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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 두께들을 인식하고 그리는 로봇 팔 

Robot Arm Recognizing and Drawing Various Line Thic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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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robot arm capable of recognizing and drawing various line thicknesses is developed. Conventional line 

drawing robots are not capable of adjusting the thickness of lines. However, to draw faster and to enrich the expression of line 

drawing robots, it is necessary to adjust line thickness using a brush pen. Simple images are acquired and various line thicknesses are 

recognized by image processing. Trajectories of lines are generated with distance sorting using thinning and corner point detections 

for each label. Information on line thickness and trajectory is sent to the controller of a robot arm taking into consideration 2D 

inverse kinematics. Through this process, the robot arm can draw various lines thicknesses along 2D trajectories with 3 motors. 

Robot arm for detailed drawing will be stud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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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선 그리는 로봇 팔(line drawing robot arm)은 로봇 팔(robot 

arm)을 이용하여 그림 그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일반적

으로 선 그리는 로봇 팔은 외부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취득

하여 영상처리 후 로봇 팔의 경로를 설정하여 그린다. 실제 

화가가 그린 예술적인 그림과 흡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림 그리는 순서와 방법은 실제 화가와 유사해야 한다[1].  

기존 선 그리는 로봇 팔 중 Calinon 등은 휴머노이드 로봇 

HOAP2와 Webcam 등을 이용하여 영상 정보를 획득한 후 

Haar-like 기법으로 물체를 인식하여 명암을 조절하며 선 그

리는 로봇 팔을 연구했다[2]. Tresset 등은 실제 화가의 그림 

그리는 방식을 모방하여 그리는 선 그리는 로봇 팔을 개발하

였다. 그림을 그리기 전 입력된 영상을 패턴 인식하고, 과거 

그림의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 하여 영상을 유사하게 그리는 

시스템이다. 어둡고 두꺼운 부분은 반복하여 선을 그려서 명

암을 조절하는 화가로봇 시스템을 연구했다[3]. Baltes 등은 

점을 여러 개 찍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두 팔 로봇을 개

발하였다[4].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선 그리는 로봇 팔의 

말단 위치에 펜이나 연필 대신 두께 조절이 가능한 붓 펜을 

장착하여 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화가로봇을 개발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장점은 두꺼운 선을 한번에 

그려 그림 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선 두께를 

조절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선 그리는 로봇 팔 제작 과정, II 장 

1절은 선 그리는 로봇 팔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한 소

개, II 장 2절은 사용되고 있는 영상처리 과정, II 장 3절은 역

기구학 과정 그리고 III 장은 선 그리는 로봇 팔 결과 대해서 

소개한다. 

 

II. 선 그리는 로봇 팔 제작 

1.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구동 모터는 AX-12를 사용한다. 이 

모터는 다수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통신기능이 탑재되고,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자기형 엔코더가 장착된 서보 모터이

다. 300도를 1023 등분하여 엔코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모

터의 분해능(resolution)은 식 (1)과 같다. 

 
300

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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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무게는 54.6g이고 동작 온도는 -5  ~ +70℃ ℃이다. 저전류/전

압에서 구동이 가능하여 제어시스템의 안정성이 높다. 전압 

12V, 전류 1.5A 에서 기동토크(stall torque)는 1.5Nm이며 무부

하속도(no load speed)는 59rpm이다. 이 모터는 데이지 체인

(daisy chain)으로 연결되어 모터를 연속적으로 연결이 가능하

기 때문에 배선이 간단하고 0 ~ 253 ID값을 설정하여 254개의 

모터를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다[11]. 

로봇 팔은 3 자유도(degree of freedom)이며 로봇 팔의 설계

는 그림 1과 같이 3D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로봇의 말단 부에 두께 조절이 가능한 붓 펜을 고정시켰다. 

이동 시에 속도를 높이고, 그릴 때에는 속도를 낮추는 방식

으로 속도를 제어하였다.  

로봇 팔 제어기는 ARM계열 CORTEX-M3인 STM32F103RE

가 장착된 CM-530을 사용한다. 이 CPU는 32bit MCU이며 최

대 주파수는 73MHz, 512Kbytes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 

12bit ADC 변환기(ADC converter), 모터제어기(mo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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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CAN 등 다양한 통신기능(communication interface) 등을 

가진다[11].  

 

 

그림 1. 설계된 선 그리는 로봇 팔. 

Fig.  1. Designed line drawing robot arm. 

