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시트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 

Cisco ONE™ Software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성이 줄어들고 구매가 단순화되어 현재의 투자 
가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Cisco ONE Software는 패키지 
구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많은 기능을 제공하므로 고객은 더욱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Cisco ONE Software를 사용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Cisco® SWSS(Software Support Service)를 통해 향후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 이용 가능 

●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는 라이센스 이동성으로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투자 보호 

● 일반적인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 고객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유연한 라이센싱 모델 

표 1은 일반적인 IT 당면 과제와 Cisco ONE Software를 이용해 고객이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표 1. IT 관리 당면 과제 및 Cisco ONE Software 이점 

IT 관리 당면 과제 Cisco ONE Software 이점 

줄어드는 IT 예산 
IT 요구 속도가 지속적으로 빨라지면서 IT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IT 
및 다운타임 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회사는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구축이 손쉬운 네트워크와 축소된 예산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용 대비 향상된 가치 제공 
Cisco ONE Software는 일반적인 고객 사용 시나리오를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패키지 가격에 제공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솔루션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 보호 강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 라이센스 이동성으로 추가 비용 없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교체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인프라 
IT 조직에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증가하는 리소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된 대책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보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데에는 수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Cisco ONE Software는 주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구축, 유지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합니다. 

구매 옵션 부족 
조직에는 유연성 향상, 위험 감소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구매 옵션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라이센싱 모델 
서브스크립션 기반 및 기타 유연한 구매 모델을 통해 소프트웨어 비용을 
일정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구현의 어려움 
소프트웨어 구축 및 새로운 활용 사례 구현으로 현재 운영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및 다운타임 감소 
Cisco의 기술 및 전문 서비스는 위험을 줄이고 다운타임을 단축하는 
전문 지식, 스마트 툴 및 입증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유지 보수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대부분의 IT 예산과 많은 워크로드가 일상적인 유지 관리에 집중되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성장시키는 데 제한이 따릅니다. 

ROI 및 가치 실현을 가속화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여 기술 투자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Cisco 
기술 및 전문 서비스의 전문가 도움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 실현을 
가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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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이란 무엇 입니까?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은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및 브랜치 전반에 액세스, 어그리게이션 및 코어 스위치를 

구축하는 간단하면서도 더욱 경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Cisco Catalyst® 제품군 스위치에 강력한 기능을 더해줍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보더리스 비즈니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그림 1). 

그림 1.   Cisco ONE Software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은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및 브랜치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은 Cisco ONE Foundation for Wireless와 함께 완벽하고 안전하며 풍부한 기능을 갖춘 

액세스 인프라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은 네트워크를 확장, 보호 

및 최적화하는 강력한 툴로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의 이점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의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연결, 보호 및 관리 

● Layer 2 및 Layer 3 스위칭, 모빌리티, 보안 및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세그멘테이션 및 QoS에 이르는 

종합적인 기능으로 사용자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유선, 무선 및 VPN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하나의 관리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 단일 정책 및 게스트 포털을 통해 사용자나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 

전반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통합합니다. 

● 무선 및 유선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보증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관리를 

간소화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 분산형 사무실 및 캠퍼스 환경의 전 범위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툴과 서비스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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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NE Campus Fabric 
미션 크리티컬 작업의 복원력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확장성을 추가합니다. 

● 이기종의 분산된 LAN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고급 Layer 3 기능으로 비즈니스 확대에 맞춰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복원력을 추가합니다. 

● 보안, 규정 준수 및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 네트워크를 분할합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의 활용을 최적화합니다. 

● 대역폭을 유지하고 고급 멀티캐스트 기능으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은 다음 기술을 이용하여 유선 네트워크를 관리, 보호 및 최적화합니다. 

● 네트워크 서비스(IP Base 또는 서비스)*의 Layer 3 라우팅, 모빌리티, 보안, 고급 가시성, 향상된 

QoS(플랫폼에 따라 다름) 기능 지원 

●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Base**는 비 Cisco 디바이스 통합을 포함한 유선 및 무선 디바이스 

액세스 컨트롤 및 보안 규정 준수를 단순화하여 보안 정책 관리 및 제어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액세스(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및 IEEE 802.1X), 게스트 관리, 기본 

BYOD(Bring-Your-Own-Device) 지원 및 링크 암호화(MACSec[MAC Security])가 제공됩니다. 

