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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확률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계층  데이터 송 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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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데이터 송의 설계 에서 가장 요한 이슈  하나는 에 지 효율 인 측면이다. 이를 
해 최근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에서 가장 표 인 로토콜은 SPMS이다. SPMS의 주요 특징  하나는 에 지 
소비를 이기 한 수단으로 최단경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복 인 최단 경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라이
타임의 최 화는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에 지 잔존량과 거리를 메트릭으로 사용하는 확률 함수 기반의 데이터 송 
로토콜을 제안한다. 시뮬 이션 결과, 제안 로토콜은 에 지 효율 인 데이터 송을 하며 SPMS보다 네트워크 라이 타

임이 약 78%증가하 다.

Abstract

One of the major challenges of designing a dissemination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WSNs) is energy efficiency. 

Recently, this issue has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research community, and SPMS, which outperforms the well-known 

protocol SPIN, specially is a representative protocol. In addition, one of many characters of SPMS is the use of the shortest path 

to minimize the energy consumption. However, since it repeatedly uses the same path as the shortest path, the maximizing of the 

network lifetime is impossible, though it reduces the energy consump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ssemination protocol using 

probability-based clustering which guarantees energy-efficient data transmission and maximizes network lifetime. The proposed 

protocol solves the network lifetime problem by a novel probability function, which is related to the residual energy and the 

transmission radius between node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t guarantees energy-efficient transmission and moreover 

increases the network lifetime by approximately 78% than that of SPMS.

☞ keyword : Wireless Sensor Network, Data Dissemination Protocol, Energy Efficiency, Network Lifetime, SPIN, SPMS.

1. 서론  련 연구

WSN(Wireless Sensor Network)에서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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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1]은 범 하게 분포한 수 만개의 센서노드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달하기 때문에 요한 

부분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송하기 한 표

인 Proactive 로토콜로는 Flooding과 SPIN(Sensor 

Protocols for Information via Negotiation [2])이 있

다. Flooding은 데이터를 수신한 노드가 모든 이웃

노드들에게 달하는 방식이며 각 노드의 상태정

보 리 없이 송만하는 가장 간단한 로토콜

이다. Flooding은 간단히 데이터의 빠른 송을 보

장하지만 복 송으로 인한 에 지 소비는 피할 

수 없다. SPIN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웃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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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서 복 송 문제를 해

결하 다. 하지만 SPIN에서는 데이터 송 시 노

드간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같

은 워 벨로 송하기 때문에 효율 인 데이터 

송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SPMS(Shortest Path Minded SPIN [3])는 SPIN에서 

메타데이터의 개념을 빌려왔으며 데이터 송 시 

센서노드간의 거리가 멀수록 지수 으로 증가하는 

에 지 소모를 피하기 해 멀티 홉 모델을 쓴다. 

멀티 홉 라우 을 하기 해서는 라우  테이블을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을 감소하기 해서 

SPMS에서는 최 반경으로 정의한 존(zone) 내부에 

해서만 라우  테이블을 유지한다[4]. Distributed 

Bellman-Ford 알고리즘을 통해 각 노드는 최단경로

를 가지는 라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SPMS는 최단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달하지

만 노드실패 시 더 이상 최단경로를 이용하지 못

한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한 것이 SPMS-Rec 

(SPMS-Recursive [5])이며 노드실패가 없을 때는 

SPMS와 동일하게 동작한다. 노드가 데이터를 

송받지 못하면 바로 소스노드에게 데이터를 요청

하는 SPMS에 비해 SPMS-Rec에는 좀 더 가까운 

노드에서 데이터를 달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라이 타임*을 획기

으로 증가시키면서 에 지 효율 송을 보장하

는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로토콜은 SPMS

의 단 인 고정된 최단경로 사용에 기인한 짧은 

네트워크 라이 타임을 데이터 송 시 노드 에

지잔량을 고려한 경로의 설정을 통해 크게 증

가시켰다. 한 두 가지 속성을 고려해 가 치에 

따라 경로선택을 좀 더 유연하게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제안 

로토콜의 목 과 구성요소  동작 과정, 3장에서

는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이고 제안 로토콜의 

몇 가지 특성을 고찰 한 후, 마지막으로 4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 본 논문에서는 체노드  어느 한 개의 센서노드가 수명이 

끝나는 시 까지로 정의함

2. 제안하는 방식

2.1 구성요소

에 지 효율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에게 데이터

를 송 할 때 그 경로를 짧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라이 타임은 노드의 

잔여 에 지를 고려한 알고리즘을 통해 에 지 

소모를 고루 분산시킴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송 로토콜은 확률 

함수에 의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구 한다. 

