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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신선도 판별을 위한 휴대용 전자코 시스템 설계 및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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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ortable electronic nose system for freshness measurement of meats, 
which could be an alterative of subjective measurements of human nose and time-consuming measurements of conventional 
gas chromatograph methods. The portable electronic system was o optimized by comparing the measurement sensitivity 
and hardware efficiency, such as power consumption and dimension reduction throughout two stages of the prototypes. 
The electronic nose systems were constructed using an array of four different metal oxide semiconductor sensors. Two 
different configurations of sensor array with dimension were designed and compared the performance respectively. The 
final prototype of the system showed much improved performance on saving power consumption and dimension reduction 
without decrease of measurement sensitivity of pork freshness. The results show the potential of constructing a portable 
electronic system for the measurement of meat quality with high sensitivity and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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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관

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도 식중독 발생 현황은 5,999명이며, 식중독 발생원인중 

절반 이상이 농수산물의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

안전청, 2009).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

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동시에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관리 기술 및 제도적 장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가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 및 신선도

를 판단하는 방법은 육안 및 후각 그리고 명시된 유통기한

의 확인이 유일한 방법이다. 육류의 경우 신선도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이 

있다(Byun, 2000). 하지만 이 방법은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변이가 크고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육류의 신선도

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 할 수가 없다. 전자코 시스템은 

특이성을 갖는 전기 화학적인 센서의 배열과 적절한 패턴 

인식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기기로서 단순하거나 복잡한 향

기성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축된 장치이다(Perasud 등 

1982). 전자코라는 개념은 일본 Hitch 연구소의 Ikegami 

등이 직접화된 센서를 이용하여 향기성분을 측정한 결과를 

보고한 이후, 1991년 NATO Advanced Work shop on 

Chemosensory Information Processing을 통하여 ‘전자

코’라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전자

코 시스템은 1994년부터 프랑스의 Alpha MOS사의 의해서 

최초로 상용화 되었다. 

국내의 경우, 실험실용 상용화 전자코 시스템을 이용하

여 배추김치의 숙성도 예측, 포도주의 향기 패턴 분석, 혼

합 참기름의 판별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Sh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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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S sensors and their target gas of the first & second prototype of electronic nose.

Sensor No. Model Target gas Typical detection range Detectable Gas

1 TGS 2600 General air 
contaminants 1 - 30 ppm Iso-butane, Ethanol, Hydrogen, 

Carbon monoxide, Methane

2 TGS 826 Ammonia 30 - 300 ppm Ammonia, Iso-butane, Ethanol, 
Hydrogen

3 TGS 2612 Methane,
LP gas 500 - 10,000 ppm Methane, Iso-butane, Propane

4 TGS 825 Hydrogen 
sulfide 5 - 100 ppm Hydrogen sulfide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eveloped electronic nose system. 

2005, 2008). 또한 Noh 등(1997, 2003)은 실험실용 전자

코를 사용하여 인삼과 작약의 향기 성분 분석을 통한 산지

판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Lee 등(2006)은 질량분

석기가 연결된 실험실용 전자코를 이용하여 송이버섯의 원

산지 판별을 하는 등 주로 농산물의 품질 및 원산지 판별 

연구에 전자코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에 주로 사용되어왔던 실험실용 전자코의 경

우 큰 부피로 인하여 이동성이 제한되고 고가이므로 유통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농수산물의 신선도 측정 등에 이용하

기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이 용이하

여, 농수산물의 품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저가 보급형 휴대용 전자코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최근 소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돈육을 대상으로 저장 기간 

중 발생하는 향기성분을 계측하기위하여 2단계에 거쳐 전

자코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계별 시스템의 정확도 및 시스

템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본 연구에서는 2단계에 거쳐 전자코 시스템을 개발하였

는데 두 단계 시스템 모두 돈육의 부패가스를 가장 잘 검출 

할 수 있는 MOS 센서어레이를 이용하였다(Lee 등 2010). 

개발된 전자코 시스템의 개략도는 Fig. 1과 같다. 소형진공

펌프가 작동되면 외부 공기가 전자코 내부로 유입되는데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는 Charcoal과 Silicagel을 지나면서 

불순물과 수분이 제거 된다.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가스센

서가 안정화가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가스를 2개의 3-way 

-solenoid valve 제어를 통해 센서부로 주입하게 된다. 전

자코 시스템에 사용된 센서의 모델 및 측정 가능 가스 종류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가. 1단계 시스템 개발

1단계 전자코 시스템의 센서부 및 전체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1단계 전자코에서는 센서부로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세라믹 히터를 장착하고 

온도제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선정된 4개의 

센서의 신호를 획득하며 마이컴(ATMEGA128-16AI)과 RS- 

232로 인터페이스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자코 시스

템의 센서와 가스의 반응은 공기를 계속 유동시키는 가운

데 일어난다. 공기의 유속은 센서의 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정한 유속으로 가스를 센서부에 유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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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ensor array (a, b) and photos of the entire system (c, d).

