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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보기술 부문

세 방향 자료 은닉이 가능한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픽 

기법 연구

Steganographic Method Based on Three Directional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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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eganographic method using three directional data embedding for gray images is presented in this paper. 
Cover image is divided into non-overlapping 2x2 sub-blocks and the basis pixel is selected to calculate the three 
different values of each sub-block. Difference values are replaced by embedding the number of secret bits that is 
referenced by the range table. For the three pixel pairs in the sub-block, the optimal pixel adjustment is preceded 
to reduce the distortion of visual qualit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a good 
visual quality and high capacity.

Keywords : Data Hiding(자료은닉), Information Hiding(정보은닉), Watermarking(워터마킹), Steganography(스테가노그래

피), Image Processing(이미지처리)

1. 서 론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는 커버 객체(Cover- 
object)에 비  객체(Secret-object)를 숨기는 방법으로 

숨겨진 스테고 객체(Stego-object)에 비  정보 자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공격자로부터 숨기는 기법을 의

미한다. 여기에서 객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

오 등을 포함한다.
  커버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최하 에 속하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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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  데이터(Secret Data)의 비트열로 교체하는 LSB 
(Least Significant Bit) 교환 방법은 가장 직 인 자료

은닉 기법이다. LSB 매칭(LSB Matching) 기법은 비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에 있어서 LSB 역을 변경하지

만, 커버 이미지의 값과 숨기고자 하는 비  데이터의 

비트값이 다를 경우 커버 픽셀값을 더하거나 빼는 방

법을 용함으로써 이미지 품질(Visual Quality)을 개선

하 다
[1,2,11,12]. 개선된 LSB 매칭(Revised LSB Matching) 

방법은 각 픽셀에서 변경이 측되는 비트수를 최소로 

낮추도록 개선된 자료 은닉 기법이다
[2].

  픽셀값 차이를 이용한 PVD(Pixel-Value Differencing) 
방법은 두 연속된 픽셀값의 차이에 따라서 숨길 수 

있는 비트수를 결정하는 기법으로 사람의 지각 능력

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도록 기능을 개선하 다
[3,1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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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VD를 이용한 자료은닉 

른 방법으로는 이웃 픽셀간의 차이값들에 한 상

계수를 이용하여 네 픽셀들에 한 비값 는 평활

도 값을 측정하여 숨길 수 있는 비트값을 결정하는 

MPD 방법이 제시되었다[4]. 복되지 않는 이웃한 네 

픽셀 에 한 차이값을 계산하고, 각 서 -블럭에 

하여 픽셀값 시 트(Pixel-value Shifting) 연산을 이용

하여 최 화된 값을 찾게 된다. 한 3단(Tri-way) 방

향을 이용한 PVD 방법은 커버 이미지에 더 많은 비

 자료를 숨길 수 있도록 제안되었는데, 스테고 이미

지의 변형을 이기 하여 참조 포인트을 이용하

다
[5]. 비록 에서 제안된 PVD와 연 된 자료은닉 기

법들은 더 많은 비 자료를 숨길 수 있도록 개선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에 띄지 않으면서 더 많은 

비 자료를 숨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2x2 크기를 가진 각 서 -블록에 

한 기  픽셀(Basis Pixel)을 선택하여 비 자료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각 서 -블럭에 존

재하는 픽셀 에서 참조 픽셀 (Reference Pixel-pair)을 

선택 함으로써 나머지 세 의 픽셀에 하여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과 련되는 자료은닉기법을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 방법에 해서 상세하게 살펴

본다. 제안된 방법에 한 실험결과를 4장에서 보이

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PVD 방법은 숨기는 비트수를 결정하기 하여 연

속된 두 픽셀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처리하고 있다[3]. 
주어진 커버 이미지에서 차이값 di는 복되지 않는 

