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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heel 모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구동시스템의 구현

Implementation of In-wheel Motor Driving System for Electric Vehicle

윤 시 *․이  주†  

(Si-Young Yun․Ju Lee)

Abstract  -  In-wheel motor system gets the driving force from direct-driven motor in the wheel of electric vehicle. It is 

known as good system for vehicles, from an efficiency, packaging, handling and safety. This paper describes motor and 

inverter technologies, system configuration and control algorithms for in-wheel type electric vehicle. It is necessary to 

control on an interrelation perspective because this system drives two motors at same time. In system design, 

IPMSM(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ncluding a wide operating range and high-speed rpm is used 

and flux weakening control is performed in constant power range. Under the torque command from the host controller, 

auto control box, inverter's output torque is calculated with using torque estimation technique and applied to actual 

vehicle driving system. It is verified that the configuration and the algorithm are suitable for the in-wheel mo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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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자동차는 동력원에 따라 배터리만을 사용하는 순수 

기자동차와 기존의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 리드 

기자동차로 나 며 모터 구동방식에 따라 인휠 타입과 인라

인 타입 기자동차로 구분한다. 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인

휠 모터 시스템은 기존의 인라인 모터 시스템과는 다르게 

구동모터가 자동차 바퀴의 휠 안에 장착되어 있다. 인라인 

타입은 보통 축에 연결되어 있는 2개의 바퀴를 모터 한 

로 구동하나 인휠 타입은 바퀴 하나를 모터 하나가 구동하

는 독립 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동차의 추진력을 

축을 통해서가 아닌 모터를 직  제어하여 얻게 되는 방식

이다. 인휠 타입의 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서 사용하

던 변속기, 축, 차동기어 등을 제거 할 수 있어 구조가 간

단해 지고 차체를 경량화 시킬 수 있으며 에 지의 효율 증

를 가져 오는 장 이 있다[1-4]. 한 모터를 직  제어하

여 토크를 얻기 때문에 빠른 응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라

인 방식에 비해 향상된 주행 성능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차량의 회  시 각각의 독립 인 토크 발생이 가능하여 추

가 인 기능 없이 차량의 안정성을 구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인휠 모터 시스템은 모터가 바퀴마다 장착됨으로 

인하여 모터와 피드백 센서의 개수가 많아져 시스템이 복잡

해지고 제어와 제작상의 어려움, 제작비용의 상승 등의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모터에 직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불리한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

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간의 활용성, 디자인의 다양화를 지향

할 수 있어 세계 으로 폭넓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까지의 인휠 타입 기자동차에 한 연구는 부분 

기계  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용 모터 자체 는 

제어기의 단편 인 부분에 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인버터 

통합시스템에 한 구성과 제어에 한 용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5]. 본 논문에서는 차량에 용하기 해 모터와 

인버터 사양을 설정하고 이에 한 특성 악  제어기술

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 인 에서 보면 인휠 모터 시스템은 크게 배터리

와 모터 그리고 인버터로 구성된다. 원하는 차량의 출력을 

해서는 한 모터의 선정이 필요하고 모터 구동을 한 

력변환 하드웨어 구성과 제어알고리즘 소 트웨어가 필요

하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  당 고토크  고속 운

이 가능한 IPMSM(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를 사용하고 인휠 모터 2개를 동시제어 

하는 인버터를 통해 시스템의 운 능력과 출력특성에 해 

분석한다. 만일 토크센서의 피드백이 없는 시스템 상태 하

에서는 인버터가 출력토크를 지령에 맞게 내보내기 해서 

토크를 추정(Torque Estimation)하는 알고리즘 구 이 필요

하다. 보다 정확한 토크 추정 계산을 해 2  선형 보간법

(Bi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비선형구간에서의 Ld, 

Lq 라미터를 산정하고 id와 iq를 구한다.

IPMSM의 고속운 을 해 정출력 구간에서 약자속제어

를 하며 류의 크기뿐만 아니라 류 상각을 함께 고려

한 벡터제어를 사용하여 향상된 제어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2. 인휠 모터 시스템

2.1 시스템

인휠 모터 시스템의 구조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바퀴

에 모터가 각각 장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 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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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부 구성은 크게 배터리와 2

개의 인휠 모터, 인버터, 상 제어시스템인 ABX(Auto 

Control Box), ECU(Electronic Control Unit) 등으로 구성된

다. 여기서 ABX는 가속 페달과 이크 페달, ·후진 신

호를 입력변수로 하여 토크 명령값을 생성하며 인버터에 지

령을 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물론 ECU에서 ABX의 기능

을 가지도록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 매개 역할을 

하는 ABX unit을 두어 진행한다. 

