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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외 도로에서의 차량 검출 성능은 기상 상태, 태양 이동에 의한 그림자, 조도 변화 등에 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낮 시간 의 실외도로에서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에 강건한 배경 추정 알고리즘과 연동한 차량 

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배경 추정 알고리즘은 혼합 가우시안 모델을 용하고 후보 역에 한 차량 검출

은 Adaboost 알고리즘을 용하 다. 흐린 날, 비오는 날 등 동일한 실제 도로에서 서로 다른 기후에 획득한 

CCTV 비디오 상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일반 도로에서의 차량 검출에 유용한 것을 확인

하 다. 

ABSTRACT

Detection performance of the vehicle on the road depends on weather conditions, the shadow by the movement of the sun, or 

illumination changes, etc. In this paper, a vehicle detec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a robust background estimate algorithm to 

environment change on the road in daytime is proposed. Gaussian Mixture Model is applied as background estimation algorithm, 

and also, Adaboost algorithm is applied to detect the vehicle for candidate region. Through the experiments with input videos 

obtained from a various weather conditions at the same actual road, the proposed algorithm were useful to detect vehicles i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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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는 폭발 으로 

증가하 으나 기반 시설인 도로는 이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 

상황에 따른 지체 상은 오늘날 운송의 심각한 향

을 미치고 있으며, 산업 물류흐름에도 지 않은 향

을 으로써 경제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의 도로에 IT 기술이 목된 지능

형 교통 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

stem)이 등장하 다[2, 3]. 특히 상기반 교통 정보 

검출기는 센서 자체의 가격이 가이고 비매설식으로 

비교  유지보수가 수월하며, 과속차량  과 차량 

촬 단속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  인식 등 다양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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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취득된 상으로부

터 차량 계수, 속도, 도 등과 같은 단순한 교통 정

보 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 차량 정체나 신호 기 차

량들의 기 행렬 길이 등과 같은 고  교통정보를 

추출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6].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다양한 고  교통 정보  차량의 사고 

유무를 단하기 한 차량 검출에 한 것으로 조도, 

날씨 등 주변 상에 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한 

주변 환경에 강건한 배경추정알고리즘과 이와 연동한 

차량 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날씨변화 등 다양한 경

우의 입력 상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시

스템의 인식률을 검증한다. 

Ⅱ. 배경 추정 알고리즘

배경 추정 방법은 고정된 카메라로부터 움직이는 물

체 검출을 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최근 몇 년간 다양

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7-10]. 본 논문에서는 그  

표 인 방법인 RGA(Running Gaussian Average), 

KDE(Kernel Density Estimation) MoG(: Mixture of 

Gaussian)에 해 서술한다. 

2.1 Running Gaussian Average(RGA)

배경 추정 알고리즘은 비교  계산량이 은 RGA

를 사용한다. RGA는 Wren 등이 제안한 방법으로 모든 

화소(pixel)에서 배경값이 각 임별로 독립이고, 과

거 개의 화소값이 이상 인 Gaussian 확률모델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이루는 것으

로 가정하여 배경을 구성하는 방법이다[11].

임 에서 RGA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임 에서 평균값, 는 시간 에서 

임 상이며, 는 경험  가 치 값이며 0과 1사

이의 값을 사용한다. 의 값에 따라서 배경 상 갱신 

주기가 결정된다. 임 에서 분산을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임 에서 분산이다. Gaussian 확률

모델을 사용하여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화소들이 움직

이는 물체라고 단한다.

    (3)

여기서 는 임계값(Threshold value)이며, 임계값

은 임의의 상수 를 사용하여 로 사용할 수 있다.

RGA는 각 화소에서 평균과 분산을 식 (1)과 (2)를 

사용하여 계산하므로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계산

량이 고, 메모리의 데이터 장용량이 다. Koller 

등은 배경 모델 갱신를 수정하여 식 (4)을 제안하 다. 

    (4)

여기서 은 경이면 1, 배경이면 0을 갖는다. 이 

방법은 선택  배경 갱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 (1)

에서는 입력 이미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픽셀 값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며, 식 (4)에서는 배경으로 분

리된 화소만 업데이트 방법이다. 배경 모델을 갱신할 

때 배경으로 분리된 것으로 배경 모델을 구성하게 되

므로 식 (1)보다는 식 (4)가 배경 이미지를 잘 구성하

게 된다. 

2.2 Gaussian Mixture Model(GMM)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통계  패턴 인식 기반으로 

음성인식이나, 차량 인식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모델이다.