 

 

그림 2. 선 그리는 로봇 팔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line drawing robot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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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 그리는 로봇 팔의 시스템 흐름도. 

Fig.  3. System architecture of line drawing robot arm. 

제어기와 PC는 직렬 통신(RS-232)을 이용하여 PC에서 명

령어를 전송 받아 서보 모터를 구동시킨다. 그림 3은 화가로

봇 시스템의 상세 흐름도이다.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부분은 원래의 영상을 라벨링

(labeling)통해 선 두께를 측정하고, 세선화(thinning)와 특이점 

추출(corner point detection)함수를 이용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12-14]. 일정 두께 이상인 부분은 붓 펜의 모터를 제어하여 

선의 두께를 조절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 부분은 영상 처리 데이터를 이

용하여 로봇 팔의 관절마다 움직이는 각 관절의 값을 정해준

다. 기존의 역기구학 방식 대신 오일러 공식(Eule’s formula)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교좌표평면을 복소수 평면으로 변환한다. 

로봇이의 목표점에서 각 관절 값을 구한다. 구해진 정보를 

제어기로 전송하여, 로봇 팔이 구동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2. 영상 처리 과정 

촬영된 단순화된 영상을 이용하여 그림 4의 흐름도와 같

이 영상 처리한다.  

그림 4(a)의 입력된 영상을 그림 4(b)와 같이 RGB 영상을 

Gray 영상으로 변환한다. 그림 4(d)에서 사용되는 Canny 윤곽

선 추출 방식은 영상의 밝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부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잡음에 민감하다. 입력된 영상의 잡음을 제

거하기 위해서 그림 4(c)의 평활화(smoothing)을 사용했다. 평

활화는 명암 값의 분포가 한쪽으로 균일하지 못한 영상을 일

정한 분포로 균일화시켜 영상을 향상 시키고 잡음을 제거하

는 것이다. 라벨링은 물체인식(object detection)을 위한 영상처

리 기법이다. 현재의 픽셀위치의 주변을 검색하여 연결된 영

역이거나 또는 같은 픽셀 범위를 갖는 영역들을 하나의 라벨

로 간주하여 물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그림 5(d)에서 원의 

곡선 부분같이 선이 고르지 않은 영상에 그림 4(g)의 라벨링

을 바로 적용할 경우 한 개의 선을 두 개의 선으로 인식하며 

얇은 선이 떨어져서 다른 라벨로 인식한다. 그림 5(e)와 같이 

인식된 윤곽선을 일정 배율로 팽창(dilate)시켜 인식된 선의 

비워진 공간을 채운다. 하지만 팽창과정의 결과는 선이 고르

지 않다. 원 영상을 팽창으로 일정 배율만큼 이동하기 때문

 

그림 4. 영상 처리 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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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상 확대 시 픽셀의 값을 할당 받지 못한 픽셀들이 존재

한다. 이것을 홀(hole)이라고 한다. 빈 픽셀에 적당한 데이터 

값들을 할당하기 위해서 그림 4(f)의 보간법(interpolation)을 

적용시켜 추출된 선을 고르게 변환 시킨다. 그림 4(g)의 라벨

링을 하여 각 라벨 지정한다. 그림 4(j)의 세선화와 그림 4(k)

의 특이점 추출(corner detection)를 적용하여 로봇 팔의 최소 

경로를 설정한다.  

촬영된 영상이 그림 5(a)이고, 그림 4(a-f)의 과정을 거쳐 

그림 5(f)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12-14]. 

라벨링 알고리즘은 기준 픽셀에 모여있는 픽셀은 하나의 

라벨로 인식하여 하나의 색으로 표시하고 다른 위치에 모여

있는 픽셀은 다른 라벨로 인식하여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9]. 

두께가 서로 다른 그림 6의 영상에 라벨링을 적용하면 그림 

7과 같이 라벨 별로 다른 색이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출된 라벨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라벨의 선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는 식 (2)를 이용하여 각 라벨 별 두께를 구한

다. 구해진 폭에 따라 말단 위치의 모터를 제어하여 두께를 

조절한다. 

 
Areaof the pixel

Thickness
Biggest perimeter

=  (2) 

 

그림 6. 원본 선. 

Fig.  6. Original line. 

 

 

그림 7. 그린 선. 

Fig.  7. Drawn line. 

 

표   1. 붓 펜의 두께 조절 범위. 

Table 1. Adjustment range of the thickness of brush pen. 