Wheel 
Motor

Wheel 
Motor

ControllerBattery ABX

Inverter

ECU

그림 1 인휠 모터 시스템의 구조

Fig. 1 In-wheel motor system architecture

2.2 모터

인휠 모터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큰 기동토크와 폭 

넓은 속도구간, 높은 출력 도 등을 가진 모터가 요구된다. 

이에 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한 모터의 선정이 

필요하다. 한 인휠 시스템은 모터가 바퀴에 장착되기 때

문에 작은 량을 가지는 것은 기본 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다. 기자동차에는 보통 DC모터와 BLDC(Brushless DC) 

모터,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유

도기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되는 

것은 구자석 모터이며 그 에서도 고효율  고속회 에 

큰 장 을 가지고 있는 IPMSM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7].

그림 2 3상 6극 IPMSM

Fig. 2 IPMSM with 3phases 6poles

본 논문에서는 기자동차  소형자동차를 상으로 하

며 최 출력 16.4[kW]로 하는 3상 6극 IPMSM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모터의 기  설계사양은  FEM(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 자계 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그림 2는 연구에 이용한 모터의 단면도이다.

표 1은 모터의 기 인 사양을 나타낸다. 모터의 정격속

도는 2,800[rpm]이며 최 속도는 12,100[rpm]이다. 기 속도

(Base Speed) 이하에서는 정토크 운 을 하고 기 속도 이

상의 정출력 구간에서는 약자속 운 을 한다. 모터의 실제 

출력을 확인하여 설계 시뮬 이션 값과 비교 검토한다.

항목 단 사양

극수/슬롯수 - 6/9

상 항 mΩ 10.3

입력 압 Vdc 330

정격출력 kW 5.8

정격토크 Nm 19.8

정격속도 rpm 2800

최 출력 kW 16.4

최 출력 Nm 56

최 속도 rpm 12100

표  1 모터의 기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motor

그림 3 모터의 T-N 곡선

Fig. 3 T-N curve of motor

그림 3은 모터의 속도  토크 곡선을 나타낸다. 구간별로 

정토크 역과 약자속 제어구간인 정출력 역이 표시되어 있

으며 출력사양에 따라 정격출력과 최 출력이 나타나 있다. 

각 지 에서의 값은 출력토크를 나타내고 최 토크는 56[Nm]

이며 최 출력은 16.4[kW]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속도 

12,100[rpm]은 모터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 사양을 나타낸다. 

모터의 구동은 보통 정격구간에서 이루어지지만 단시간 

정격구간인 최 출력의 구간에서도 사용해야 한다. 정격 운

구간을 벗어난 역에서는 모터나 인버터에 매우 높은 열

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수냉식 는 공냉식

의 냉각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제어기에서 온도측정이 가능

하도록 하여 제어알고리즘에 반 하여야 한다.

그림 4 FEM을 이용한 모터의 정격출력과 베타각(100℃)

Fig. 4 Rated power and beta angle characteristic using 

FE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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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EM을 이용한 모터의 최 출력과 베타각(100℃)

Fig.  5 Maximum power and beta angle characteristic using 

FEM(100℃)

그림 4와 5는 모터의 정격출력과 최 출력에 해 FEM

을 통해 계산된 100℃ 상태 하에서의 출력과 베타각을 나타

낸다. 

2.3 인버터

 인버터는 크게 원부와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

부는 DC 배터리 압을 사용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부분이

며 이 압을 제어하여 모터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된다. 