배경에 속한 각 픽셀의 칼라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

를 가진 다수의 분포의 결합으로 모델링하여 각 가우

시안 분포의 라미터들 가 치, 평균, 공분산을 갱신

하여 배경 상을 결정한다. 다수의 배경 모델로 다수

의 배경 물체를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5)

여기서 는 재 픽셀값, 은 혼합 모델의 개수, 

 , 와는 시간 에서 번째 가우시안모델의 

가 치, 평균과 공분산행렬을 나타낸다. 

개의 가우시안 모델들 가운데 다음 수식(6)의 조

건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모델들이 배경 모델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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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때 가우시안 모델들은 값에 의해서 미

리 정렬되어 있다. 가 치가 높은 모델은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하 으므로 배경일 가능성

이 높으며, 분산이 을수록 정 이므로 마찬가지로 

배경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argmin




  (6)

통계  라미터들은 업데이트 방식으로 EM알고

리즘을 사용하 다.

2.3 Kernel Density Estimation(KDE)

KDE 모델은 통계  라미터를 사용하지 않는 비

모수 인 근방식으로 모델을 구성하는방법이다. 통

계  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다수의 배경 물

체에도 응이 가능하며, 샘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

하면 통계  모델로 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메모리와 계산량의 제한으로 샘 의 개수는 제

한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샘 의 수를 100 이하로 

설정하여서 사용한다.

  
 




   (7)

여기서 은 샘 수이고 은 모두 같다고 가정을 

한다. 의 배경분리는 식(7)을 기반으로  

를 사용한다.

모델의 업데이트는 선택  업데이트에 의해 선입선

출(FIFO) 순서 로 배경 값의 버퍼를 업데이트하여 

얻는다. 

Ⅲ. 제안하는 차량 검출 알고리즘

제안하는 차량 검출을 한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

이 입력 상에 하여 조도 변화 등 주변 환경 변화에 

강건한 특징을 가진 GMM을 기반으로 배경추정을 하

고, 추정한 배경과 입력 상의 차 상을 이용하여 형태

학  후처리를 하고 Adaboost 알고리즘을 통해 차량을 

검출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체 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for proposed total system

3.1 주변환경에 강건한 GMM

입력 상 데이터 에 한 M 차원의 GMM 모델

링은 Gaussian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

ction)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식(8)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

 




   (8)

여기서 M은 Gaussian 확률 도함수(성분 는 클

러스터)의 개수이며,  는 입력 데이터 에 

하여   번째 성분 계수 로 이루어진 확률 도

함수를 의미한다. 는 혼합가 치(mixture wei-

ght)로 각 확률 도함수의 상 인 요도를 의미한

다. 혼합가 치를 사  확률과 같은 형태인 라고 

하면

≤ ≤   이고 
 



    이 된다.

그리고, 확률 도함수가 Gaussian 분포를 가질 경

우 는 다음 식과 같이 각 성분의 평균, 분산, 혼합가

치의 집합이 된다. 이는 GMM의 특징 계수이다.

  ⋯⋯ ⋯ 

그리고, 각 Gaussian 확률 도함수는 식 (9)와 같

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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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 
  는 각각 j 번째 Gaussian 성분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다. 입력 데이터 집합 이 주

어 졌을 때, j 번째 Gaussian 혼합성분의 사후확률

(posterior probability)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 

(10)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0)

GMM의 추출은 EM 알고리즘에 의하여, Gaussian 

분포를 갖는 각 성분의 평균, 분산 그리고 혼합가 치

를 추정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 집합  

⋯에 하여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

mation)으로  , 

 , 그리고 의 추정치를 EM 

알고리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식(11), (12), (13)은 각

각 평균, 분산, 혼합가 치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11)

















 


(12)


  

 




 (13)

본 논문에서 식 (11)～(13)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강건한 배경 상을 추정하여 날씨  조도변

화에도 차량의 오검출이 없도록 한다.

3.2 Adaboost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CCTV 상을 이용

하여 차량 객체를 검출하기 해 Adaboost 알고리즘

[12]을 사용하 다. Adaboost 알고리즘은 약한 분류기

(Weak classifier)의 선형 인 결합으로 높은 검출 성

능을 가지는 강한 분류기(Strong classifier)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강한 분류기를 만드는 약한 분류기는 

식 (14)과 같이 차량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Haar-like 

특징에 의해 생성된다. 식(14)에서 는 특징 집합의 

번호, 는 검출된 특징 값, j는 임계값, 는 부호

결정 parity이다.

   i f    
(14)