● Cisco Prime™ Infrastructure는 네트워크 - 디바이스 - 사용자 - 애플리케이션 - 엔드 투 엔드 및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를 지원하며, Cisco 부가 가치 기능 및 단일 창구(Single Pane of Glass) 관리 

기능을 간편하게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향상하고 무선 및 유선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보증을 

위한 핵심 관리 솔루션 역할을 합니다. 

●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는 분산형 사무실 및 캠퍼스 환경의 전 범위에서 연결된 모든 장치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툴과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 

● Cisco Advanced Services(IP Services, Enterprise Services 또는 Advanced Enterprise Services) *의 

고급 Layer 3 라우팅, VRF(Route Virtualization), NSF(Nonstop Forwarding) 및 멀티캐스트 기능 지원 

플랫폼별 기능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은 다음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 Cisco Catalyst 2900 Series(2960 Series) 스위치: LAN Base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Cisco Catalyst 2900 

Series 스위치 Cisco ONE Foundation for Switching은 이 스위치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Foundation for switching 제품에는 Cisco Prime Assurance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의 엔드포인트 라이센스 50개 및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라이센스-50개 등의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 Cisco IOS® Software 패키지는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플랫폼별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 Cisco Catalyst 2000 및 3000 Series Switch를 통한 50개의 엔드포인트와 Catalyst 4000 Series Switch를 통한 150개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라이센스가 Cisco ONE Software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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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atalyst 3000 Series(3850 및 3650 Series) 스위치: Cisco Foundation for Switching은 이러한 

스위치에 대해 Cisco IOS IP Base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은 

Cisco IOS IP Services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Foundation for Switching 

제품에는 Cisco Prime Assurance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의 엔드포인트 

라이센스 50개 및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라이센스 50개 등의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 Cisco Catalyst 4500 Series(4500E 및 4500X Series) 스위치: Cisco Foundation for Switching은 이러한 

스위치에 대해 Cisco IOS IP Base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은 

Cisco IOS Enterprise Services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Foundation for 

Switching 제품에는 Cisco Prime Assurance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4500E 및 4500X 시리즈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의 엔드포인트 라이센스 150개 및 4500E 및 4500X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라이센스-150개 등의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 Cisco Catalyst 6800 Series 스위치: Cisco Foundation for Switching은 이러한 스위치에 대해 Cisco IOS IP 

Services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Campus Fabric은 Cisco IOS Advanced 

Enterprise Services Software와 동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위한 Foundation for Switching 

제품에는 Cisco Prime Assurance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의 엔드포인트 

라이센스 150개 및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라이센스 150개 등의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표 2는 다양한 Cisco ONE Software 제품의 Cisco IOS Software 기능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2. Cisco ONE Software 제품 전반의 Cisco IOS Software 기능 

Cisco IOS 라이센스 Cisco Catalyst 2000 
Series 

Cisco Catalyst 3000 
Series 

Cisco Catalyst 4000 Series Cisco Catalyst 6000 Series 

기본 플랫폼 LAN Base LAN Base LAN Base(4500) 
IP Base(4500X) 

IP 서비스 

Foundation – IP Base IP Base (4500) – (4500X)  

Advanced – IP 서비스 Enterprise 서비스 Advanced Enterprise 서비스 

표 2는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의 특징 및 기능을 정리한 것입니다. 테이블의 상단에는 다양한 플랫폼 

전반의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 Switching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하단에는 Cisco ONE 

Campus Fabric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3.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의 특징 및 기능 

 Cisco Catalyst 
2000 Series 

Cisco Catalyst 
3000 Series 

Cisco Catalyst 
4000 Series 

Cisco Catalyst 
6000 Series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 Switching 

애플리케이션 경험 

Cisco Flexible NetFlow     

미디어 기능(Mediatrace, 메타데이터, 성능 모니터링)     