레귤레이터를 센서부 앞에 설치하여 부패된 가스가 일정한 

유속으로 센서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MOS 센서들은 수분의 영향에 따라 반응 값이 많이 달라

지므로 센서부로 유입되는 가스 성분의 수분을 미리 제거

해야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시스템에서는 수분 제거를 위하

여 전자 쿨러 시스템을 장착하였다. 전자 쿨러 시스템의 

원리는 돈육에서 발생한 가스성분이 열전소자에 의해 냉각

된 내부의 코일 관을 통과하면서 가스성분에 포함된 수분

이 응결되어 제거되는 방법이다. 

나. 2단계 시스템 개발

2단계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을 소형화하

는 것이다. 1단계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시스템의 

부피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시스템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센서부를 1단계 시스템에서 사용한 둥근 관 

대신 육각형 관을 이용하여 센서부를 구축하였다(Fig. 3). 

총 4개의 센서가 4개의 면에 부착 되어 있으며 나머지 면은 

센서부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센서부는 1단계 시

스템보다 50% 가량 축소된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센서부

의 온도(40℃)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세라믹 히터를 

장착하여 온도를 제어 하였다. 또한 1단계 시스템에서 사용

되었던 전자 쿨러를 Heat & Moisture Exchanger 로 대체 

하였다. Heat & Moisture Exchanger를 사용함으로써 수

분제거 능력을 보유 하면서 시스템의 부피를 50% 이상 축

소 할 수 있었다. Heat & Moisture Exchanger의 경우 탈

부착이 용이하여 그 수명이 다했을 경우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전자쿨러를 이용 할 경우 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2단계 전자코 시스템의 

전체 모습은 Fig. 3(c, d)과 같다.

2. 신호획득 과정

최초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그 후 시료에서 발생하는 가

스가 유입될 때의 센서 신호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데이

터는 시간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로 나타난다. 저장된 데이

터에서 가스로 인해 발생한 저항변화의 최고값(Rgas)과 최초

공기의 저항값(Rair)의 비를 계산하여 인자로 사용하였다.

Ratio of Resistance = Rgas / Rair

공기의 저항값(Rair)은 가스 반응 시작 60초 전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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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Photos of the sensor array (a, b) and the entire configuration of the 2nd stage prototype (c, d).

Fig. 4. Representative pattern of an electronic nose signal for 
  pork meat measurement.

값을 사용하였다. 센서의 응답은 초당 1회 각 센서별 저항

값으로 획득되고, 데이터 수집 시간은 1단계 시스템의 경우 

20초, 2단계 시스템의 경우 40초로 하였다. 센서 재 안정화 

시간은 Ratio가 0.99이상이 되는 240초로 설정하였다. 

3.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향기패턴 분석

가. 시료의 저장

각 단계별 시스템성능 평가에 사용된 시료는 대전 축산

물유통센터에서 당일 도축한 돈육의 등심 부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균질화시킨 돈육시료를 지퍼백에 저장하였다. 저장기간

은 1일부터 15일까지로 2에서 3일 간격으로 저장 일수를 

늘려가며 냉장저장(4℃) 하고 목표한 저장기간 후에는 시

료를 냉동하여 측정 시까지 보관하였다. 

나. 1, 2단계 전자코 시스템의 향기패턴 분석

저장기간별로 균질화시킨 삼겹살 5 g을 25 ml vial에 넣

어 35℃의 재작된 incubation cylinder에서 10분간 incubation 

하였다. 이때 공기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control 하

기 위해 공기유입 시 실리카겔을 이용하여 습도를 10% 이

하로 제거한 후 센서와 반응하도록 하였다. 가스유입 온도

와 유속은 40℃, 0.5 L/min이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다중

비교 분석법(multiple comparison analysis)을 이용하였

다. 주성분 분석에는 MATLAB(version 7, Mathworks, 

USA)을, 다중비교 분석에는 SPSS(version 8, SPSS,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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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for the discrimination of pork loin with storage time using first system (1-15 day).

Fig. 6. Results of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for the discrimination of pork loin with storage time using first system (1-9 day).