약한 분류기들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강한 분류기

는 식(15)와 같다. 는 약한 분류기이고, 는 약

한 분류기의 가 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선택된 

약한 분류기의 개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OpenCV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인 

haar training을 사용하여 분류기를 훈련시켰다. 372

장의 차량 이미지와 400장의 비 차량 이미지를 사용

하 다. 그림 2에 비 차량  차량 이미지의 표 샘

 일부를 나타내었다. 분류기는 XML 일로 장되

고 차량(객체)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 








 

(15)

3.3 템 릿 매칭 기법

템 릿 매칭은 객체와 객체간의 유사도를 단해서 

두 개의 객체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단하는 

기법이다. 템 릿 매칭의 유사성(Similarity)을 찾는 

방법 에 비교  계산량이 고 빠른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s)[13]를 용하 다. SAD는 유사

도 계산에 있어서 최소비용을 가지는 값을 동일 역

으로 선택한다. 식(16)에서 MxN 픽셀의 템 릿 T(

재 임)와 I(이  임)를 이용해서 두 템 릿의 

유사성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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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Haar 훈련 이미지

(a) 비 차량 이미지 (b) 차량 이미지
Fig. 2 Haar training image

(a) non-vehicle image (b) vehicle image

  









  (16)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출된 차량의 크

기는 일정하지 않다. 템 릿 매칭을 용시키기 해 

먼  검출된 차량의 이미지들을 16x16 픽셀로 정규화 

시켰다. 템 릿 매칭 용 방법은 재 임과 이

임에서 검출된 차량을 비교하여 SAD를 구하고, 

SAD가 특정 임계치 이하일 때 같은 차량으로 단한

다. 임계치는 실험을 통해 결정하 다.

Ⅲ.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해 동일한 실제 

도로에서 맑은 날, 흐린 날, 비오는 날에 각각 촬 한 

당 25 임의 320 x 240 의 유튜  상으로 실험

하 다. Intel(R) Core(TM) i5-2500 CPU @ 3.30GHz, 

window7 PC를 사용하 으며 Visual Studio2010과 

상처리 공개 라이 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여 구

하 다. 

객 인 테스트를 해 기존 배경 추정 방법인 

RGA, KDE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하 다. 제안

하는 배경추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에 

한 표 인 샘  상은 그림 3과 같으며, 서로 다

른 날씨별 상에서 차량을 검출한 결과를 보여 다. 

표 1은 테스트에 사용한 상들의 일 이름, 비디오 

길이와 체 임의 개수 등 세부 사양을 나타낸다.

표 1. 테스트 상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for test video

File name Video length Video total frame

Sunny day 0:07:00 5,262

Cloudy day 0:06:10 9,262

Rainy day 0:04:57 3,723

표 2는 RGA, KDE, 그리고 GMM 배경 추정 방법

의 계산량과 메모리 유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2에

서 언 된 3가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RGA 이

며 각 픽셀에 한 분류는 임계값과의 차이며 배경 

모델 갱신을 해 한 개 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응시킨다. 이 시간 복잡도를 O(1) 로 정의한다[10]. 

혼합 가우시안 모델은 O(m) 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여기서 m은 가우시안 분포의 수이며 보통 

3~5 사이이다. 새로운 픽셀의 분류하기 해 KDE 모

델은 과거 n 임상에 심을 둔 가우시안 커 안

에서 계산한다. 따라서 복잡도는 O(n) 이며 보통 100 

정도이다. 메모리 유도 시간 복잡도와 직 으로 

동일하다.

표 3과 표 4는 날씨별로 사용한 동 상내의 차량의 

수를 기 으로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차량 

검출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표 3의 차량의 수는 표 1

에서 사용한 동 상 임  차량이 포함된 임

을 기 으로 차량의 수를 육안으로 산정한 값이며, 차

량의 수가 임 수보다 은 것은 차량이  포

함되어있지 않은 임도 일정부분 존재하기 때문이

다. 표 4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게는 

10.996% 높게 나타났으며, 많게는 13.289% 높게 나타

나 평균 12%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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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경추정 방법들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for background 

estimation methods

Method
Speed (time 

complexity)

Memory 

Requirement

Running Gaussian 

average
1 1

Mixture of Gaussian m m

Kernel density 

estimation
n n

(a) 

(b)

(c) 

그림 3. 제안 방법의 차량 검출
(a) 맑은 날 (b) 흐린 날 (c) 비오는 날

Fig. 3 Vehicle detection using proposed method
(a) Sunny day (b) Cloudy day (c) Rainy day

표 3. 제안 방법과 기존 방법 결과 비교(개수)
Table 3. Comparison between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number)