Web Cache Communications Protocol     

Wire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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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atalyst 
2000 Series 

Cisco Catalyst 
3000 Series 

Cisco Catalyst 
4000 Series 

Cisco Catalyst 
6000 Series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 Switching 

IT 간소화 및 프로그래밍 기능 

Smart Install     

IP 서비스 레벨 계약     

Embedded Event Manager     

Auto Smart Ports     

서비스 검색 게이트웨이(Bonjour)     

플러그 앤 플레이     

강력한 보안으로 네트워크 보호 

SGT(Secure Group Tags) 및 보안 그룹 ACL(Access Control 
Lists) 

    

MACsec     

SGT Exchange Protocol     

IEEE 802.1X     

Device Sensor     

우수한 복원력 

Cisco StackPower®     

Stateful Switchover     

시간 절감 및 가시성 향상 

Cisco Prime Infrastructure     

Cisco Prime Assurance     

포트 레벨까지 인프라를 보호 
* Cisco ISE(Identity Services Engine) Base AAA 및 RADIUS, 
Basic BYOD, Cisco TrustSec®(SGT), MACsec 및 External 
REST(Representational Sate Transfer) Services 

(엔드포인트 
50개) 

(엔드포인트 
50개) 

(엔드포인트 
150개) 

(엔드포인트 
150개) 

통합 에너지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추구 

Cisco Energy Management(JouleX) (디바이스 50대) (디바이스 50대) (디바이스 
150대) 

(디바이스 
150대) 

더 넓은 대역폭으로 기존 Cat 5e 케이블링 또는 그 이상을 통해 최대 10Gbsp(802.11ac Wave 2 포함)까지 가속 가능  

Multigigabit 이더넷(Mgig) 액세스  Catalyst 3850    

Layer 3 기능 및 라우팅 

RIP, OSPF Routed Access(경로 1,000개), EIGRP Stub, HSRP, 
VRRP 

    

정책 기반 라우팅, URPF(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Cisco ONE Campus Fabric 

Advanced Routing 

BGP    Foundation 

EIGRP    Foundation 

IS-IS     

전체 OSPF    Foundation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Foundation Foundation 

IPv6 라우팅(OSPFv3, EIGRPv6 등)     

정책 기반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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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atalyst 
2000 Series 

Cisco Catalyst 
3000 Series 

Cisco Catalyst 
4000 Series 

Cisco Catalyst 
6000 Series 

Cisco ONE Foundation for Access Switching 

가상화 

VRF    Foundation 

VRF Lite    Foundation 

레이어 2 VPN     

MPLS 레이어 3 VPN     

mGRE를 통한 L3VPN     

Easy Virtual Network     

보안 

ACL Dry Run     

ACL Atomic Commit     

레이어 3 보안 그룹 태그   Foundation Foundation 

복원력/가용성 

SSO(Stateful Switchover)를 통한 무중단 전송   Foundation Foundation 

IPSLA(IP Service-Level Agreement)   Foundation  

IPSLA를 위한 EOT(Enhanced Object Tracking)   Foundation  

Service Advertising Framework     

Multiprotocol 

Multiprotocol BGP     

MPLS를 통한 이더넷     

Native VPLS     

Advanced VPLS     

* 프로파일링, 보안 상태 및 TACACS+ 등의 추가 ISE(Identity Services Engine) 기능은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E(Identity Services Engine) 데이터 시트(http://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identity-services-

engine/data_sheet_c78-656174.html)를 참고하십시오. 

Cisco 및 파트너 서비스 
Cisco ONE Software 서비스 
Cisco 및 Cisco 인증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Cisco ONE Software의 주요 기능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고 투자를 보호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지원이 연계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의 지속적 

운영을 지원하는 최고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Software Foundation 및 Advanced Applications 제품군은 모두 지속적인 지원 및 유지 보수를 위해 

Cisco SWSS(Software Support Service)를 사용합니다. SWSS는 Cisco ONE Software의 풍부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2개월이 필요합니다. SWSS는 

지속적인 혁신, 라이센스 이동성, 주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수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액세스, Cisco의 뛰어난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대한 액세스,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를 통해 투자를 보호합니다. 통합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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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S 계약 제공 사항: 

● 소프트웨어 이슈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TAC 액세스 가능 

● 라이센스 권한이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 업그레이드, 부수적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동성 사용 권한 

● 지속적인 혁신 가능 

●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 투자 보호 

Cisco 기반 O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커버리지를 보장받으려면 Cisco SNTC(SMARTnet Total Car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NTC는 Cisco ONE Software가 구축된 기본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24시간 글로벌 

지원을 제공합니다. 

