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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daily load forecasting for special days considering the rate of operation of industrial 

consumers. The authors analyzed the power consumption pattern for both the special and ordinary days according to the 

contract power classification of industrial consumers, and selected 400~600 specific consumers for which the rates of operation 

during special days are needed. Load forecasting for 2014 special days considering the rate of operation of industrial 

consumers showed a noticeable improvement on forecasting error of daily peak demand, which 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e 

survey for the rates of operation during special days of industr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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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특수일이 포함된 주의 요일별 수요패턴

Fig. 1 Pattern of weekly demand with special days

1. 서  론

전력수요예측은 전력설비 투자계획 수립, 전력수급 안정, 구입전

력비 결정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수급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의 정확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11년 9.15 순환단전도 이상고온 현상에 의한 전력수요의 급

증을 반영하지 못한 수요예측 착오가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1]

전력수요예측은 실시간 수요예측, 일간수요예측, 주간수요예측, 

월간수요예측, 단기수요예측, 장기수요예측으로 구분하며,[2] 명절

연휴·하계휴가 집중기간 등의 특수일에는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수

요예측을 해야 한다. 특수일에는 기업체의 조업률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산업용 기업체의 조업률을 파악하여 수요예측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0∼’13년 통계를 보면 예측오차는 연평

균 ±2.0% 내외이지만 특수일에는 최대 ±10%까지 오차가 발생하

고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일 수요예측과 조업률반영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계약전

력 1만 kW이상(수전전압 154kV) 직거래고객의 조업계획 자료기

반의 연휴기간 전력수요 변동률을 이용한 연구[3], 과거 동일한 

특수일의 부하패턴을 고려한 시간대별 상대계수를 이용한 수요예

측연구[4], 퍼지 선형회귀분석법을 이용한 설 및 추석연휴의 수

요예측에 관한연구[5]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일 수요예측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

는 조업률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 37만여호의 산업용 

기업체 중에서 특수일에 조업률 변동이 크고, 전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을 통계적으로 선별하여 조업률 조사를 효

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특수일 전력수요의 특징

특수일은 법정 공휴일, 임시공휴일, 하계휴가 집중기간 등을 

말하며, 특수일 중에 특수 경부하기간은 신정과 설 또는 추석과 

같은 명절 전·후,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의 하계휴가 집중기간 등

을 말한다.

특수일이 포함된 기간의 요일별 수요특징을 보면 특수일이 무슨 

요일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요일별 수요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14년 1월1일 신정(수요일)의 예를 들어 보면 그림 

1과 같이 공휴일인 1월 1일의 수요뿐만 아니라 공휴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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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전후인 화요일과 목요일 수요패턴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휴일 전날인 ’13년12월31일 화요일의 경우 다른 주의 화요일 

패턴과는 다르게 오후시간대부터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휴일 다음날인 1월2일 목요일의 경우에는 다른 

주의 월요일 패턴처럼 새벽시간대 수요가 낮게 출발하여 서서히 

증가하는 패턴임을 알 수 있다.

특수일이 포함된 기간의 월요일(12.30일) 새벽시간대 수요가 

높은 것은 지난 주말(12.29∼30)의 기온이 -5℃∼-7℃로 급격히 

추워져 난방수요가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으로 판단된다.

주중에 휴일이 없는 ’14년1월 둘째 주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전형적인 평상일 수요패턴으로 월요일 새벽시간대 수요가 낮은 

것을 제외하고 특이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상일 수요패턴 중 월요일 새벽시간대 수요가 다른 날에 비해 

낮은 것은 평일에 24시간 조업을 하고 주말에 쉬는 기업체들의 

월요일 조업이 시작되지 않아 수요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특수일이 없는 주의 요일별 수요패턴

Fig. 2 Pattern of weekly demand without special days

그림 3 ’13년 계약종별 전력판매 현황

Fig. 3 share of electricity sales by tariff (’13)

3. 조업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통계 분석

3.1. 전력판매량 통계

’13년 현재 계약종별 전력판매량을 보면 전체 판매량중 산업

용이 약 55.9%를 점유하고 있어 산업용 고객이 전체 전력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용고객을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분석해 보면 전체 