File 
name

RGA method KDE method
Proposed 
method

total 
number 
of 

vehicle Missing Success Missing Success Missing Success

Sunny 
day 

819 4,001 579 4,241 289 4,531 4,820

Cloudy 
day

1,467 5,938 1,074 6,331 578 6,827 7,405

Rainy 
day

966 3,346 665 3,647 393 3,919 4,312

표 4.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결과 비교(%)
Table 4. Comparison between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 

File 
name

RGA method KDE method Proposed method

Missing Success Missing Success Missing Success

Sunny 
day 

16.992 83.008 12.013 87.987 5.996 94.004

Cloudy 
day

19.811 80.189 14.504 85.496 7.806 92.194

Rainy 
day

22.403 77.597 15.422 84.578 9.114 90.886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조도변화, 날씨

변화 등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 차량 검출 성능이 하

되는 것을 개선한 차량 검출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 방

법과의 비교하 다.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게는 10.996% 높게 나타났으며, 많게는 13.289% 높게 

나타나 평균 12% 이상 향상된 것을 다양한 날씨 상황

에서 획득한 상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 내리는 상황 등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검출 성

능이 유지되는 지 추가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의 학교 교내연구비에 의

해 연구되었음 (과제번호2012AA203).



실외 도로에서의 상기반 차량 감시에 한 연구

 1653

참고 문헌

 [1] Saka, A. A.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

tems (ITS) Education and Training : Why 

Progress is Slow”, Third World Congres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Orlando, 

Florida. 1996.

 [2] Tamer Nadeem, Sasan Dashtinezhad, Chu-

nyuan Liao, and Liviu Iftode, "TrafficView: A 

Scalable Traffic Monitoring System",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Data 

Management, pp. 13-26, 2004.

 [3] Iwasaki, Y. and Kurogi, Y., "Real-time robust 

vehicle detection through the same algorithm 

both day and nigh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velet Analysis and Pattern Recognition, 

pp. 1008-1014, 2007.

 [4] Zehang Sun, Bebis, G., and Miller, R., "On- 

road vehicle detection: a review", IEEE Tra-

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 No. 5, pp. 694-711, 2006.

 [5] Bao, Jingang Ying, Jiangqian Hayamizu, 

Satoru, “Development of traffic analysis sys-

tem using GIS”,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 and Eng-

ineering (ICISE), pp. 3648-3652, 2010.

 [6] Haixiang Zou Yang Yue Qingquan Li Yonghui 

Shi, "A spatial analysis approach for des-

cribing spatial pattern of urban traffic state", 

The 13th International IEEE Conference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C), pp. 

557-562, 2010.

 [7] K. Gyuyeong, K. Jaeho, K. Hyuntae, P. 

Jangsik, Y. Yunsik, “Vehicle Tracking Using 

Euclidean Distance”,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7, No. 6, pp. 1293-1299, 2012.

 [8] K. Gyuyeong, K. Hyuntae, P. Jangsik, Y. 

Yunsik, “Vehicle Tracking Based on Kalman 

Filter in Tunnel”, Springer ISA 2011, CCIS 

vol. 200, pp. 250-256. 2011.

 [9] K. Hyuntae, L. Geunhoo, P. Jangsik, Y. 

Yunsik, “Vehicle Detection in Tunnel using 

Gaussian Mixture Model and Mathematical 

MorphologicalProcessing”,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7, No. 5, pp. 967-974, 2012.

[10] C. Stauffer and W.E.L. Grimson, "Adaptive 

background mixture models for real-time 

tracking", Proc.IEEE CVPR 1999, pp. 246-252, 

June, 1999.

[11] Massimo Piccardi, “background subtraction 

techniques a review”, 200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pp. 3099-3104, 2004

[12] P. Viola and M. Jones, "Rapid object detection 

using a boosted cascade of simple features", 

Proceedings IEEE Conf.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01.

[13] N. N. Dauoud, B. B. Samir, J. Janier, “Fast 

Template Matching Method Based Optimized 

Sum of Absolute Difference Algorithm for 

Face Loc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s, Vol. 18, No. 8, 2011.

자 소개

박근수(Keun-Soo Park)

2000년 부산  자공학과(학사)

2002년 부산  자공학과(석사) 

2007년 부산  자공학과(박사)

2007년 7월～2009년 9월 엘지 자 

에어컨연구소

2009년 10월～ 재 ㈜MnSA 개발 장

※ 심분야 : 신호처리, 음성  음향신호처리, 력

선통신

김 태(Hyun-Tae Kim)

1989년 부산 학교 자공학과 졸

업(공학사)

1995년 부산 학교 학원 자공

학과 졸업(공학석사)

2000년 부산 학교 학원 자공학과 졸업(공학박사)

2002년～ 재 동의 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 심분야 : 상  음향신호처리, 응신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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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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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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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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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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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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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