algorithms for 

Automatic Interpretation of High Resolution Mass 

Spectra", J. Am. Soc. Mass Spectrom. 2006, 17, 

459-468.

[5] Manhoi Hur, Han Bin Oh, and Sunghwan Kim, 

"Optimized Automatic Noise Level Calculations for 

Broadband FT-ICR Mass Spectra of Petroleum Give 

More Reliable and Faster Peak Picking Results", 

Bull. Korean Chem. Soc. 2009, Vol. 30, No. 11 

2665-2668.

   자   소   개

김 승 용 (金 昇 勇)

1994년 2월 부산 학교 자공학과 학사.

1999년 8월 숭실 학교 자계산기공학

과 석사. 2000년 9월∼2002년 8월 숭실

학교 컴퓨터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4년 

1월∼2000년 8월 LG이노텍 연구소 근무. 

2004년∼ 재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선

임기술원

Tel : 043-240-5121

E-mail : sykim@kbsi.re.kr

김 석 윤 (金 錫 潤)

1980년 서울 학교 기공학과 학사, 1990

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기, 

컴퓨터학과 석사. 1993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기, 컴퓨터학과 박사. 

1982년∼1987년 한국 자통신연구소 연

구원. 1993년∼1995년 Motorola Inc., 

Senior Staff Engineer. 1995년∼ 재 숭

실  컴퓨터학부 교수.

Tel : 02-820-0682

E-mail : ksy@ic.ssu.ac.kr

김  식 (金 炫 植)

1983년 서울 학교 화학교육과 학사

1985년 서울 학교 화학과 석사

1994년 Ohio State University 물리/분석

화학 박사. 1995년∼1996년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Research 

Fellow. 1996년∼2003년 LG생명과학기술

연구원, 책임연구원. 2003년∼ 재 한국

기 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Tel : 043-240-5120

E-mail : fticr@kbsi.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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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Curves 0.100000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Flatness tru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CheckCompliance [
    /Non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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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