산업용고객 약 37만3천여호 중 계약전력 5천㎾ 이상인 고객호수

는 2,427 호로 전체 산업용고객 호수의 약 0.7%에 불과한 반면, 

이고객의 판매량은 산업용고객 전체 판매량의 약 70%를 점유하

고 있다.[6] 

표 1 산업용 계약전력 구간별 판매량(’13년)

Table 1 Electricity sales by contract demand section of 

industries(’13)

구분 5천㎾ 이하 5천㎾ 이상 계

판매량점유 30.5% 69.5% 100%

호수(호) 370,481 2,427 372,908

2. 조업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통계모형 구축

산업용 기업체의 특수일 전력사용 패턴을 보기위해 계약전력 

1만kW 이상 산업용기업 634호의 ’13년 추석연휴기간(’13. 9. 16 

∼9. 24) 사용량을 추출하여 일별 전기 사용 패턴을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전력사용량에 따라 연휴기간

동안 휴무 또는 근무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단, 

변동계수는 아래와 같다.[7] 

  

․


        (1)

단, : 수용호수(호), : 수용호수의 피크시 사용량(㎾), 

  :수용호수의  피크시 사용량 평균(㎾)

변동계수 분석 결과 휴일에도 거의 일정한 전력사용 패턴을 

보이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력사용량이 일정

한 사업장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변동계수(CV) 

분석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 ’13년 추석 연휴기간 휴무 여부 분석

Table 2 Analysis of Day-Off during ’13 Chuseok

구 분 빈도 비  고

0.02＜CV＜0.1 260
연휴기간 중 휴무 없음

(평일대비 사용량 변화가 없음)

0.1≤CV＜0.5 204
휴무 없고, 1~2일 일부휴가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 등)

0.5≤CV 170
3일 이상 휴무

(평일대비 사용량 변화가 큼)

변동계수 분석을 통해 사용량이 일정한 기업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조업률 조사대상 기업 선정을 좀 더 계량적으로 진행하

기 위해 변수를 추가하여 통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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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모형에 적용되는 변수는 EXCEL에서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통계 값으로 설정하여, 추후 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변

수의 종류는 

① 계약전력

② 최대전력(분석기간 중 최대치로 피크 시 시간당 전력 사용

량)

③ 평균전력(분석기간 중 평균치로 시간당 평균 전력 사용량) 

④ 표준편차(표본 집단의 표준편차) 등이다.

조사대상 선정(Y=1)을 종속변수로 하는 통계모형의 독립변수

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대변수를 정의하였다.

   계약전력
평균전력

                    (2-1)

   계약전력
최대전력

                 (2-2)

   평균전력
표준편차

변동계수      (2-3)

   최대전력
표준편차

                    (2-4)

계약전력 5천㎾ 이상기업체 2,427호 중 데이터 누락이 없는 

기업(표 3)을 대상으로 원점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원점회귀

분석 모형식은 식 (3-1), (3-2) 와 같다.

표 3 통계모형 분석대상 기업체 수

Table 3 Number of targeted companies for statistical model 

analysis

구분 설 하계 추석 비교월(5월)

’12

기간
1.18~1.28

(11일)

7.20~8.19

(31일)

9.25~10.5

(11일)

5.1~5.31

(31일)

기업체 

수
2,085 1,980 1,839 2,046

’13

기간
2.5~2.15

(11일)

7.20~8.19

(31일)

9.14~9.24

(11일)

5.1~5.31

(31일)

기업체 

수
2,166 2,060 2,133 2,079

   [ =K ]                       (3-1)

    [ =K ]                       (3-2)

여기서  : 평균전력,  : 최대전력, K : 계약전력,  ,  : 

파라미터로서 계약전력에 대한 평균전력 및 최대전력 

사용량 비

3. 조사대상 후보기업체 선정 방법

분석결과 그림 4와 같이 계약전력 대비 최대전력 값과 평균전

력 값이 둘 다 상위 95%이상인 경우를 조사대상후보로 선정하였

다.  이것은 계약전력대비 최대(피크시)전력과 평균 사용량 비율

이 사업체 전체 평균 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를 조사대상후보로 

선정함을 의미한다. 

