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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 직류 력계통의 충 기 신뢰도 향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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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uclear power Plant onsite AC electrical power sources are required to supply power to the engineer-
ing safety facility buses if the offsite power source is lost. Typically, Diesel Generators are used as the onsite power 
source. The 125 VAC buses are part of the onsite Class 1E AC and DC electrical power distribution system. The DC 
power distribution system ensure the availability of DC electrical power for system required to shutdown the reactor 
and maintain it in a safety condition after an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or a postulated Design Base Accident. 
Recently, onsite DC power supply system trip occurs the loss of system function. To obtain the performance such 
as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we analyzed the cause of battery charger trip and described the improvement of DC 
power supply system reliability. Finally, we provide reliability performance criteria of charger in order to ensure the 
probabilistic goals for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Key Words : battery charger, DC distribution system, nuclear power plants, breaker, reliability improvement

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터빈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망에 전력을 공급하고, 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기기에 신뢰성 있는 직․교류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전력공급계통은 발전소 운전 

변수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계측용 전력과 원자로 

정지 및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논리 회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직류배전계통은 안전관련 125V 직류계통은 비접

지 안전등급, 내진 범주 1급의 계통이다. 이 계통은 
각각 4개의 원자로보호 계측 채널중 해당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4개의 독립적 하위계통(트레인 A,B, 
C,D)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전관련 직류계통은 

각 디비젼당 2개의 트레인로 군을 이루면서 다중

성을 이루고 있다. 트레인 A와 트레인 C는 디비젼

1에, 트레인 B와 트렌인 D는 디비젼 2에 속한다.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dhk@chungbuk.ac.kr

각 직류 하위계통은 납축전지, 충전기(Battery Char-
ger), 직류제어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직류제어

센터는 발전소 조건에 따라 각각의 축전지/충전기

에서 전력을 공급 받는다. 각 하위계통의 충전기는 

해당 트레인으로 480V 로드센터 교류전력을 공급

받는다1).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축전지, 충전기 

출력차단기의 비정상적인 직류계통 중 취약분야로 

도출된 충전기의 기능고장 및 Trip이 발생되어 충

전기 고장에 의한 발전소 불시정지사례가 발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계 해석을 통한 차단기 동

작원리 분석, 충전기의 출력차단기 고장원인분석, 트
립 신호 유발 가능성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원자력발전소 소내전력 계통

원자력발전소의 소내전력계통은 안전관련 설비

에 전원을 공급여부에 따라 안전관련 전력공급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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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1E)과 비 안전관련 전력공급계통(Non Class 
1E)으로 구분된다. 안전관련 전력계통은 냉각재 상

실사고와 같은 가상사고 조건에서 발전소를 안전

하게 정지시키고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

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한다. 안전등급 

전기계통은 IEEE Std.308-1978에 따라 안전계통의 

동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성과 물리적 및 전

기적 독립성을 충분히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전

등급 전력공급계통은 4.16kV, 480V AC, 120V AC, 
125V DC 공급 등 전원별로 여러 계통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4.16kV 전력공급계통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시 안전정지와 원자로냉각을 유지하는 비상냉

각수공급계통 등 공학적 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

는 계통으로써 특히 중요한 전력공급계통이다.
안전등급 4.16kV와 관련된 전력공급계통은 외부

로부터 345kV 전원을 수전 받아 4.16 kV로 변환시

키는 기동용변압기 계통, 안전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4.16kV 공급계통, 소외전원상실시 안전관

련 모선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계

통과 비상디젤발전기의 전압을 제어하고 4.16kV 모
선에 연계하는 비상디젤발전기 전기계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중 안전등급 4.16kV 계통은 전기

적 및 물리적으로 독립된 2개의 모선으로, 안전관

련 4.16kV 부하 및 480V AC Load Center에 전원을 

공급하며 이 계통은 단일기기의 고장이 발생해도 

전력공급계통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구

성되어 있다. Class1E 전력공급계통의 단선도는 Fig. 
1과 같으며, 정상운전 중에는 스위치야드의 345kV 
기동용 변압기를 통해 외부전원을 수전하고, 외부

전력 또는 기동용 변압기가 상실된 경우에는 비상

디젤발전기가 기동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

다. 충전기 (Battery Charger)는 교류입력을 직류로 변

환하는 순변환기(Converter) 기능을 수행한다. 480V 
LC로 부터 교류를 받아 사이리스터 정류회로를 거

쳐 직류로 변환하여 125V DC 모선을 가압하여 발

전소 직류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비 1E급 직류계통은 각 호기당 2 개의 250V 직

류전력계통, 2 개의 125V 직류전력계통 및 2개 호

기를 위한 공용 설비로 3개의 125V 직류전력계통

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공용 직류계통중 1개는 

폐기물 건물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개는 변전

소용으로 사용된다. 각 250V 직류전력계통은 1대의 
축전지, 충전기와 직류 제어반으로 구성되고, 또한 

125V 직류전력계통도 축전지, 충전기와 직류 제어

반이 하나의 계통으로 구성된다. 호기당 2대의 스

Fig. 1. Simplified Power System in Nuclear Power Generation.