(그림 1) 클러스터링 기법

그림 1에서 소스 노드(src)가 이벤트를 감지해 

고 메시지(ADVold)를 하면 송 반경 안의 

노드들은 CH(Cluster Head node)가 될지를 스스로 

단한다. 이 때 그 결과로 그림의 CH 노드들이 

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벤트를 감지한 노드는 

오직 CH에게만 데이터를 송한다. 그런 후 CH

들은 다시 자신의 이웃 노드들에게 고 메시지

(ADVnew)를 하고 나머지 노드들  

ADVnew를 받은 노드들은 이들  CH에게서 데이

터를 수신한다. 즉, 조건이 뛰어난 CH들이 그 지 

않은 다수의 노드를 담당함으로써 좀 더 많은 에

지를 사용하지만 훨씬 많은 수의 노드들이 에

지를 보존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이 제안 로토

콜의 기본 클러스터링 기법이다.

두 번째는 확률 함수에 한 설명이다. 앞서 설

명한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가장 요한 것은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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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CH를 선정할 것인

가는 곧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장하는가를 결정

짓는 핵심 인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메트릭으로 구성한 확률 함수를 통해 CH 노드를 

선정하도록 하 다. 이 두 가지 메트릭은 각각 노

드의 에 지 잔존량과 이벤트를 감지한 노드로부

터 자신까지의 거리를 이용한다. 각각의 메트릭에 

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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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 지 메트릭 함수

식(1)은 에 지 메트릭에 한 함수이다. 이 함

수는 에 지의 잔존량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로 

잔존량이 클수록 1에 가깝게 잔존량이 작을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져야한다. 즉, 에 지의 잔존

량이 많을수록 클러스터 헤드가 될 가능성을 크

게 한다. 이 때  에 지의 변화량에 보다 민감하

게 반응하기 해 함수를 사용하 다. 식(2)는 

(1)식의 함수가 (0, 0)과 (1, 1)이라는 조건을 만족

하도록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과 의 값이다. 

이 함수에서 와 는 각각 에 지의 잔존량

과 기값을 나타낸다. 에 지 메트릭 식(1)의 그

래 는 그림 2와 같다.



   (3)

식(3)은 거리 메트릭에 한 함수이다. 이 메트

릭은 메시지의 송수신 시 두 노드 사이의 거리가 

데이터 송 반경에 가까울수록 1에 근 한 값을 

갖는다. 그림 3에서는 존의 경계에서 CH가 선택

될 경우와 존의 심에 가깝게 CH가 선택된 경우

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3(a)의 경우 한 번의 릴

이를 통해 송 가능한 거리를 그림 3(b)에서는 

세 번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곧 간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 지 손실이 발

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 으로 에 지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a) (b)

(그림 3) CH 선정 거리에 따른 비교

   
  (4)

여기서  ,  ≥   그리고     이다.

(그림 4) 확률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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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는 에 지와 거리 메트릭을 사용한 확률 

함수 모델이다. 여기서  , 는 각각의 메트릭

에 한 가 치이며 두 가 치의 합은 1이기에 확

률 함수의 값 역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확률 함수는 에 한 함수로 표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첫 시행 시에 1의 값을 갖는다. 이 때 

고 메시지를 받은 노드들은 확률 값 을 통

해  CH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단한다. CH로 선

정된 노드들은 다시 자신의 이웃노드에게 

ADVnew를 하고 ADVnew를 수신안한 노드들

은 의 값을 1 증가 시키며 다음 반복으로 넘어

간다. 여기서   은 확률 함수의 값을 차 증가

시키는 기능을 하며 결과 으로 CH가 될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림 4는   의 증가에 따른 

함수 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은 

ADVold를 받았던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수신할 

때까지 증가한다.

2.2 동작과정

)1Pr( )1Pr(

(a) (b)

)2Pr(

)2Pr(

)1Pr(

)2Pr(

)2Pr(

)1Pr(

(c) (d)

(그림 5) 제안 로토콜의 동작과정 제

본 제안 로토콜의 동작 과정에서 노드들은 총 

네 가지의 상태가 될 수 있다. 네 가지는 각각 

UN(Unclustered Node), CH(Cluster Head), 

CC(Cluster Candidate), 그리고 CM(Cluster Member)

이다. UN은 어떤 고메시지나 데이터도 받지 않

은 상태이고 CH는 클러스터 헤드로 선정된 상태

이다. 그리고  CC는 고메시지를 받았지만 데이

터를 수신 할 CH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마

지막으로 CM은 데이터를 받을 CH를 최종 으로 

결정한 상태이다.