계약전력
 

그림 4. 원점회귀분석 개념도[8]

Fig 4. Concept of regression analysis through origin

4. 최대전력 분석

계약전력과 최대전력 비율에 의한 조사대상 후보를 선정하는데 

최대전력과 계약전력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0.95를 초과하여 밀접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최대전력 분석결과 상위 95% 이상 기업체 수

Table 4 Number of companies over top 95%

구  분 기업체 수
계수

(K)

95%이상

기업체 수()

구성비

(%)

’12

년

설 2,085 0.407 867 41.6

하계 1,980 0.437 883 44.6

추석 1,839 0.469 574 31.2

비교월 2,046 0.447 787 38.5

’13

년

설 2,166 0.422 888 41.0

하계 2,060 0.475 770 37.4

추석 2,133 0.464 711 33.3

비교월 2,079 0.449 804 38.7

비교 월인 5월의 계약전력대비 최대전력 사용량 비율(계수)은 

2012년과 2013년이 각각 44.7%와 44.9%로 비슷하나, 2012년 특

수일의 동비율은 추석(46.9%)을 제외하고는 설(40.7%)이나 하계

(43.7%)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 의미는 계약전력 대비 5월

에는 약 45%를 사용하는데 비해, 추석에는 47%, 설에는 41%, 

하계기간에는 44% 대로 전력수요 피크기인 하계기간에 오히려 

계약전력 대비해서 최대 전력 사용량은 크게 늘지 않은 점이 특

이하다. 2013년 특수일의 동비율은 하계(47.5%), 추석(46.4%)은 

비교월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설(42.2%)은 비교월보다 낮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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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균전력 분석

계약전력과 시간당 전력 사용량 평균의 비율에 의해 조사대상 

후보를 선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비교 월인 5월의 계약전력대비 평균 시간당 전력 사용량 비율

(계수)은 2012년 36.9 %에서 2013년 38.1 %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비교월에 비해 특수일의 동비율이 2012년은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평균 사용전력은 최대사용 전력에 비해 계약전력 

대비 10% 정도 더 적게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할 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력사용에 대한 변동성이 더 크고 예측가능성은 낮

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특수일의 동비율은 하계(38.1%)와 추석(38.3%)은 비교 

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설(33.3%)은 낮게 나타나 전년

도 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5 평균전력 분석결과 상위95%이상 기업체 수

Table 5 Number of companies over top 95%

구  분 기업체 수
계수

(K)

95%이상

기업체 수()

구성비

(%)

’12

년

설 2,085 0.328 454 21.8

하계 1,980 0.363 503 25.4

추석 1,839 0.360 334 18.2

비교월 2,046 0.369 516 25.2

’13

년

설 2,166 0.333 514 23.7

하계 2,060 0.381 472 22.9

추석 2,133 0.383 344 16.1

비교월 2,079 0.381 496 23.9

6. 조업률 반영 수요예측

6.1. 조업률 조사대상 후보기업체 선정

조사대상 후보기업은 최대전력 사용량 기준과 평균 사용량 기

준 둘 다에 해당되는 기업체로 선정(  ∩) 하였으며, 선

정결과는 표 6과 같이 2013년의 경우, 설과 추석 특수일에는 각

각 464개와 307개이며, 하계 특수일에는 415개로 선정되었다. 

6.2. 조업률 조사대상 기업체 선정

조업률 조사대상 기업체 선정식은

[ ′ int]                       (4)

이며, 여기서  ′ 1이면 조사대상 기업,  ′ 0이면 조사제외, 

단,  ′ 1이면  ′ 1로 조정한다. 는 통계모형의 추정치로 

2013년 하계 특수일의 경우 –0.399∼1.4048의 값을 나타내며, 

는 조정계수로 반올림의 조정계수는 0.5이다.[8]

2012년과 2013년 특수일 및 비교 월의 전력사용특성을 이용

하여 조업률 조사대상 기업체를 선정한 결과 대상 기업체 수는 

조정계수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1차 분석에서 선정한 조사

대상 후보군은 조정계수 값이 약 0.55∼0.60 사이 값이며, 조

정계수가 증가할수록 조사대상 기업 수는 증가하였다. 