연속된 두 픽셀을 기 으로 계산된다. 먼  두 픽셀값

을 각각 pi, pi+1라고 하면, 차이값 di = | pi - pi+1 |로 

계산되며, 0 ≤ di ≤ 255 조건을 만족한다. 하나의 서

-블록 B와 인덱스값을 i라고 정의하면 숨길 수 있는 

비트수 n = log2(u - l + 1)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u와 

l는 범  테이블 Ri+1( i = 1, 2, ..., w)에서의 상계

(Upper Bound)와 하계(Lower Bound)값을 나타낸다. 다

음으로 비 자료 S에서 n개의 비트값을 가져와서 새

로운 차이값 d'i = | li + b |이 계산되며, 여기에서 b는 

선택된 비 자료의 비트값에 한 정수값을 나타낸다. 
d'i값이 계산된 이후 스테고 이미지에 해당되는 새로

운 두 픽셀값  p'i, p'i+1이 만들어지게 된다. Fig. 1에서 

자료은닉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픽셀값을 (51, 
84)라고 두면 차이값 d = | 84 - 51 | = 33이 구해진

다. 다음으로 숨길 수 있는 비트수 n = 5로 결정되며, 
이때 비 자료를 101012라고 주어진다면 이 값에 해

당되는 정수값은 21이 된다. 다음으로 새로운 차이값  

d' = 44이 계산되고, 최종 으로 새로운 픽셀값을 구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산에 의해서 (45, 89)라는 스테

고 이미지의 새로운 픽셀값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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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방법

  PVD 방법에서는 연속된 두 픽셀에 하여 숨길 수 

있는 비트수가 차이값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PVD 
방법에서는 오직 한 방향만 고려하여 비  자료를 숨

긴다는 단 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은 PVD 단 을 극복하고, RS-다이어그램 검출 공격을 

피하면서 더 많은 비 자료를 숨길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블록에 기 한 자료은닉 기법을 제안한다.

가. 자료은닉 치

  커버 이미지에 해서 먼  2x2 서 -블록으로 나

고 하나의 서 -블록에서 세 의 픽셀 에 한 차이

값을 계산하고, 기  픽셀을 결정하게 된다. 이 기  

픽셀값은 범  테이블을 참조하여 숨길 수 있는 비트

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진다. 이 기  픽셀의 치

를 한 곳으로 결정하는 신에 각 서 -블록의 픽셀

값에 따라 결정되므로, 스테고 이미지에 한 공격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게 된다. Fig. 2에서 기  픽셀이 

결정될 수 있는 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

이값을 구하는 순서는 시계 반 방향을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PVD 방법과는 다르게 수

직 에지와 수평 에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된다.

Fig. 2. 서 -블록에서의 기  픽셀 

나. 자료은닉 알고리즘

  지 부터 비 자료를 숨기는 구체 인 알고리즘을 

살펴보기로 한다. 각각의 차이값은 기  픽셀을 심

으로 계산되어지며 숨기는 비트수는 세 방향의 픽셀

에 용된다.

알고리즘 1. 자료은닉 알고리즘

입력: cw x ch 크기의 커버 이미지와 숨길 비 자료

출력: sw x sh 크기의 스테고 이미지

1단계: 커버 이미지에 해서 2x2 크기의 복되지 

않는 서 -블록으로 나 다.
2단계: 선택된 기  픽셀에 해서 세 개의 픽셀 에 

한 차이값을 계산한다.
       먼  0≤i≤2 조건을 만족하는 di를 차이값으

로 정의하면, Fig.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방향의 픽셀 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을 

기  픽셀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

값을 d0라고 정의하자. 를 들어, Fig. 2의 

1번의 경우를 고려하여 네 개의 픽셀값 p(x, 
y), p(x+1, y), p(x, y+1), p(x+1, y+1)을 각각 39, 
150, 25, 91라고 두자. 각각의 차이값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기  픽셀 은 p(x, y)와 p(x+1, 
y)가 됨을 알 수 있다.

       d0 = | p(x+1, y) - p(x, y) |
         = | 150 - 39 | = 111, 
       d1 = | p(x, y+1) - p(x, y) |
         = | 25 - 39 | = 14,
       d2 = | p(x+1, y+1) - p(x, y) |
         = | 91 - 39 | = 52.
3단계: 주어진 서 -블럭과 차이값을 이용하여 숨길 

수 있는 비트수를 계산한다. 먼  di값에 한 

상단과 하단 범 에 해당되는 값을 각각 ui와 

li라고 정의하면, 숨길 수 있는 비트수 ni = 
log2(ui - li + 1)와 같이 결정된다.