그림 5는 제안 로토콜의 동작과정을 를 들

어 설명한다. 소스 노드(src)가 이벤트를 감지하면 

자신의 존( 송반경) 내부의 노드들에게 ADVold

를 송한다. 그림 5(a)에서처럼, 첫 번째 반복에

서 a 노드가 CH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노

드는 CH 선정 직후 자신의 이웃 노드들에게 고 

메시지를 송한다. 그림 5(b)처럼 CH의 존 내부

의 노드들은 ADVnew를 수신하고 실선 원과 선 

원의 교집합에 속한 노드들은 CC 상태가 된다. 

만약 다음 반복에 그림 5(c)처럼 b와 c노드가 CH 

노드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b와 c노드는 자신

의 이웃 노드들에게 ADVnew를 송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역시 CC 상태가 된다. 

이 게 ADVold를 받았던 모든 노드의 상태가 CH

나 CC가 되면 CC 상태의 노드들은 자신이 받았

던 ADVnew의 세기를 비교한다. 그리고 그  가

장 신호의 세기가 센 패킷을 송신한 노드를 자신

이 데이터를 수신 할 CH로 선정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모든 CC는 CM상태가 되게 되고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선정과정이 종료된다. CH 선정 과정

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림 5(d)처럼 CH는 ADVold

를 송한 노드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CM은 

CH에게 데이터를 요청한다. 동작과정에 한 의

사코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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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Scheme

01. 이벤트 발생

02. 이웃노드들에게 ADVold 송

03. 

04. ADVold 수신 노드는 을 사용해 CH 

여부를 단, 즉 ≤이

면 CH로 선정

05. If( CH로 선정 )

06. 이웃 노드들에게 ADVnew 송

07. ADVnew 수신 노드는 상태를 CC로 

변경

08. Else UN 상태로 돌아감

09. While( 1 )

10. 

11. UN 상태의 노드들은 일정 시간 후 

을 사용해 CH 여부를 단

12. If( CH로 선정 )

13. 이웃노드들에게 ADVnew 송

14. ADVnew 수신 노드는 상태를 

CC로 변경

15. Else UN 상태로 돌아감

16. If( 모든 노드상태가 CH, CC ) Break

17. CC는 수신한 ADVnew의 신호세기를 비교해 

가장 센 CH를 선택후 CM 상태로 변경

18. CH는 ADVold 송 노드에게 데이터 요청

19. CM은 자신이 선택한 CH에게 데이터 요청

3. 성능평가

제안하는 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JAVA로 제작한 시뮬 이터를 사용하 다. 네트

워크의 노드들은 ×  범 에 임의로 

분포하 고 데이터의 송 반경은 로 설정하

다. 노드의 기 에 지 값은 이며 고 메

시지와 요청 메시지의 크기는  , 데이터

의 크기는 이다.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

한 에 지 소모 모델은      
 , 

  을 사용하 다[6]. 는 송신에 필요한 

에 지 이며 은 수신에 필요한 에 지이다. 

한 노드가 데이터를 수신해 다시 송하는데 필

요한 에 지   는     
이다. 

그리고 상수 과 는  , 는  

으로 설정하 다. 여기서, 은 

송신장치가 데이터 송신 시 1비트 당 소모하는 에

지이며, 는 연산 증폭기(op-amp)가 소모하는 

에 지다. 는 수신 장치가 데이터 수신 시 1비

트 당 소모하는 에 지이다. 식(1)에서 함수의 

 는 10으로 설정하 다.

그림 6에서는 제안한 로토콜을 SPIN, SPMS

와 이벤트 당 노드의 평균 에 지 소모율 측면에

서 비교하고 있다. 이벤트 당 노드의 평균 에 지 

소모율은 로토콜의 에 지 효율  데이터 송

정도를 나타내는 기 이 된다. 제안 로토콜은 

SPIN과 비교하 을 때, 약 21~33% 정도 향상 되

었으며 SPMS에 비해서는 3~13% 정도의 성능 향

상을 보 다. 그래 에서 보이듯이 제안 로토콜

은 도가 높을수록 송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

다. 그림 7에서는 거리 메트릭에 한 가 치가 

증가할수록 에 지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이벤트 당 노드의 평균 에 지 소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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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벤트 당 노드의 평균 에 지 소모율 2

그림 8에서는 제안 로토콜의 각 3가지 경우와 

SPIN, SPMS의 네트워크 라이 타임을 도의 변

화에 따라 비교하고 있다. 에 지 메트릭만을 고

려한 경우(  ) SPMS에 비해 71~78%의 성능 

향상을 보 다. 그리고 에 지와 거리를 함께 고

려한 경우 29~38%, 거리만을 고려(  )하 을 

때는 8~12%의 성능 향상을 보 다. 그리고 SPMS

와 제안 로토콜 모두 SPIN에 해서는 격한 

성능 차이를 보 다.