표 6 조업률 조사대상 후보기업 선정 결과

Table 6 Result of selection of candidate companies for 

survey

구분 기업체 수
조사대상

기업체 수( ) 구성비(%)

’12

년

설 2,085 414 19.9

하계 1,980 471 23.8

추석 1,839 276 15.0

비교월 2,046 486 23.8

’13

년

설 2,166 464 21.4

하계 2,060 415 20.1

추석 2,133 307 14.4

비교월 2,079 479 23.0

표 7 조업률 조사대상 기업체 선정결과

Table 7 Final selection for survey

구 분

2012년 2013년

후보

( )

조정계수

()
=0.65

후보

( )

조정계수

()
=0.65

설 414
415

(0.57)
480 464

464

(0.57)
618

하계 471
471

(0.55)
660 415

415

(0.55)
602

추석 276
276

(0.60)
347 307

307

(0.56)
433

비교월 486
488

(0.59)
606 479

479

(0.54)
667

계약전력 5천㎾ 이상기업 2,427호 중 특수일 수요예측에 활용

하기 위하여 조업률 조사가 필요한 기업은 ’13년 기준으로 307호 

∼464호 정도로 분석 되었으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보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0.65 이상으로 부여 

했을 때의 조사대상 기업 433호∼618호의 조업률 조사를 진행하

면 된다.

6.3. 조업률 반영 수요예측 절차

수요예측 절차는 조업률을 조사한 표본기업체의 조업률을 적

용하여 산업용 기업체 전체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기온민감도

를 적용하여 예측한 산업용 기업체 이외 종별의 수요예측 값과 

합산하여 전체 수요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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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표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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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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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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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eE1)

▶

표본이외

기업의

전기사용 

예상량

산출

E2x

(


)

▶

산업용

기업전체

전기사용 

예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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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1+

E2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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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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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예
측
(K)

직전20일 

사용량

회귀분석

을 통한

기온민감

도1)

산출(a)

▶

직전3일

전력사용

량(b)평균 

및 평균 

기온(c)

산출

▶

예측대상

일의

지역별 

평균기온

산출(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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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고객

수요예측

(K) =

b+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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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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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측
(F)

계통 전체 수요(F) = 

조업률반영 산업용 예측 값(I) + 

산업용 이외고객 수요예측 값(K)

6.4. 조업률 반영 수요예측 결과

앞장의 표 7에서 선정된 조업률 조사대상 기업체(⍺=0.65) 433

호의 조업률 조사결과를 특수일(’14년 추석 연휴 및 연휴 ± 1일) 

수요예측에 반영한 결과 표 8과 같이 예측오차 범위는 1.7%∼

3.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3개년 추석연휴기간 최대수

요 예측오차 최대값 5.2%(’11년 추석)보다 예측오차가 1.4% 개선

되었으며, 세계 주요 전력계통 운영기관의 수요예측 오차율 운영

기준인 1.3%~3.3%[9]와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표 8 조업률 반영 수요예측 결과(’14 추석) [10]

Table 8 Result of load forecast using operating ratio

(’14 Chuseok)

구  분 9.5(금) 9.8(월) 9.9(화)
9.10

(수)

9.11

(목)

예측(만㎾) 6,600 4,600 4,950 5,600 6,450

실적(만㎾) 6,714 4,493 4,767 5,402 6,516

┃오차(만㎾)┃ 114 107 183 198 66

┃오차율(%)┃ 1.7 2.4 3.8 3.7 1.0

1) 기온이 1℃ 변화할 때 증감되는 전력수요량을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값

’14년 추석연휴기간 수요예측에 조업률 조사결과를 반영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9월 9일(화) 최대오차가 3.8%까지 발생한 것은 당

시 예보기온(29.8℃) 보다 실제기온이 1.6℃ 낮아 기온차이에 의

해 예측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기온에 따른 수요변

화를 회귀식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30℃ 범위에서 기온이 1℃ 

변화할 때 전력수요는 약 110만 ㎾가 변화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데 이는 기온예보 오차만 없었다면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회귀방정식은       

이며, 결정계수    이다.