Cisco Smart Net Total Care에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IT 직원이 마음껏 비즈니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에 대한 TAC 액세스와 스마트 기능 사용 권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용 권한으로 SNTC 포털에 대한 

셀프 서비스 액세스, Cisco 컬렉터 소프트웨어의 무료 다운로드, 포털 및 컬렉터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NTC에 포함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드웨어 및 기본 OS 소프트웨어 이슈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TAC 액세스 가능 

● 기본 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 하드웨어 선교체 

● 스마트 기능 사용 권한 

통합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Cisco ONE Software 전문 서비스 
Cisco ONE Software의 전문 서비스에는 도메인별 Cisco ONE Software 번들과 사용 사례에 맞춤화된 빠른 시작 지원 

서비스(선택 사항)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든 Cisco ONE Software 기능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가 도움, 프로세스 및 툴이 포함된 Cisco 및 Cisco 파트너 전문 서비스 조직을 통해 기술적 이점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구현 위험성을 낮추며 가치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범위의 서비스를 고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클릭 한 번으로 Cisco ONE Software 제품과 함께 주문할 수 있어 주문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빠른 시작 서비스에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본 엔드 투 엔드 턴업(turn-up)이 포함되며 Cisco ONE Software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혁신과 전략 워크샵 

● 소프트웨어 환경의 준비 상태 평가 

● 기본 네트워크, 컴퓨팅 또는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논리적 변경 

● 소프트웨어 설치, 컨피그레이션 및 사용자 지정 

● 작업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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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그레이션 및 온보딩 

● 기능 테스트 

● 운영 실행서 개발 

● 지식 이전 

또한 Cisco는 다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포함해 Cisco ONE Software의 도입, 변경 관리 및 최적화를 위한 Day 2 

서비스(선택 사항)를 제공합니다. 

● 변경 거버넌스 

●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지속적 평가, 모니터링 및 최적화 

● 추가 기능에 대한 기본 지원 및 설계 

● 시스템 통합에 대한 기본 지원 및 설계 

● 기술 최적화 및 전환 계획 

● 능동적인 버그 스크럽, 메트릭 측정 및 소프트웨어 검토 

1일(빠른 시작 계획 및 구축) 및 2일(도입, 변경 관리 및 최적화) 전문 서비스를 통합하여 Cisco ONE Software를 

최적으로 지원하며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 주문 정보 
Cisco ONE for Access Switching 제품 및 서비스 부품 번호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isco Capital: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파이낸싱 
Cisco Capital® 파이낸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CapEx)를 절감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투자비용과 ROI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완적인 서드파티 장비 도입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용 결제가 단 한 번뿐입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100여 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추가 정보 
Cisco ONE Software를 통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Cisco ONE 

웹사이트(http://www.cisco.com/go/one)를 방문하십시오. Cisco ONE Software에 대한 상담을 원하면 어카운트 

매니저 또는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Printed in USA C78-733013-05 02/16 