모터 각도 [degree] 모터 값 [value] 두께 [mm] 비고 

0° 512 2.45 기준점

3° 505 2.10  

4° 500 1.10  

5° 495 0.55  

7° 490 0.1  

 

표 1은 말단 위치의 모터 회전 각도에 따라 그리는 선의 

두께를 나타낸 표이다. 기준점은 말단위치의 모터와 평면 사

이의 각도가 직각이고 붓 펜의 두께가 최대의 값을 가질 때

이다. 표 1의 선 두께는 말단 위치의 모터 값을 제어하여 직

선을 그려 측정된 값이다. 두께는 0.1mm ~ 2.45mm 값을 가지

며 라벨링을 통해 얻어진 두께 값과 비교하여 로봇 팔이 인

식된 선을 그린다. 

그림 4(j)와 그림 4(k)에서 로봇 팔의 경로 설정을 위해 라

벨링이 적용된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세선화와 특이점 추출

을 적용한다. 그림 4(j)의 세선화 알고리즘은 두꺼운 선을 1

픽셀 값을 가지는 얇은 선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

은 추출된 선의 한가지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림 4(k)의 특이점 추출기능은 세선화를 통해 생성된 경로의 

특이점을 추출한다. 특이점(corner)이란 물체를 표현하는데 있

어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점은 제거하여 최소한의 점으로 물

체의 특징을 표현하는 점이다. 세선화의 경로을 이용하여 특

이점을 추출해 각 라벨별 세선화된 영상으로 로봇 팔의 이동

경로를 설정해준다. 여기서 사용되는 특이점 추출 방식은 해

리스 코너 검출방식(Harris corner detection)으로 화소 값의 변

화를 분석하여 특이점을 찾는 방식을 사용한다[20]. 하지만 

추출된 특이점은 정해진 순서가 없이 무작위로 추출되어 이

동 경로를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a) (b) 

 

(c) (d) 

 

(e) (f) 

그림 5. 기본 영상처리 과정. 

Fig.  5. Basic image processing. 

Robot Arm Recognizing and Drawing Various Line Thic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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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quired position information. (b) Sorted position information.

그림 8. 거리 정렬 알고리즘 적용된 결과. 

Fig.  8. Applied result of distance sorting algorithm. 

 

 
(a) (b) 

 

(c) (d) 

 
(e) (f) 

  
(g) (h) 

그림 9. 라벨 별 정렬된 데이터. 

Fig.  9. Data sorted by each label. 

 

그림 8(a)와 같이 순서가 무작위인 데이터를 정렬(sorting) 

하기 위해 거리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모든 픽셀 좌표 위치 값을 초기 위치 픽셀 좌표 값과 비교하

여 각 픽셀 간의 거리가 짧은 픽셀을 다음 번 픽셀로 순서대

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8(b)와 같이 정렬 결과를 확

인하였다. 

이와 같이 거리 정렬 알고리즘을 각 라벨의 점들에 적용하

였다. 그림 8(a)와 같이 알고리즘 적용 전의 좌표 순서는 무

작위였지만,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그림 9(a-d)와 같이 각

각의 라벨들 좌표가 순서대로 정렬되었다. 정렬된 데이터들

은 각각의 라벨링된 영상에 원으로 표시하였다. 

3. 역기구학 과정 

역기구학은 직교 좌표상의 위치 및 자세가 주어졌을 때 로

봇 팔의 관절 각을 구하는 방법이다[18]. 아래의 식 (3a)-(3b)

는 그림 1의 값들을 이용하여 직교좌표 평면에서 역기구학 

공식으로 각을 구하는 방법이다[12].  

 
1 1 2 2
cos cosx L Lθ θ= +  (3a) 

 
1 1 2 2
sin siny L Lθ θ= +  (3b) 

하지만 식 (3a)-(3b)의 역기구학 방정식으로 원하는 모터 

값을 구하는 방식은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교좌표 평면의 값을 복소수 평면으로 변

환 후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한다. 각 모터의 축의 거리를 복

소수 평면에 나타내어 식 (4a)-(4c)로 정의한다. 

 2

1 2

i
L z L e

θ
= −  (4a) 

 1

2 1

i
L z L e

θ
= −  (4b) 

 z x iy= +  (4c) 

식 (5a)-(5b)을 이용하여 선 그리는 로봇 팔의 각도 
1

θ 을 

구한다. 