4단계: 계산되어진 세 개의 차이값을 해서 비 자

료로부터 ni 비트 크기만큼 읽어들여 이 값을 

정수값 si으로 바꾼다.
5단계: 새로운 차이값 d'i = | li + si |를 계산한다.
6단계: 기  픽셀 에 해서 새로운 픽셀 의 값을 

계산한다. mi = | d'i - di |라고 하고 새로운 두 

픽셀값을 각각 p'i, p'i+1라고 두면, 새로운 픽셀

값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p'i, p'i+1) = (pi - ⌜m0/2⌝, pi+1 + ⌞m0/2⌟), for 

d0 = 1 mo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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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제안된 자료은닉 방법

       (p'i, p'i+1) = (pi - ⌞m0/2⌟, pi+1 + ⌜m0/2⌝), for 
d0 = 0 mod 2.

       다음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두 개의 픽셀 에 

해서 아래 공식에 의해서 새로운 값이 생성

되게 된다.
       (p'i, p'i+1) = (pi - ⌜m0/2⌝, pi+1 - ⌜m0/2⌝ 

+ ⌞mi/2⌟), for d0 = 1 mod 2,
       (p'i, p'i+1) = (pi - ⌞m0/2⌟, pi+1 - ⌞m0/2⌟ 

+ ⌜mi/2⌝), for d0 = 0 mod 2.
       여기에서 기  픽셀 p(x, y) 값에 해당하는 값

은 변경 후의 값 p'i은 세 경우 모두 동일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7단계: 한 서 -블록에서 새 개의 픽셀 에 해서 

MSE값을 최소화시키기 해서 최 의 참조 

포인트에 한 선택 룰을 용하여 두 픽셀

에 하여 값을 조정하게 된다.

  를 들어, Fig. 3과 같이 네 개의 픽셀들이 하나의 

서 -블록으로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에서 차이값 d0 

= | 125 - 51 | = 74, d1 = | 84 - 51 | = 33, d2 = | 60 
- 51 | = 9로 계산되어지므로 기  픽셀 으로 (51, 
125)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각 픽셀 에 숨길 수 있는 

비트수 ni를 계산하는데, 그 값이 각각 6, 5, 3으로 결

정된다. 비 자료가 010110000111012로 주어졌다고 가

정할 경우, 0101102 = 22, 000112 = 3, 1012 = 5값을 

세 픽셀 에 숨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차

이값 d'0 = | 63 + 22 | = 85,  d'1 = | 31 + 3 | = 34, 
d'2 = | 7 + 5 | = 12로 각각 계산되며, 마지막으로 새

로운 픽셀값은 (46, 131), (46, 81), (46, 56)과 같이 계

산되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자료은닉 방법은 기존의 PVD 
방법에서 제안된 단방향으로 단지 두 픽셀에 해서 

비 자료를 숨기는 것과는 달리 세 의 픽셀에 자료

를 숨길 수 있다. 한 3단(Tri-way) 방향 PVD에서 고

정된 시작 포인트를 사용하는 신에 제안된 방법은 

기  픽셀이 커버 이미지의 각 픽셀값에 따라서 변경

되게 됨으로써 더욱 강인한 자료은닉 기법을 제공한다.

다. 자료추출 알고리즘

  아래 단계는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숨겨진 비 자료

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커버 이미지에 

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직

 비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알고리즘 2. 비 자료 추출 알고리즘

입력: sw x sh 크기의 스테고 이미지와 범  테이블

출력: 숨겨진 비 자료

1단계: 복되지 않는 2x2 크기의 서 -블록으로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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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제안된 자료추출 방법

2단계: 한 서 -블록에서 기  픽셀을 심으로 한 차

이값 d'i를 계산한다.
3단계: 범  테이블을 이용하여 하단 범 에 해당되

는 값 li를 계산한다.
4단계: 숨겨진 비트 si에 한 정수값을 추출한다. 여

기에서 si = | d'i - li |에 의해서 구해진다.
5단계: 추출된 비트를 순서 로 연결하여 숨겨진 비

자료를 생성한다.