원모듈은 IGBT  필터콘덴서, 류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부는 하나의 제어보드와 두 개의 IGBT 드라이  모듈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보드는 게이트 보드를 제어하여 직

류 원을 교류 원으로 력 변환을 하는 기능을 가지며 2

개의 모터제어를 한 3상 3-leg 2개의 IGBT 드라이  모

듈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방식은 각 모터마다 6개의 스 치를 사

용한 3-leg 방식으로 모터를 각각의 드라이  모듈이 담당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스 치를 이기 해 특별히 5-leg

를 이용하여 하나의 인버터 드라이  모듈로 두 개의 바퀴

를 동시에 구동시키는 회로를 제안한 논문이나 2상 동기기

를 기본으로 하여 2상의 각 상을 풀 리지 인버터로 구

하는 회로를 제안한 논문 등 다른 방식을 제안한 논문도 있

다[8].

IGBT &
Driver

DC
Input

Inverter
Output

Capacitor

Comm. &
B/D Power

Heatsink

그림 6 인버터의 내부 구조

Fig. 6 Structure of inverter

인휠 모터 시스템에 인버터의 내부 구조를 그림 6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버터는 한개의 CPU와 2개의 

IGBT 드라이 회로, DC입력, 인버터 출력을 가지고 있다.

SMPS B/D Gate B/D

Motor

DC 12V
Power

DC 300V
Power

IGBT

Control B/D

모터 신호
(레졸버, 온도)

Gate 신호

IGBT 온도전압신호 전류신호

IGBT 제어

외부 인터페이스
(Di,DO,COMM 등)

그림 7 인버터의 워선  신호선

Fig. 7 Power and signal line of inverter

그림 7은 인휠 모터에 사용한 워와 신호선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컨트롤보드는 게이트 보드를 통해 IGBT를 제어

하며 모터를 포함한 외부 디바이스로부터 피드백 신호를 받

는다. 이 신호에는 입력 압, 출력 류, 온도, 모터의 치정

보, 온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버터의 스 칭 주 수는 

10[kHz]이며 벡터제어를 이용한 류제어 알고리즘은 

100us 마다 수행된다. 인버터의 기  사양이 표 2에 나타

나 있다.

항목 단 사양

정격 압 Vdc 330

제어 원 Vdc 12

압변동 Vdc 220~380

Derating 압 Vdc 220

냉각방식 - 강제공냉식

제어방식 - 토크제어

제어조건 - 2축제어

표   2  인버터의 기  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inverter

3. 제어 알고리즘

교류 동기를 운 하는데 있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벡터제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과 류, 자속 등을 d, 

q축으로 분리하여 제어를 하는 벡터제어 방식과 류 상각

을 이용하여 최 토크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인버터는 

100us 주기로 류제어를 수행하고 출력 류나 토크에 포함

된 고조 가 다른 변조 방식보다 은 공간 벡터 압 펄스

폭 변조(Space Vector PWM) 방식을 이용하여 구 한다. 

인버터는 상 제어기의 토크 지령에 따라 이에 응하는 

류와 류 상각을 계산한 후 제어를 통해 출력을 내보내

게 된다. 지령을 류의 형태가 아닌 토크의 형태로 받을 

경우 토크를 류 값으로 바꿔 줘야 한다. 모터에 토크센서

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는 이 값을 피드백 받아 제어를 수행

하면 되지만 시스템이 토크센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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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버터는 자체 계산에 의해 토크 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실험  데이터에 의한 것

과 토크 추정 기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실험  방법은 

M-G(Motor-Generator) Set 등을 이용한 류 크기  

상각에 의한 토크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토크를 발생

시키는 데에 정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간의 데이

터 표본 추출이 필요하고 류 상각의 변화가 큰 약자속 

구간 같은 곳에서는 데이터의 샘 링 간격에 따라 정확도에

서 큰 차이가 난다. 토크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General 

Torque Equation (GTE), Flux estimation with 

Compensation Scheme (FCS), Sliding Mode Observation 

(SMO), Model Reference Adaptive System (MRAS) 등이 

있다[9]. 제일 간단하고 계산량이 은 방법으로 일반 인 

토크 추정기법(GTE)을 들 수 있다. 구자석의 쇄교자속의 

값과 d축, q축 인덕턴스 값을 상수로 하여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간단하나 인덕턴스 변동에 한 오차율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라미터를 가지고 일반  토크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토크를 

계산하고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해 각각의 구간에서의 인

덕턴스 값을 용한다.