윙(Swing) 충전기가 설치되어 기존 충전기의 고장

수리나 점검시에 대체 사용된다2,3).

3. 충전기 고장원인분석 및 신뢰도 향상방안

본 연구에서는 충전기에 대하여 전자계 해석을 

통한 차단기 동작원리 분석, 관련 시스템으로부터 

Trip 신호 유발가능성 분석 및 충전기의 신뢰도 향

상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4).

3.1. 전자계 해석을 통한 충전기 차단기 동작 원
리분석

본 연구에서 비안전등급 충전기 차단기 동작원리 
분석을 위해 전자계 해석 프로그램인 맥스웰(3D)
을 이용한 MCCB 전자계 모델링을 수립하고 시뮬

레이션을 통해 인가전류 크기에 따른 힘의 발생정

도를 분석하였다. Fig. 2는 전류 1500 A 인가 시에 

동작하는 스위치에 관한 Z-direction Force를 구하

기 위한 전자기 정특성 해석으로, Coil에 인가된 전

류에 따른 힘의 크기에 대한 특성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Coil의 양단에는 Aluminium이 Connection 되
어 있고, 위, 아래로 두 개의 Steel이 위치하고 있다. 
Coil에 이상(異常) 과전류가 인가되면 high magne-
tic permeability를 갖는 두 개의 steels(steel 1, steel 
2)를 통과하는 flux의 양이 증가하여 Ampere's Force 
law(



×) 에 의해 힘이 발생된다. 이 힘이 

스프링의 탄성을 넘어 설 경우, 차단기를 동작시킨

다(여기서, F는 Z-direction force이고 는 flux den-
sity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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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Over Current Breaker.

Fig. 3은 해석 모델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간

략화 된 차단기 모형의 측면도이다. Steel 1이 받는 

힘의 크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자기 해석은 DC 500～2000[A]까지 인가전류

를 달리하여 그에 따라 aluminium과 steel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보았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Z-direction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Aluminium을 Force analysis object로 설정하였다.
전류 인가에 따른 Steel 영역에서의 자계분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두개의 steel 영역에 대한 

Mag B vector의 분포 해석을 하였다. Fig. 4에서 전

류는 -X축 방향에서 X축 방향으로 인가되었으며

Fig. 3. Force direction after Over Current Breaker Operation.

Fig. 4. Force Analysis Modeling Selection.

steel 영역에서 자속은 반시계 방향의 path를 따라 

이동(∙ )한다. 이 자계의 방향과 전류의 

인가 방향이 curl에 의해서 힘의 방향을 결정한다 

(


×). 분석결과 Fig. 5와 같이 DC 500～

3,000A의 전류 인가에 따른 Z-Direction 작용 힘으

로 Z-Direction으로 작용하는 힘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시스템으로부터 Trip 유발가능성 분석

부하측으로 부터의 Trip 유발 가능성 검토를 수

행하였다. 대부분의 부하가 Static 부하(정적부하)
이며 발전소 정상 운전중 부하변동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BN Turning Gear 등의 Dynamic 
부하는 TBN 정지/기동시에만 부하변동 가능하며 

관련 부하의 기동 또는 정지시 지락사고 발생 등

으로 인한 과전류 유입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발

생하고 있는 Trip은 발전소 정상 운전중에 발생하

Fig. 5. Z-direction force Follow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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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과전류 유입 가능성은 희

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C 125V BUS 지락 

발생에 의한 과전류 유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M/N계열 모두 지락 모니터링 시스템에 검출된 경

보 등의 내용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DC 모선의 순

간적인 접지에 의한 Trip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3.3. 충전기/인버터 결함 가능성 분석

가. 충전기 출력측(DC 차단기 전단) 전류 파형 측정

측정장비(데베트론 DEWE-5000-PNK)의 트리거 

포인트를 1,000A로 설정 후 트리거 된 상기의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전류의 크기는 최

대 5,000A가 넘게 측정되었으나 차단기 동작에 필

요한 지속 시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상기의 트리

거된 전류신호에 의해서는 차단기가 동작할 수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단기 시험결과 차단기가 

Trip되기 위해서는 1,400～3,600A 사이의 전류가 

200～13msec 동안 차단기에 유입되어야 Trip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충전기 정류기 입력 및 출력 전류 파형 분석

측정파형 크기 분석결과 Fig. 7과 같이 트리거 순

간 전류 크기는 5,174A(정상 부하전류(200A)의 약 

25배), 과도전류 지속시간 0.22ms, 출력전압 : 125V
이였다. 측정파형 형태 분석결과 R상의 정류기 입

Fig. 6. Schematic diagram of 3 Phase frequency Control 
Circuit.