  를 들어, Fig. 4와 같이 비 자료가 숨겨진 하나

의 서 -블록이 주어졌을 경우 숨겨진 비트값을 추출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두 픽셀 (46, 131)에 해서 

s0 = | 85 - 63 | = 22와 같이 값을 얻을 수 있으며, s1 

= | 34 - 31 | = 3은 (46, 81) 픽셀값에 하여 계산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46, 56) 픽셀에 해서 s2 = | 12 
- 7 | = 5값이 구해진다. 그러므로 얻어진 비  비트

값은 010110000111012이 추출되며 정확하게 숨겨진 값

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2x512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로 사용하고, 비 자료

는 무작 로 생성하여 사용한다. 사람의 시각 인지 정

도를 측정하기 하여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값으로 표시하고, 비 자료를 숨길 수 있는 용량을 측

정하여 비교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0 ≤ pi 

≤ 255 값을 가진 그 이 이미지로 커버 이미지가 cw 

 

       (a) Airplane                (b) Lena

 

       (c) Gatbawi               (d) Peppers

 

       (e) Baboon                 (f) Man

Fig. 5. 사용된 커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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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ch로 주어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SNR = 10 x log10 2552 / MSE,

  여기에서 MSE는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를 나타낸다. 범  테이블은 [0, 7], [8, 15], [16, 31], 
[32, 63], [64, 127], [128, 255]로 주어진다.
  Table 1은 기존의 다른 기법과 숨길 수 있는 비 자

료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으며 Table 2는 이미지 품질

에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숨김 비 자료 용량 비교

Cover
Images

Capacity(bits)

PVD MPD Tri-way Proposed

Airplane 409,778 584,008 610,300 624,313

Lena 409,807 590,518 609,363 618,120

Gatbawi 459,947 702,054 656,925 728,452

Peppers 407,407 594,241 607,442 615,506

Baboon 457,087 724,250 661,380 739,055

Man 424,585 620,729 627,614 650,672

Table 2. 이미지 시각 품질 비교

Cover
Images

PSNR(dB)

PVD MPD Tri-way Proposed

Airplane 40.06 35.05 38.46 38.89

Lena 41.18 36.92 40.80 41.25

Gatbawi 36.41 28.11 33.07 34.24

Peppers 40.98 35.76 40.25 37.62

Baboon 37.00 29.35 32.63 34.33

Man 39.09 32.94 36.63 36.41

  제안된 방법과 PVD 방법과 비교하 을 경우, 
234,585 비트만큼 더 숨길 수 있었으나, Table 2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품질 비교에서는 평균 2.00dB 손실

이 발생하 다. 결과 으로, PSNR값이 30.00dB 이상

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시각으로는 구별할 수

가 없게 된다. MPD 방법과 비교하 을 경우, 제안된 

방법이 26,720비트를 더 숨길 수 있었으며, 한 평균 

4.10dB로 시각 인 품질에서도 우수하 다. 3단 방향 

PVD 방법과 비교한 경우에는 숨길 수 있는 크기는 

33,849비트만큼 많았고, PSNR값도 평균 0.15dB로 높

았다. 여기에서 사용된 평균은 실험에 사용된 6개 이

미지에 한 평균을 나타낸다.
  Fig. 6은 비 자료가 숨겨진 결과를 나타내는 스테

고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실험결과에서 PSNR값이 

평균 37.12dB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육안으로

는 그림의 변경 유무를 구별하기가 힘들게 된다.

 

    (a) PSNR=38.89dB         (b) PSNR=41.25dB

 

    (c) PSNR=34.24dB         (d) PSNR=37.62dB

 

    (e) PSNR=34.43           (f) PSNR=36.41dB

Fig. 6. 자료은닉 결과 스테고 이미지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 방향에 한 픽셀값 차이를 이용

한 자료은닉 방법을 제안하 다. 먼  커버 이미지는 

복되지 않는 2x2 크기의 서 -블록들로 나 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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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블록에 해서 세 개의 차이값을 계산하 다. 
이 차이값들은 숨길 수 있는 비트수를 결정하는데 사

용되었는데, 이 값을 결정하기 하여 범  테이블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한 서 -블록에 있는 세 개의 

픽셀 에 하여 이미지의 왜곡을 이기 하여 최

화된 픽셀 조정 알고리즘이 용되었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자료은닉 

기법이 더 많은 비 자료를 숨겼고, 기존의 방법과 비

교하 을 경우에 이미지 품질 한 우수하 다. 본 논

문의 실험에서 제안된 방법이 기존 세 개의 자료은닉 

기법과 비교하 을 경우에 각각 234,585 비트, 26,720 
비트, 33,849 비트를 더 숨길 수 있었다.