 1 12

2 1 1
( )( )

i i
L z L e z L e

θ θ−

= − −  (5a) 

 1 1

2 2

1 2

1

1

( )
i izz L L

R e z e z
L

θ θ−

+ −
= +�  (5b) 

여기서 
1

θ 값은 2개가 얻어진다.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 (5b)을 통해 얻은 복소수의 허수 값 
1

sin( )i θ 의 부호를 이

용하여 적절한 
1

θ 값을 선택한다. 

 1

1

ln
cos ( )

T
Rm

i
θ

−

= =   (6) 

2
θ 는 식 (6)에서 구해진 

1
θ 을 이용하여 식 (7) 조건에 만

족하는 
2

θ 를 선택한다. 

 1 2

1 2
0

i i
z L e L e

θ θ
− − =  (7a) 

 
1 1 2 2
cos cos 0x L Lθ θ− − =  (7b) 

 
1 1 2 2
sin sin 0y L Lθ θ− − =  (7c) 

역기구학 결과로 
1

θ 과 
2

θ 을 얻어진 값을 서보 모터의 이

동 범위 값으로 변환한다. 이때 영상처리에서 각 라벨로 별

로 정리하여 측정된 두께 정보도 추가하여 하나의 통합 배열

을 작성한다. PC와 제어기에 직렬통신으로 작성된 배열을 전

송하여 로봇 팔을 작동시킨다. 

 

III. 선 그리는 로봇 팔 결과 

PC webcam으로 단순 이미지를 이용한 영상처리를 한다. 

기본적인 영상처리 과정으로는 입력된 이미지를 영상처리를 

한다. Canny 윤곽선 추출기능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 

라벨링 한다. 이때 일정 값보다 작은 데이터는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제거 후 중요한 부분의 결과를 얻는다. 그 후 현재 

위치의 픽셀들에서 인근의 데이터끼리 모은 후 저장된 데이

터의 넓이, 개수의 비율을 통해 선의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 

조절 위해 말단 위치의 모터 값을 설정해준다. 마지막 단계

로 경로 설정을 위해 각 라벨마다 세선화 작업 후 특이점 추

출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얻는다. 하지만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은 무작위임으로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거리가 

짧은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 이러한 영상처리에서 처리된 직

교 좌표 위치 값들을 복소수 평면에서 오일러 공식으로 역기

구학의 각 모터 관절 값들로 변환한다. 일정 두께 이상인 데

이터는 말단위치의 모터 값을 증가시켜 붓 펜의 누르는 힘을 

조절하여 선의 두께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그린다. 



다양한 선 두께들을 인식하고 그리는 로봇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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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0. 원본 및 선 그리는 로봇 팔이 그린 그림들. 

Fig.  10. Original and drawn figures by robot arm. 

 

그림 10과 같이 중간 및 가는 두께의 선에서 진동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3 가지이다. 첫번째는 영상을 획득할 때 조

명의 영향으로 발생한 잡음에 의한 오차이고, 두번째는 붓펜

과 종이의 마찰로 인해 원하는 위치까지 가지 못해서 생기는 

오차이고, 세번째는 모터에 딸린 감속기어의 백래쉬 오차가 

쌓여서 발생한 오차이다. 이러한 오차들이 쌓여서 붓 펜 말

단 위치에서는 오차가 더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붓 펜이 종이에서 떨어져 이동할 때에

는 빠르게, 그림을 그릴 때에는 느리게 동작하도록 모터 속

도제어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는 두께의 선은 모터 진동에 

더 취약하며, 붓 펜이 종이에 닿거나 떨어질 때 선의 삐짐 

현상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화가로봇에 적용한 결과 두께 조절이 가능

한 선 그리는 로봇 팔을 개발하였다. 단순한 얼굴 영상의 라

벨링을 한 후 특이점들을 추출하여 이 점들 간의 거리가 짧

은 순서로 정렬한다. 정렬된 데이터는 로봇 팔 제어기에 전

송되어 붓 펜을 이용하여 선 두께를 조절하는 선 그리는 로

봇 팔을 개발하였다. 본 선 그리는 로봇 팔을 통하여 더 빠

르게 예술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더 매끄러운 직선을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 그리는 로봇 팔에 손목 모터를 추가하여 제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A. Srikaew, M. E. Cambron, S. Northrup, R. A. Peters II, D. M. 

Wilkes, and K. Kawamura, “Humanoid drawing robot,” 

IAST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Manufacturing, Banff, Canada, July,1998. 

[2] S. Calinon, J. Epiney, and A. Billard, “A humanoid robot 

drawing human portraits,” IEEE-RA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oid Robots (HUMANOIDS), 2005. 