Table 1. Analysis result of triggered current

트리거데이터 전압(V) 전류(A) dt(지속시간)

2008.04.03 125.7 1080 0.28ms

2008.05.07 125.8 2836 0.20ms

2008.05.21 125.8 4569 0.37ms

2008.06.27 125.8 5174 0.22ms

Fig. 7. Result of Charger rectifier Wave analysis.

력전류에 고조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고조

파의 발생원인은 충전기 및 인버터의 스위칭 동작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류기 위상각 제어 기능

의 순간적 제어불량으로 상간 단락현상이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도현상이 13ms
이상 지속시 충전기 차단기를 Trip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3.4. 충전기/인버터 성능기준 설정 및 관리

기능분석 및 안전기능 선정은 계통설비의 성능

을 감시하고 정비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통의 
기능을 분석하여 그중에서 어느 기능을 관리 대상

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비효과 감시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일반 지침인 NUMARC 93-01
에 의하면 계통의 기능은 설계문서를 참조하여 분

석하고, Table 2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분석된 기능이 설계기

준 사고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유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성능기준을 세우는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5).

Table 2. Criteria of Safety Related or Non-Safety Related 
Function

계통 유형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정의

 안전
관련 계통

 SR1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유지기능

 SR2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정지 상태 유지기능

 SR3 소외 방사능 누출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의 결
과를 완화하거나 방지하는 기증

비안전
관련 계통

 NSR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고나 과도상태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비 안전관련 기능

 NSR2 비상운전절차서에 사용되는 중요한 비 안전관련
기능

 NSR3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안전관련 설비의 안전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비 안전관련 기능

 NSR4 고장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 불시정지나 안전
계통의 동작을 초래하는 비 안전관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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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Changer Function Definition

기능명
안전
기능

S
R
1

S
R
2

S
R
3

N
S
R
1

N
S
R
2

N
S
R
3

N
S
R
4

관리
대상

분석내용

비안전등급 
충전기에서
125/250V급 
모선전원 
공급 기능

N N N N N N N Y Y

배터리 
충전기를 
통하여 

비안전등급모
선에 

전력공급기능 

Table 4. Reliability Performance Criteria of Changer

기능명 기능고장 정의 RPC

비안전등급 
125/250V급 
충전기
기능

비안전등급 모선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충전기의 모든 고장은 

기능고장이다.
3회

상기 Table 2를 근거로 직류전원계통에 대한 기

능을 검토하였으며 충전기에 대한 기능은 Table 3
과 같이 비안전등급 충전기에서 125V/250V급 모선

전원 공급 기능으로 분류되었다.
직류계통에 대한 정비규정 안전중요도 분석결과 

안전등급 관련기능은 고안전중요도이며 비안전등

급 관련기능은 저안전중요도로 분류되었다.
충전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기기고장률을 사용하

여 Table 4와 같이 계획예방정비 2주기(3년)당 3회
로 설정하였으며, 3회 이상 기기고장발생시 예방정

비활동 강화, 및 충전기 교체를 통하여 신뢰도를 향

상 시켜야 한다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충전기 출력측 차단기의 간헐적 

Trip 원인을 분석한 결과 차단기 자체의 결함은 발

견할 수 없었으며, 인버터 및 부하 등의 관련 계통

으로부터 차단기 트립 신호 유발 가능성도 매우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전기 정류기 입/출
력 파형을 분석한 결과 정류기 위상각 제어 불량

으로 인한 순간적인 상간 단락현상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순간적인 

단락현상은 대부분 제어카드의 보호기능에 의해 정

류기에 손상을 초래하지 않고 복귀되나 제어회로

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순간적인 서지 및 노이

즈 유입시에는 차단기 트립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신뢰도 향상방안으로 충전기 및 인버

터의 스위칭 노이즈 차단 필요하며 정류기 전․후

단에 충전기 및 인버터의 스위칭 노이즈를 흡수/차
단할 수 있는 바리스터 등의 Surge Absorber 회로 

추가 설치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eliability, Avai-
lability and Maintainability For KNGR”, pp. 226～
228, 1999.

2)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1,2호기 계통교육교재 

Rev 0”, 2007. 1.
3) Risk-informed evaluation of extensions to AC electrical 

power system completion times, WCAP-15622.
4) 원자력발전기술원 기술교류활동보고서, “충전기 

문제점 도출 및 설비 신뢰도 프로세스를 고려한 

해결방안 제시”, 2009.
5) Nuclear Management and Resources Council, NUMARC 

93-01, Rev.3, “Industry Guideline for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at Nuclear Power 
Plants, Rev.2”, 2000. 7.

6) EPRI Technical Bulletin 97-03-01 “Monitoring Re-
liability for Maintenance Rule”, 1997. 3.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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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ticBoldnes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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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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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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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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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