3.1 IPMSM의 토크방정식

IPMSM의 압과 토크 방정식을 d, q축으로 표 하면 다

음의 식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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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d,q축 압      : d,q축 류        

  : d,q축 인덕턴스    : 상 항

  : 회 자 각속도       : 계자자속

  : 미분연산자    : 모터의 극수    : 토크

3.2 정토크 구간에서의 토크 계산

IPMSM에서는 ≠이므로 릴럭턴스 토크가 존재하며 

 ≺   이므로 식(2)에 보면 ≺ 의 경우, 즉 음의 값을 

가지는 d축 류가 흐를 경우 릴럭턴스 토크가 구자석에 

의한 토크와 합해져서 출력 토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동일

한 토크를 발생시키는  의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 최소가 되는 류의 조합을 가지는 것이 최 토크

제어, MTPA(Maximum Torque Per Ampere) 기법이라 하

며 이것을 이용하여 제어를 한다.

고정자 류와  의 계식은 다음과 같다.

 

 

 ≤ max                                 (3)

정토크 구간에서의 토크는 허용 가능한 최 류 

(max)에 의해서 제한된다. 따라서 류제한 역  ≤ max   

내에서만 고정자 류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토크를 증가

시키기 해 압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

하며 최 압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고정자 류를 크게 

할 수 없다.

식(2)와 식(3)을 이용하면 에 한 식(4)와 에 한 식

(5)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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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토크에 해 최소의 d, q축 류로 미분을 하여 0이 되는 

해를 구하면 주어진 토크에 한 최소의 d, q축 류를 구

할 수 있다. 

d축 류 에 해 식(4)를 미분하면

 


   

                           (6)

   



                             (7)

q축 류 에 해 식(5)를 미분하면















                          (8)


 







                                (9)

식(8)과 식(9)와 같이 각각 와 에 한 4차방정식이 된

다. 제어주기 내에 방정식을 계산하여 류 값을 구하는 것

은 시스템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데이터 

생성의 단순화와 편이성을 해 와 를 실시간으로 계산

하지 않고 미리 구하여 테이블화 하여 용한다. 샘 링 사

이의 값들은 2  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

하여 구한다.

3.3 정출력 구간에서의 토크 계산

토크를 증가시키기 해 압을 증가시키면 인가할 수 있

는 최 압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지 이 기 속도가 되며 

더 이상 토크를 증가시킬 수 없게 된다. 이 기 속도 이상

에서는 정출력 구간으로 속도를 증가시키기 해 약자속제

어를 하여야 한다.

식(10)은 모터의 압제한 조건을 나타낸다.

 

 

 ≤max                              (10)

고정자 항 성분의 압강하를 무시하고 정상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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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 부하에서의 T-N 곡선(추정토크, 출력토크)

Fig. 9 T-N curve on maximum load (estimation torque, 

output torque)

그림 10 속도에 한 추정토크와 출력토크의 오차율

Fig. 10 Error rate of  T-N curve on maximum load for 

estimation and output torque)

              (a)                         (b)

그림 11 (a) 가감속 로 일 (b) 속도에 따른 최 출력토

크

Fig. 11 (a) Acceleration/deceleration velocity profile (b) 

Maximum torque per velocity 

Monitoring
Computer

Motor

Inverter

MG set

그림 8 M-G Set을 이용한 모터, 인버터 시험

Fig. 8 Motor and Inverter test using M-G Set

정격의 d, q축 류  가 흐르는 경우  에 한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11)

                                      (12)

 
   

 ≤max                  (13)

식(11), (12), (13)을 정리하여 에 한 식으로 표 하면 

식 (14)와 같이 2차식이 된다.





 

 
 max  

max 
      (14)

정격속도에서의 최 류값  max 를 구하고 압과 류

제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를 구하면 식(15)와 식(16)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의 값은 자속이 감소하는 방

향으로 작용하여야 하므로 음의 값을 갖는다. 

  




     
max 

 

    

(15)

 



                                       (16)

4. 실험 결과

그림 8은 M-G Set 장비를 이용한 모터, 인버터의 부하시

험환경을 나타낸다. 제어기의 입력 원은 시험을 해 배터

리가 아닌 DC 원공 장치를 사용하며 속도에 한 토크

발생, 속도, 토크에 한 류 상각 시험 등을 수행한다.