[3] P. Tresset and F. F. Leymarie, “Generative portrait sketching,” 

11th Int. Conf. on Virtual Systems and Multi Media, Hal Twites, 

ed., Archaeolingua pub., pp. 739-748, 2005. 

[4] J. Baltes, C. T. Cheng, M. C. Lau, and J. Anderson, “Cost 

oriented automation approach to upper body humanoid robot,” 

18th Int.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 (IFAC) World 

Congress Milano (Italy), pp. 12674-12679, 2011. 

[5] G. J. Lee and S. W. Kim, “Trajectory optimization method for 

portrait drawing robot,”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vol. 18, no. 1, pp. 1165-1168, 2011. 

[6] R. Brunelli and T. Poggio, “Face recognition: Features versus 

templates,”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15, no. 10, pp. 1042-1052, 1993. 

[7] B. Heisele, P. Ho, and T. Poggio, “Face recognition with support 

vector machines: Global versus component based approach,” In 

Proc.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vol. 2, 

pp. 688-694, Vancouver, 2001. 

[8] B. Heisele, T. Serre, M. Pontil, and T. Poggio, “Component-

based face detection,” In Proc. IEEE Conf.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vol. 1, pp. 657-662, Hawaii, 2001. 

[9] A. Mohan, C. Papageorgiou, and T. Poggio, “Example-based 

object detection in images by components,”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23, pp. 349-361, 

Apr. 2001. 

[10] H. Schneiderman and T. Kanade, “A statistical method for 3D 

object detection applied to faces and cars,” In Proc.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746-751, 2000. 

[11] AX-12A Motor manual: http://support.robotis.com/ko/product/ 

dynamixel/ax_series/dxl_ax_actuator.htm  

[12] Basic examples for robots: http://support.robotis.com/ko/ 

software/embeded_c/cm530/example_stm.htm 

[13] S. H. Park and Y. Oh, ARM Cortex-M3 system programming I 

(Korean), D&R Wave pub., 2011. 

[14] S. H. Park and Y. Oh, ARM Cortex-M3 system programming II 

(Korean), D&R Wave pub., 2011. 

[15] D. K. Kim, OpenCV Programming, Kame Pub., 2011. 

[16] R. Laganire, OpenCV 2 Computer Vision Application 

Programming Cookbook, Acorn Pub., 2012. 

[17] G. R. Bradski, Learning OpenCV: Computer Vision with the 

OpenCV Library, Hanbit Media Pub., 2009. 

[18] J. J. Craig, Introduction to Robotics, Pearson Pub., 2005. 

[19] Robot Arm Recognizing and Drawing Various Line Thicknesses 

by Authors: http:// www.youtube.com/watch?v=dbpyquefRUk 

[20] H. Chris and M. Stephens, “A combined corner and edge 

detector,” Alvey Vision Conference, vol. 15, 1988. 



조 원 서, 김 동 한, 류 근 호 

 

1110 

[21] T.-H. Kang and B.-K. Kim, “Efficient online path planning 

algorithm for mobile robots in dynamic indoor environments,” 

Automatica (in Korean), vol. 7, no. 17, pp. 619-729, Jul. 2011. 

[22] S. H. Joo, and J. H. Lee, “A dynamic modeling of 6×6 skid type 

vehicle for real time traversability analysis over curved driving 

path,” Automatica (in Korean), vol. 4, no. 18, pp. 295-399, Apr. 

2012. 

 

 

조 원 서 

2013년 호서대학교 로봇공학과(공학사). 

2013년~현재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석사 재학. 관심분야는 로보틱스, 로봇 

제어, 교육용 로봇, 연주 로봇. 

 

 

 

김 동 한 

2003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학위. 2003년~2004년 일리노이 주립대학 

Post Doc. 2004년~2007년 삼성전자 무선사

업부 책임연구원. 2007년~현재 경희대학

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관심분야는 로봇

제어, 다개체 지능제어. 

 

 

류 근 호 

1994년 KAIST 기계공학과(공학사). 

1996년 동 대학원(공학석사). 2001년 동 

대학원(공학박사). 1998년~2003년 미래

산업. 2003년~2005년 파인디앤씨. 2005년

~현재 호서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관

심분야는 모터 제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개발, 영상 및 신호 처리, 엔터테인먼트 로봇. 

Won-Se Jo, Dong-Han Kim, and Keun-Ho R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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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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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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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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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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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