Reference

[1] Ker, A., Steganalysis of LSB Matching in Grayscale 
Images,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12, pp. 441 
～444, 2005.

[2] Mielikainen, J., LSB Matching Revisited,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13, pp. 285～287, 2006.

[3] Wu, D. C., Tsai, W. H., A Steganographic Method 
for Images by Pixel-value Differencing, Pattern 
Reccognition Letters 24, pp. 1613～1626, 2003.

[4] Yang, C. H., Weng, C. Y., A Steganographic Method 
for Digital Images by Multi-pixel Differencing, 
International Computer Symposium, IEEE, pp. 831～
836, 2006.

[5] Chang, K. C., Huang, P. S., Tu, T. M., Chang, C. 
P., Adaptive Image Steganographic Scheme Based on 
Tri-way Pixel-value Dierencing,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pp. 1165～1170, 2007.

[6] Johnson, N. F., Exploring Steganography - Seeing 
the Unseen, Computer Practices, pp. 26～34, 1998.

[7] Swanson, M. Kobayashi, M. Tewk. A., Multimedia 
Data Embedding and Water-marking Technologies, 
Proceeding of IEEE 86, pp. 1064～1087, 1998.

[8] Fridrich, J., Goljan, M., Du, R., Invertible 
Authentication, Proceedings of SPIE, Security and 
Watemarking of Multimedia Contents, pp. 197～208, 
2001.

[9] Macq, B., Deweyand F., Trusted Headers for Medical 
Images, DFG VIII-D II Watermarking Workshop, 

    Erlangen, Germany, 1999.
[10] Chan, C. K., Cheng, L. M., Hiding Data in Images 

by Simple LSB Substitution, Pattern Recognition 
37, pp. 469～474, 2004.

[11] Chang, C. C., Lin, M. H., Hu, Y. C., A Fast and 
Secure Image Hiding Scheme Based on LSB 
Substit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attern 
Recognition 16, pp. 399～416, 2002.

[12] Wang, R. Z., Lin, C. F., Lin, J. C., Image Hiding 
by Optimal LSB Substitution and Genetic Algorithm, 
Pattern Recognition 34, pp. 671～683, 2001.

[13] Thien, C. C., Lin, J. C., A Simple and High-hiding 
Capacity Method for Hiding Digit-by-digit Data in 
Images Based on Modulus Function, Pattern 
Recognition 36, pp. 2876～2881, 2003.

[14] Jung, K. H., Yoo, K. Y., Data Hiding Method 
using Image Interpolation, Computer Standards and 
Interfaces 31, pp. 465～470, 2009.

[15] Lin, I. C., Lin Y. B., Wang, C. M., Hiding Data 
in Spatial Domain Images with Distortion Tolerance, 
Computer Standards and Interfaces 31, pp. 458～464, 
2009.

[16] Lin, C. C., Chen, S. C., Hsueh, N. L., Adaptive 
Embedding Techniques for VQ-compressed Images, 
Information Sciences 179, pp. 140～149, 2009.

[17] Lee, C. F., Chang, C. C., Wang, K. H., An 
Improvement of EMD Embedding Method for Large 
Payloads by Pixel Segmentation Strategy, Image 
and Vision Computing 26, pp. 1670～1676, 2008.

[18] Goljan, M., Fridrich, J., Holotyak. T., New Blind 
Steg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Proceedings of 
SPIE Electronic Imaging, pp. 1～13, 2006.

[19] Cheddad, A., Condell, J., Curran, K., Kevitt. P. M., 
Digital Image Steganography : Survey and Analysis 
of Current Methods, Signal Processing 90, pp. 727 
～752, 2010.

[20] Wu, H. C., Wang, H. C. Tsai, C. S., Wang, C. M., 
Reversible Image Steganographic Scheme Via 
Predictive Coding, Displays 31, pp. 35～43, 2010.

[21] Sabeti, V., Samvi, S., Mahdavi, M., Shirani, S., 
Steganalysis and Payload Estimation of Embedding 
in Pixel Differences using Neural Networks, Pattern 
Recognition 43, pp. 405～415,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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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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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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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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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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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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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