7. 결  론

본 논문은 연간 최대 오차가 발생하는 특수일의 수요예측 정

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기업체의 조업률 조사를 보다 더 효과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산업용전력을 계약전력 구간별로 개별업체의 특수일과 평상일

의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조업률조사가 필요한 기업체를 선

별하여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는 약 400개, 설과 하계휴가 집중

기간에는 약 600개 기업체를 조업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업률 조사를 시행하여 ’14년 추석

연휴기간 전·후 수요예측에 반영한 결과 최대수요 예측오차 범위

는 1.7%∼-3.8%로 추석휴일이 같은 요일인 월요일에 위치한 ’11

년과 비교해 보면 예측오차가 1.6% 개선되어(’11년 추석연휴기간 

최대오차 -5.4%) 특수일 최대수요 예측에 산업용전력을 사용하

는 기업체에 대한 조업률조사가 효과가 있음이 입증 되었다. 또

한 개선된 예측오차 1.6%를 예비력으로 환산해 보면 약 180만㎾

로,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으로 100만㎾급 원자력 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이 전력수급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조업률 조사는 전화 또는, 방문 조사를 통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조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기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어 조업

률 조사 자체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조업률을 반영 하더

라도 수요예측오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향후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으로 수요를 분석하여 예측에 활용하고, 전력 사용자가 익일 사

용량을 직접 입찰하는 수요입찰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기학회논문지 65권 7호 2016년 7월

1120

References

[1] J. Park (2011). “Cause and Countermeasure of 9.15 Rolling 

Blackout” 2011 Parliamentary Audit Materials, Knowledge 

Economy Committee, National Assembly, p. 2

[2] Korea Power Exchange 'Power Market Rules' 2012. pp. 

16~19

[3] Kyung-Bin Song, Jong-Hun Lim. (2013) “Short-Term 

Load Forecasting for the Consecutive Holidays Considering 

Businesses' Operation Rates of Industries”, KIEE vol. 62, 

no. 12, pp. 1657~1660, 2013

[4] S. J. Lee, D. H. Ahn. (2005) "Daily Load Forecasting 

including Special Days Using Hourly Relative Factors", 

Kiiee Vol. 19, No. 5, pp. 94～102, July 2005

[5] K. B. Song, Y. S. Baek, D. H. Hong, G. S. Jang(2005). 

"Short-term load forecasting for the holidays using fuzzy 

linear regression method", IEEE Transaction on Power 

Systems, Vol. 20, no. 1, pp. 96-101, Feb. 2005.

[6] http://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

=BRD_000097&menuCd=FN050301  The Monthly Report 

on Major Electric Power Statics Vol. 434(2014.12) pp. 78~ 

103

[7] Jung Hoon Lee. “Statistical Design of CV-CUSUM Control 

Chart Using Fast Initial Respons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2010/v38, pp. 313~320

[8] KEPCO Economy &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4) "A Study on Accuracy Improvement for Reflecting 

Operation Rates of Industries on Special Days" pp. 44~50

저   자   소   개

임 남 식 (Nam-Sik Lim )

1967년생.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과졸

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서

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

(석사). 1990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배전계획담당 차장. 구리지사 

배전운영담당차장. 본사 전력수급처 수요예

측 담당차장. 에너지효율 담당차장

이 상 중 (Sang-Joong Lee)

1955년생.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전기과 5년 

졸업.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충남대

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1987~1988년 PSEC 

수료(Power System Engineering Course, 

GE Research Center in Schenectady, NY). 

1976년 한국전력 입사. 1988~1996 한전전력

연구원 계통연구실. 1995년 한전전력연구원 수화력발전연구실 

부장. 1996년 한전 보령화력본부 복합시운전, 제어계측부장. 

1998년∼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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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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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X3: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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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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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