(그림 8) 네트워크 라이 타임

그림 9의 모습은 400회의 동일한 이벤트 발생 

후 네트워크의 에 지 분포에 한 모습이다. 

SPIN의 경우 상당수의 노드가 이미 에 지를 모두 

소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 로토콜의 

경우 에 지 메트릭만 고려했을 때 에 지 분포가 

매우 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SPIN (b) Proposed(1.0, 0.0)

HighLow HighLow

(c) 에 지 벨

(그림 9) 에 지 소모 분포도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 지 효율 으로 데이터를 

송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라이 타임을 최 화 할 

수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의 Proactive 

로토콜을 제안하 으며, 도가 높아질수록 SPIN, 

SPMS 보다 에 지 효율이 더욱 높았다. 그리고 네

트워크 라이 타임은 SPMS에 비해 최  78%가 

향상되었다. 한 에 지와 거리 메트릭의 가 치

를 조 함으로써 에 지 효율 인 로토콜과 네

트워크 라이 타임을 강조한 로토콜 사이에서 

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ACKNOWLEDGMENT

본 논문의 연구  성능평가를 해 많은 도움

을 주신 조지훈 학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합니

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 (IITA- 

2009-(C1090-0902-0046))  2007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7-357-D00172)임. 교신

자 : 추 승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확률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계층  데이터 송 로토콜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0권2호) 159

참 고 문 헌

[1] J. N. Al-Karaki and A. E. Kamal, "Routing 

technique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a survey,"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vol. 11, no. 6, pp. 

6-28, December 2004.

[2] W. R. Heinzelman, J. Kulik, and H. Balakrishnan, 

"Adaptive Protocols for Information Dissemin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ACM/IEEE 

MOBICOM 99, August 1999.

[3] G. Khanna, S. Bagchi, and Y.-S. Wu, "Fault Tolerant 

Energy Aware Data Dissemination Protocol in 

Sensor Networks," IEEE Dependable Systems and 

Networks (DSN), pp. 739-748, 2004.

[4] Z. J. Haas and M. R. Pearlman, "The performance of 

query control schemes for the zone routing 

protocol,"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vol. 9, no. 4, pp. 427-438, August 2001.

[5] R. Khosla, X. Zhong, G. Khanna, S. Bagchi, and E. J. 

Coyle, “Performance Comparison of SPIN based 

Push-Pull Protocols,”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Conference 

(WCNC), pp. 3990-3995, March 2007.

[6] M. Bhardwaj, T. Garnett, and A. P. Chandrakasan, 

"Upper bounds on the lifetime of sensor networks," 

IEEE ICC 01, vol. 3, pp. 785-790, June 200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확률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계층  데이터 송 로토콜

160 2009. 4

◐  자 소 개 ◑

김 문 성(Moonseong Kim)
2007년  2월  성균 학교 기 자  컴퓨터공학과 졸업(박사)

2007년  3월 ∼ 2008년 2월  성균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연구교수

2007년 12월 ∼ 재  Visiting Research Associate,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심분야 : 라우  로토콜, 모바일컴퓨 , 센서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

E-mail : mkim@msu.edu

조 상 훈(Sang-Hun Cho)
2002년  2월  성균 학교 수학과 졸업(학사)

2004년  8월  성균 학교 수학과 졸업(석사)

2004년  9월 ∼ 재  성균 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심분야 : 라우  로토콜,  네트워크, 펨토셀 네트워크

E-mail : shcho@ece.skku.ac.kr

임 형 진(Hyung-Jin Lim)
2006년  8월  성균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박사)

2006년  9월 ∼ 2007년 8월  성균 학교 박사후연구원 

2007년 10월 ∼ 재  융보안연구원 인증 리  선임연구원

심분야 : IP 이동성 리, VPN, AAA  근제어, 키 리  인증 로토콜, 멀티팩터인증

E-mail : hjlim@fsa.or.kr

추  승(Hyunseung Choo) 
1996년  University of Texas 컴퓨터공학과 졸업(박사) 

1998년 ～ 재  성균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 

2005년 10월 ～ 재  지식경제부 ITRC 지능형HCI융합연구센터장

심분야 : 유/무선/ 네트워킹, 모바일컴퓨 , 센서네트워크, 임베디드SW, 그리드컴퓨

E-mail : choo@skku.edu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