III. 결과 및 고찰

1.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1, 2단계 전자코 시스템의 

향기패턴 분석 결과

가. 1단계 시스템

저장육의 각 센서별 1일에서 15일까지의 저장기간에 따

른 저항값의 변화율을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제 1주성분의 기여도는 95.83%, 제 

2주성분의 기여도는 3.49% 이었다. 저장기간 9일 이전에

는 저장 기간별 향기 성분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고 저장

기간이 9일이 지난 후부터 각 저장기간별로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장기간 9일 이후에는 

hydrogen과 hydrogen sulfide 류의 가스성분이 센서 #1과 

센서#4에 반응하여 신선도 구분을 할 수 있었다(Lee, 

2009). Fig. 6은 저장기간 1 일부터 9 일까지의 저항값의 

변화율만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한 결과로 1 일부터 9 일

까지의 데이터는 구분이 어려웠다. 비록 초기저장 기간 동

안의 향기성분에 대한 구분이 어려웠지만 개발된 전자코 

시스템과 기존의 실험실용 상용 고가 전자코와의 측정 결

과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자코의 성능은 상

용화된 전자코 시스템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

다(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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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s of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for the discrimination of pork loin with storage time using second system (1-15 day).

Fig. 8. Results of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for the discrimination of pork loin with storage time using second system (1-9 day).

나. 2단계 시스템

2단계 시스템을 통해 계측한 등심의 각 센서별 저항 변화

율을 주성분 분석으로 계산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제 1 주성분의 기여도는 94.09%, 제 2 주성분의 기여도는 

5.79%였다. 비록 주성분 값들이 저장기간 별로 겹치는 경

우가 많았지만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는 뚜렷이 관찰 되었

다. Fig. 8은 저장기간 1일부터 9일까지의 저항값의 변화율

만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한 결과이다. 1일부터 9일까지

의 주성분 분석의 경우 제 1주성분의 기여도는 94.49%, 제 

2 주성분의 기여도는 5.47%로 나타났다. 2단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는 주성분 기여도를 비교했을 때 1단계 

시스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즉 시스템

의 부피를 축소했을지라도 그 성능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2. 다중비교 분석을 이용한 향기 성분 측정 성능 

비교

Table 3과 4는 1, 2단계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의 다중비

교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다중비교 분석은 주성분 

분석에서와 같이 시스템에서 얻은 돈육의 저항값의 변화율

을 사용하였다. 1단계 시스템의 경우 센서 #1, #4의 경우는 

저항값의 변화율이 15일 저장 기간 동안 3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였고 센서 #2는 7개의 그룹, 센서 #3은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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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istance change of each MOS sensor for pork loin with storage times using the first prototype of the system.

Storage (day)
SEM1

1 3 5 7 9 12 15
Sensor #1 0.8665a 0.8711b 0.8626b 0.8603c 0.8598d 0.8516d 0.8419d 0.0013 
Sensor #2 0.9417a 0.9436b 0.9412c 0.9398d 0.9380e 0.9355ef 0.9332fg 0.0005 
Sensor #3 0.9988a 0.9995a 0.9994b 0.9992b 0.9993b 0.9991b 0.9987b 0.0001 
Sensor #4 0.9926a 0.9930b 0.99236b 0.9922c 0.9921cd 0.9918cd 0.9913cd 0.0001 

a-g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72).

Table 4. Resistance change of each MOS sensor for pork loin with storage times using the second prototype of the system.

Storage (day)
SEM1

1 3 5 7 9 12 15
Sensor #1 0.9980a 0.9982a 0.9980a 0.9990a 0.9979a 0.9976a 0.9961b 0.0001931
Sensor #2 0.9674b 0.9972a 0.9975a 0.9644b 0.9493c 0.9511c 0.9414c 0.0019872
Sensor #3 0.9562a 0.9563ab 0.9557a 0.9413b 0.9193c 0.9223c 0.8950d 0.0029924
Sensor #4 0.9992a 0.9992a 0.9992a 0.9987b 0.9978c 0.9980c 0.9973d 0.0001039

a-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70).

Table 5. Comparison of power consumption of the electronic nose systems.

