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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CCD 센서의 스캔 이미지 향상을 해 쉐이딩 보정 알고리듬을 이용한 FPGA 설계  구 에 한 연

구이다. 쉐이딩 보정 기법은 룩업테이블(LUT)을 용한다. 향상된 이미지 스캔을 하여 CCD 센서의 모든 픽셀에 

한 히스토그램 최 값  최소값을 구하고, 균일한 히스토그램 값을 갖도록 오 셋 데이터의 쉐이딩 보정 LUT를 

생성한다. 스캔 과정에서 센서의 출력은 보정된 LUT값으로 변환되고 LUT 변환 처리는 FPGA로 구 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구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2.4ms 이하의 스캔 타이 을 충족 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은 낮은 성능의 로세서 기반에서 비용  실시간 향상된 이미지 스캔이 가능하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FPGA design and realization using the shading correction algorithm for a CCD scan image enhancement. The shading 

algorithm is used by LUT ( Look-up Table). The image enhancement results from that the histogram minimum value and maximum with 

respect to all pixels of the CCD image should be extracted, and the shading LUT is constructed to keep constant histogram with offset data. 

The output of sensor be converted to corrected LUT image in preprocessing, and the converting system is realized by FPGA to be enabled to 

operate in real time. The result of the experimentation for the proposed system is showed to take the scanning time 2.4ms below. The system is 

presented to be based on a low speed processor system to scan enhanced images in real time and be guaranteed to be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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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캐 는 사진, 그림 기타 문서 등을 스캔하여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다. 스캔 이미지는 원본과 비교

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흔히 경험한다. 제조사가 다른 스

캐 를 사용한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

한 차이는 장비의 특성에 의존 이다.[1,2] 모든 이미징 

시스템은 쉐이딩 효과를 보인다. 쉐이딩의 소스는 이미

지를 획득할 때 주변 조명  환경에 따라 노출, 과 

같은 카메라 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픽셀과 픽셀 사이의 

게인과 오 셋의 변화와 같이 카메라 자체에도 있다. 이

러한 다양한 향이 이미지의 화질에 향을 주게 된

다.[3~5]

스캔 이미지의 앙은 밝은 반면에 이미지의 에지 부

분에 가까울수록 밝기가 감소하는 상을 흔히 볼 수 있

다.  다른 경우, 이미지의 오른쪽 부분은 밝고 왼쪽 부

분은 어둡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 에 

해 기존의 기법은 자주 발생하는 에지 쉐이딩을 한 문

제 해결에 집 을 하고 있다. 한 제안한 쉐이딩 보정 

기법은 회기종류(retrospective type)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이미지에만 용이 가능한 문제 이 있

다.[6,7] 스캔이미지의 해상도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이미지 로세싱에 소요되는 데이터 연산량도 함께 증

가한다. 반면에 시스템의 로세서 성능이 향상 된다 하

더라도 시스템 체에 한 데이터 처리의 부하는 작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간단

하고 렴하며 실시간 이미지 로세싱이 가능한 쉐이

딩 보정 알고리즘에 해 LUT를 용 제안하고 FPGA로 

설계 구 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Ⅱ. 쉐이딩 보정 알고리즘

쉐이딩 보정은 CCD 센서를 입력 장치로 사용하는 스

캐  시스템에서 균일한 이미지를 획득하기 해 사용

하는 기법이다. 센서의 감도와 조도의 상태에 따라 스캔 

이미지의 히스토그램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분의 스캐  시스템은 균일한 히스토그램을 갖는 

이미지 획득을 하여 센서 픽셀의 감도와 조도를 고려

한 보정을 필요로 한다. 식(1)은 히스토그램 보정에 사용

하는 수식이다. 

 


×   (1)

여기에서, 픽셀  치의 센서 출력은 이고 

최소 밝기에서 출력값은 이다. 은 가장 

밝은 조도에서의 출력값이다. 은 쉐이딩 보정 결

과값으로 256단계 범  내에 치한다.

센서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

도 함께 증가한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서는 고

가의 고속 로세서를 사용하거나 신호처리 용의 

로세서를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고속 이미지 데이터 처리를 한 FPGA 사

용한다. FPGA에서는 쉐이딩 연산을 LUT로 만들어 반복

인 이미지 연산에 한 고속의 처리가 가능하다.