그림 9는 최 출력에 해 라미터 보정을 통해 추정한 

지령토크와 시험장치에서 측정한 출력토크를 속도-토크 곡

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0에서 보면 최 속도 부근에

서 오차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를 제외

역에서는 체 으로 목표 오차율 5% 이내에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최 속도에서 오차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류 상각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지 으로 정확한 값을 구

하지 못한 과 토크가 상 으로 작아 측정기기의 오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실험  요인으로 악된다. 

그림 11은 체 50sec 동안 최  속도까지의 가감속 운

에 한 출력토크를 나타낸다. M-G Set의 속도제어 하에 

부하 profile을 생성한다. 이 시험으로 차량의 최 부하 상태

에서 가감속 시 토크 지령 비, 출력토크의 오차율을 악

하 다. 측정 결과, 목표 사양 5% 이내에 만족한 값을 얻었

으며 실제 차량에 장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여 차량의 용

에 합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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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휠모터 구동시스템의 목표사양에 따른 

모터와 인버터의 모델 구 과 시뮬 이션을 하 으며 실차

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 다. 모터와 드라이버의 특성과 

구동을 한 토크 추정기법을 설명하고 출력을 확인하 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와 제어방법이 인휠 모터 시스템에 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최 의 시스템 연구에 도움이 되리

라 사료된다.

차후 기자동차의 약자속 운  시 고정자 항성분 압

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 으로 필요하며 특히 IPMSM의 경

우 부하와 운 속도에 따라 라미터가 변동되는 특성을 고

려한 제어기의 설계가 요구된다.

References

[1] U-sok Chong, Beom-jin Jeon, Seung-ki Sul, 

Jin-hoon Jung, "A Study on the Control of 4WD 

EV", KIEE, pp.172-174, Nov. 1994.

[2] Soo-Mok Lee, Yong-Min Jeong, Won-Yong Sung, 

Og-Jin Kim, and Byoung-Kuk Lee, “Advanced 

control-algorism of In-wheel motor driving system 

for electric vehicle”, KIEE, 2012.11, 348-350

[3] Watts, A., Vallance, A., Whitehead, A., Hilton, C. et 

al., "The Technology and Economics of In-Wheel 

Motors," SAE Int. J. Passeng. Cars - Electron. 

Electr. Syst. 3(2):37-57, 2010.

[4] King-Jet, T., and Chen, G.H., “Computer-Aided 

Design and Analysis of Direct-Driven Wheel Motor 

Drive”, IEEE transaction on Power Electronics, Vol. 

12, NO. 3, May 1997, pp. 517-519.

[5] Youngchoon Choi, Chiman Park, Jeongmin Kim, 

Seoho Choi, Hyunsoo Kim, “Control Algorithm for a 

In-wheel Independent Drive Electric Vehicle”, KSAE, 

pp.2054-2059, 2008.

[6] J. Wai, T. M. Jahns, "A New Control Technique for 

Achieving Wide Constant Power Speed Operation 

with an Interior PM Alternator Machine“, Industry 

Applications Conference, 2001.

[7] Jain, M.,“Suitability Analysis of In-Wheel Motor 

Direct Drives for Electric and Hybrid Electric 

Vehicles”, Electrical Power & Energy Conference 

(EPEC), 2009 IEEE

[8] B. Francois, A. Bouscayrol, "Decoupled control of 

two induction motors fed by a five-phase voltage 

source inverter", in Proceedings of the 

ElectrIMACS’99, vol. 3, Lisbon, September 1999, pp. 

313–318.

[9] Kheng Cher Yeo, "Comparison of Torque Estimators 

for PMSM", Power Engineering Conference, 2008. 

AUPEC '08. Australasian Universities, 14-17 Dec. 

2008.

   자   소   개

윤 시  (尹 始 永)

1993년 한양  기공학과 졸업, 1995년 

동 학원 기공학과 석사 졸업, 재 

동 학원 박사과정, 1995~2000년 ㈜삼성

공업 앙연구소, 재 ㈜아이 워컨 

부장

이  주 (李  柱)

1986년 한양  기공학과 졸업, 1988년 

동 학원 기공학과 석사 졸업, 

1998~1993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1997년 일본 큐슈 학교 System 정보과

학연구과 박사졸업, 1997년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원, 1997년~ 재 한양  

기공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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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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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