First System Second System
Pump Motor AC 220V 0.06A AC 220V 0.06A

Heater AC 220V 150W AC 220v 150W
Sol-Valve AC 220V 9W AC 220V 9W

Board DC 5V DC 12V DC 5V DC 12V
LCD DC 5V 1.2mA DC 5V 1.2mA

Thermoelectric element DC 12V 6A 2ea -
Cooling Water Pump DC 12V 6A 250mA -

Condensation Water Pump AC 220V 20W -
Total Power Consumption 357W 150W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2단계 시스템의 경우 센서 

#1 번을 제외한 나머지 센서에서 15일 저장 기간 동안 3개 

또는 4개의 그룹으로 분리 되었다. 1단계 시스템과 2단계 

시스템의 저장기간별 향기성분 분류성능이 거의 비슷함을 

보여 주었다.

3. 시스템의 소모 전력 비교 

Table 5는 각각의 시스템의 전력 소모량을 나타낸 표이

다. 1단계 시스템에서 사용된 총 전력은 열전소자, 전자쿨

러, LCD등의 구성품을 합쳐서 357 W이었으며 2단계 시스

템의 경우 1단계 시스템에 이용하였던 모터와 펌프 등을 

그대로 이용하였지만, 수분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 쿨

러 모듈(열전자소자, 워터펌프, 응축수 배출펌프)을 소형

으로 개발하여 전력소비량을 약 150 W로 감소시킬 수 있

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돈육의 부패된 가스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측

정하기 위해 휴대용 전자코 시스템을 제작하고 단계별로 

제작된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전자코 시스템은 MOS 

센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단계 시스템의 경우 체적 유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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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제거를 위해 부피가 크고 전력 소모가 많은 전자쿨러

와 부피가 상대적으로 큰 센서부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1단계 시스템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시스템에서는 센서부의 크기를 50%이하로 줄이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Heat & Moisture Exchanger를 설

치하여 시스템의 전체적인 부피를 50% 이상 줄였다. 또한 

총 전력량을 1단계 시스템의 357W 보다 반 이상 감소된 

150 W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실험실용 전자코 시스템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1, 2단계 

시스템의 성능은 다중비교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결과를 비

교 분석하였을 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9). 특

히 다중비교분석결과의 경우 1단계 시스템의 센서 #2를 제

외한 2단계 시스템의 센서가 1단계 시스템의 센서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2단계 시스템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최종 소형 휴대용 전자코 시스템을 돈육의 신선도 

평가에 이용할 시 상용 고가 전자코 시스템 수준으로 측정

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림기술개발

사업의(과제번호 : 108032-03-3-CG000) 지원에 의해 수

행된 것으로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참 고 문 헌

KFDA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0. Food & 
Drug Statistical Yearbook. Assessed in http://www.kfda.go.kr 

on 8 October 2010. [in Korean]
Byun JS. 2000. Determination of physicochemical freshness 

indices in fresh meat. Seoul National Univ. Master’s thesis. 
Seoul, Korea. [in Korean]

Persaud K, Dodd, G. 1982. Analysis of discrimination 
mechanisms in the mammalian olfactory system using a 
model nose. Nature 299: 352-355.

Shin JA, Choi SW, Lee KT. 2005. Prediction of Kimchi aging 
using electronic nose system. Korea J. Food Preserv. 12(6): 
613-616. [in Korean]

Kim JY, Jang JS, Lee JW, Lee KT. 2008. Flavor pattern 
analysis of imported wines using electronic nose system. J 
East Asian Sic Dietary Life 18(1): 14-21. [in Korean]

Shin JA, Lee KT. 2005. Discrimination of sesame oils from 
imported seeds and their blended ones using electronic-nose 
system. Korea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37(5): 856-860. [in Korean]

Noh BS, Oh SY. 2003. Discrimination of the origins through 
pattern analysis of volatile components for domestic and 
imported paeomia albiflora using the electronic nose. J. 
Natural Science, SWINS 15: 143-149. [in Korean]

Noh BS, Ko JW, Kim SY. 1997. Use of conducting polymer 
sensor and metal oxide sensor of electronic nose on 
discrimination of the habitat for ginseng. J. Nat. Sci. Inst., 
Seoul Women’s Univ. 9: 81-84. [in Korean]

Lee NY, Ree BH, Lim CL, Noh BS. 2006. Discrimination of 
geographical origin of mushroom (Tricholoma matsutake) 
using electronic nose based on mass spectrometry. Food 
Engineering Progress 10(4): 275-279. [in Korean]

Lee HS, Chung CH, Kim KB, Cho BK. 2010. Evaluation of 
freshness of chicken meat during cold storage using a 
portable electronic nose.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30(2): 313-320. [in Korean]

Lee HS. 2009. Development of a electronic nose system for 
evaluation of freshness of meat. Chungnam National Uni. 
Master’s thesis. Daejeon, Korea. [in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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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