표 1. 픽셀 98～102의 쉐이딩 값
Table. 1 Shading values of 98～102 Pixels

픽셀 번호 화이트쉐이딩 블랙쉐이딩

: : :

98 206 114

99 207 114

100 207 108

101 207 114

102 209 115

: : :

표1은 센서 픽셀 98~102 사이의 화이트 쉐이딩과 블

랙 쉐이딩 데이터 값을 보이고 있다. 표1과 같이 각 센서

에 한 쉐이딩 값을 먼  획득하여 메모리에 장한다. 

앞서 설명한 식(1)을 용하여 룩업테이블 값 연산 과정

을 보인 것이 표2 이다. 픽셀 108에서 룩업데이블 값은 




×  가 된다. 픽셀 109에서의 룩업테

이블값은 


×  가 된다. 나눗셈과 같이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필요로 하는 연산은 룩업테이

블 만들어 사용함으로서 이미지 캡쳐 과정에서 연산 양

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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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D 변환값에 한 LUT값
Table. 2 LUT Values for A/D Results

A/D 변환값 LUT 값

Black 0 0

↑
: :

108 0

109 3

￬ 110 5

: :

White 255 255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그림 1. 설계 시스템의 블록도
Fig. 1 Realization System Block Diagram.

쉐이딩 보정을 한 시스템 설계는 센서 출력에 련

된 CCD블록, 쉐이딩보정 알고리즘 처리를  한 쉐이딩 

블록, 그리고 LUT 생성  시스템 컨트롤을 한 CPU 블

록으로 나 다. 그림1은 구  시스템의 블록도 이다. 

3.1. CCD 블록

CCD블록은 센서 데이터를 A/D 변환하는 처리를 하

며, 라인 CCD와 AMP, ADC로 구성된다. 각 센서 채

은 32um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렬로 나

란히 배열되어 있다. 스캐닝 동작에서는 한 번에 하나

의 센서 채 만 ON 하고, 다음 채 을 ON 하는 동안 이

에 ON 하 던 채 의 데이터가 출력된다. 센서 출력 

데이터는 비디오 앰 를 사용하여 증폭을 하고 A/D 변

환을 한다.

3.2. 쉐이딩 블록

쉐이딩 블록은 센서 픽셀 치에 한 감도 차이 

는 조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균등한 히스토그램 값을 

갖도록 향상 처리를 한다. 히스토그램 향상과정은 센서 

픽셀 치에 해 화이트 쉐이딩과 블랙 쉐이딩 값을 사

용하여 보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식(1)에서 보 듯이 

뺄셈과 나눗셈 연산을 반복하게 된다. 많은 인스트럭션 

수행을 요구하는 나눗셈 연산은 시스템 기화시에 

LUT로 만들어 놓고 FPGA는 입력되는 센서의 디지털 

값에 한 LUT값을 출력하도록 한다. 쉐이딩 블록은 

FPGA와 LUT 데이터를 장하기 한 RAM으로 구성

된다. FPGA는 변환 데이터를 마이크로 로세서 MPU

와 동기화된 시 스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MPU로 송

하도록 하며, MPU의 요청에 한 ADC 게인 컨트롤을 

수행한다.

그림 2. LUT 생성 블록도
Fig. 2 LUT Building Block Diagram

3.3. MPU 블록

MPU 블록은 룩업테이블 생성과 시스템 제어에 련

한 동작을 수행한다. 룩업테이블 생성은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LUT 데이터 계산에 련한 연산 

동작이다. 이 과정은 기에 한번 수행하고 스캐닝 동작

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 제어 동작은 시스템 기

화 과정, 스캐닝 로세스에 필요한 처리를 의미한다. 시

스템 기화 과정은 시스템 원이 인가되면 쉐이딩 블

록의 FPGA에 VHDL 코드를 로딩하고, 생성한 LUT 데이

터를 업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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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고찰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를 하여 실험은 

VHDL을 사용하여 FPGA에 쉐이딩 블록을 설계하 다. 

설계는 HDL 상향식 설계 기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특정 구  상에 국한하지 않는 범용 인 설계를 이루

고자 IEEE 표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설계된 하드

웨어는 Modelsim으로 시뮬 이션 하여 검증 하 다.

표1은 쉐이딩 보정 알고리즘 구 을 한 칩셋의 특

성을 보이고 있다. FPGA의 게이트 수는 14,579이고 내

부의 블록램은 576이다. 기  클럭은 66.6Mhz을 사용

하 다.

항  목 규  격

FPGA Gate Count 14,579

Block Ram 576

Clock 66.6Mhz

Memory(External) 32Mb x 16

표 3. FPGA 규격
Table. 3 FPGA Specification

그림3은 FPGA와 CCD 센서 사이의 제어 신호타이

을 나타내고 있다. C_MCLK는 CCD 센서의 기  클럭이

고, RB는 리셋 게이트 클럭이다. 한 주기는 676ns로 동작 

한다. A_CLAM 신호는 센서의 클램  타이 이다. 센서

의 신호는 A_DOUT가 ‘H'로 상승 할 때 출력이 된다.

그림4는 화이트쉐이딩 데이터에 한 3색의 히스토

그램을 나타낸 그래 이다. x축 방향은 픽셀의 치를 

상 으로 나타낸 것이고 y축은 히스토그램의 밝기값

을 보이고 있다. 히스토그램의 값은 0~255 범 에 있다. 

그림에서 ‘+’ 그래 는 Red 센서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은 Blue를 나타내며 ‘○’는 Green 이미지의 히

스토그램 그래 이다. 조도가 밝은 앙 부분은 체

으로 높은 히스토그램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 끝으로 

갈수록 낮은 히스토그램 값을 보인다. 그러나 Red 의 경

우 0.1~0.3 구간은 편차가 크게 변화하는 상을 찰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부분에서 센서의 게인 는 즈와 

같은 외부 조건의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동

일한 구간에서 Blue와 Green은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

다. R, G, B 세 채 의 데이터는 픽셀 구간 0.4에서 주변 

픽셀의 히스토그램 값보다 낮은 히스토그램 값의 계곡

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조도의 향으로 3가지 센서 모

두에서 발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센서 제어 신호 타이
Fig. 3 Sensor Control Signal Timming

그림5는 블랙 쉐이딩 데이터의 그래 이다. Blue와 

Green은 평균 으로 70~77의 히스토그램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Red는 58~65의 히스토그램 값을 갖고 있다. 

이것으로 Red 센서는 다른 컬러보다 낮은 감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lue와 Green의 평균 히스토그램 

벨이 비슷한 상태이지만 Red 센서의 평균 히스토그램 

벨이  다른 센서 벨보다 낮은 경우 컬러 구성의 체

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 별로 가 치 값

을 용하여 유사한 벨의 값을 갖도록 하 다.

그림 4. 화이트 쉐이딩 이미지의 히스토그램
Fig. 4 Histogram of White Shad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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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블랙 쉐이딩 이미지의 히스토그램
Fig. 5 Histogram of Black Shading Image

그림6은 LUT 쉐이딩 보정 알고리즘을 용한 후 한 

라인의 스캔 이미지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스캐닝 

상은 화이트의 백지를 사용하 다. 그림에서 각 컬러별 

평균 히스토그램 값의 편차가 하게 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d 센서 데이터의 경우 픽셀 0.35, 0.52, 

0.80 치에서만 평균보다 낮은 히스토그램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쉐이딩 보정 후의 히스토그램
Fig. 6 Histogram of Shading Correction on White Target

그림7은 Red, Green, Blue로 구성된 패턴 이미지를 스

캔 상으로 하고 LUT 쉐이딩 보정 알고리즘을 용한 

스캔이미지의 한 라인 히스토그램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보정 에는 이미지의 양쪽 끝에서 격한 편차

를 보 다. 

그러나 보정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Blue와 Green 컬

러는 완만한 밝기 벨을 보이고 있다. 입력 패턴의 시작

부분에서 Green에 한 부분은 히스토그램 그래 의 픽

셀 0.45 치에서 약 50의 밝기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입력 패턴의 히스토그램
Fig. 7 Histogram of Shading Correction on The 

Input Pattern

이웃한 Blue 컬러에 한 스캔이미지의 히스토그램

은 150의 밝기 값을 보 다. Red의 밝기 값은 Blue와 

Green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값을 갖고 있다. Red 패턴의 

시작 치인 픽셀 0.45~0.50 구간에서는 밝기 값이 ‘0’을 

보이고 있고 다른 컬러가 치한 0.40~0.45 구간에서 

‘50’의 밝기 값을 보인다. 즉, Red 센서는 자신의 색상이 

아닌 다른 컬러에 해서도 밝기 값의 변화가 있는데 이

것은 센서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CCD 스캔 이미지 향상을 한 LUT 쉐이딩 

보정 알고리듬을 이용한 FPGA를 설계  구  하 다. 

쉐이딩 보정 알고리즘은 연산양 감소를 해 각 화소에 

해 화이트  블랙 쉐이딩 조건을 용하여 센서 출력

값에 한 모든 값을 LUT화 하 다. 이미지 센서 값에 

한 LUT의 사용은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

눗셈과 같은 복잡한 연산을 간소화 할 수 있었고, 사양

의 로세서를 이용한 스캔 시스템 설계를 가능하게  하

다. 시스템 처리속도는 평군 2.4ms 이하로 안정 이

다. 이 결과 범용 로세서를 사용한 스캐닝 시스템 설계

와 비용의 시스템 구 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앞

으로 실용화를 한 정확한 제품 성능 사양과 임베디드 

모듈이 요구된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1764

참고문헌

[1] Rafael C. Gonzalez and Richard E. Woods, Digital 

Image Processing, Prentice-Hall, 2002.

[2] Kwang Ryol Ryu and Young Bin Kim, "Image Path 

Searching Auto and Cross Correlations" J. of KIMICS, 

Vol.9 No.6, pp.747-752, 2011.12.

[3] Jooyoung Ha, Sungmok Lee, WonWoo Jang, Hoongee 

Yang, Bongsoon Kang, “VLSI Implementation of 

Adaptive Shading Correction System Supporting 

Multi-Resolution for Mobile Camera,” KICS, vol.31, 

no.12C,  pp. 1201–1207,  Dec. 2006.

[4] Hyun-Sang Park, “Low-Complexity Lens-Shading 

Correction Algorithm based on Piecewise Linear 

Model,” KI-IT, vol.10, no.2,  pp. 183–189, Dec. 2012.

[5] T. Young, “Shading correction: compensation for 

illumination and sensor inhomogeneities,” in Current 

Protocols in Cytometry, J. P. Robinson, et al., Ed., vol. 

1, pp. 2.11.1–2.11.12, John Wiley & Sons, New York, 

NY, USA, 2000.

[6] Do-Hyeon Kim, Ho-Young Jung, Eui-Young Cha, 

“Contrast Enhancement Technique by Intensity Surface 

Stretching,” KICS, vol.11, no.12,  pp. 2398–2405 , 

Dec. 2007.

[7] T E Marchant, C J Moore, C G Rowbottom, R I Mackay, 

P C  Williams, “Shading Correction Algorithm for 

Improvement of Cone Beam CT Images in 

Radiotherapy,” Marchant et al. Physics in Medicine and 

Biology 53, pp.5719-5733, 2008.

저자소개

김 빈(Young Bin Kim)

1993년  목원 학교 자공학과 

공학사

2000년  목원 학교 자공학과 

공학석사

2011년 목원 학교 자공학과 공학박사

2007년~ 재 주)디토스 수석연구원

※ 심분야 : 상, 이미지스티칭, 임베디드 시스템

류 렬(Conan K.R. Ryu)

1975년 운 학교 공학사

1980년 경희 학교 공학석사

1988년 경희 학교 공학박사

1996~1997년 University of Pittsburgh 

기 자공학과 빙교수

2006~2008년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뇌신경외과 빙교수

재 목원 학교 자공학과 정교수

※ 심분야 : DSP(음성, 상,비디오,생체), Biomedical 

Engineering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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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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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