 
© 2016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8/8 페이지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oftware/one-access/switching-part-numbers.html
http://www.cisco.com/web/ciscocapital/americas/us/index.html
http://www.cisco.com/go/one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PSXObject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lwaysEmbed [
    true
    /00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Devanagari-Bold
    /AdobeDevanagari-BoldItalic
    /AdobeDevanagari-Italic
    /AdobeDevanagari-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Gurmukhi-Bold
    /AdobeGurmukhi-Regular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Naskh-Medium
    /AdobePiStd
    /AdobeSansMM
    /AdobeSerifMM
    /AdobeSongStd-Light
    /AdobeThai-Bold
    /AdobeThai-BoldItalic
    /AdobeThai-Italic
    /AdobeThai-Regular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aroni-Bold
    /Algerian
    /Andalus
    /AngsanaNew
    /AngsanaNew-Bold
    /AngsanaNew-BoldItalic
    /AngsanaNew-Italic
    /AngsanaUPC
    /AngsanaUPC-Bold
    /AngsanaUPC-BoldItalic
    /AngsanaUPC-Italic
    /Aparajita
    /Aparajita-Bold
    /Aparajita-BoldItalic
    /Aparajita-Italic
    /ArabicTypesetting
    /Arial-Black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CE
    /ArialNarrowCE-Bold
    /ArialNarrowCE-BoldItalic
    /ArialNarrowCE-Italic
    /ArialNarrowCyrMT
    /ArialNarrowCyrMT-Bold
    /ArialNarrowCyrMT-BoldInc
    /ArialNarrowCyrMT-Inclined
    /ArialNarrow-Italic
    /ArialNarrowTur
    /ArialNarrowTur-Bold
    /ArialNarrowTur-BoldItalic
    /ArialNarrowTur-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ebasNeue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owalliaNew
    /BrowalliaNew-Bold
    /BrowalliaNew-BoldItalic
    /BrowalliaNew-Italic
    /BrowalliaUPC
    /BrowalliaUPC-Bold
    /BrowalliaUPC-BoldItalic
    /BrowalliaUPC-Italic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bri-Light
    /Calibri-Light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LightIt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ller-Regular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diaNew
    /CordiaNew-Bold
    /CordiaNew-BoldItalic
    /CordiaNew-Italic
    /CordiaUPC
    /CordiaUPC-Bold
    /CordiaUPC-BoldItalic
    /CordiaUP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Std
    /CourierStd-Bold
    /CourierStd-BoldOblique
    /CourierStd-Oblique
    /CurlzMT
    /DaunPenh
    /David
    /David-Bold
    /DFHei-Md-HKSCSP-U
    /DFHei-Md-HKSCS-U
    /DFKaiShu-SB-Estd-BF
    /DilleniaUPC
    /DilleniaUPCBold
    /DilleniaUPCBoldItalic
    /DilleniaUPCItalic
    /DINOT-Black
    /DINOT-Bold
    /DINOT-Light
    /DINOT-Medium
    /DINOT-Regular
    /DokChampa
    /Dotum
    /DotumChe
    /Ebrima
    /Ebrima-Bold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crosiaUPC
    /EucrosiaUPCBold
    /EucrosiaUPCBoldItalic
    /EucrosiaUPCItalic
    /EuphemiaCAS
    /FangSong
    /FelixTitlingMT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ankRuehl
    /FreesiaUPC
    /FreesiaUPCBold
    /FreesiaUPCBoldItalic
    /FreesiaUPC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Gabriola
    /Gadugi
    /Gadugi-Bold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utami
    /Gautami-Bold
    /Generic
    /Geneva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isha
    /Gisha-Bol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tham-Bold
    /Gotham-Book
    /Gotham-Light
    /Gotham-Medium
    /GothamNarrow-Bold
    /GothamNarrow-Book
    /GothamNarrow-Light
    /GothamNarrow-Medium
    /Gotham-Thin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aphSchneider-Bold
    /GraphSchneider-BoldItalic
    /GraphSchneider-Italic
    /GraphSchneider-Regular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aettenschweiler
    /HarlowSolid
    /Harrington
    /HelveticaNeueLTStd-Bd
    /HelveticaNeueLTStd-BdCn
    /HelveticaNeueLTStd-BdCnO
    /HelveticaNeueLTStd-BdIt
    /HelveticaNeueLTStd-Blk
    /HelveticaNeueLTStd-BlkIt
    /HelveticaNeueLTStd-Cn
    /HelveticaNeueLTStd-CnO
    /HelveticaNeueLTStd-Hv
    /HelveticaNeueLTStd-HvIt
    /HelveticaNeueLTStd-It
    /HelveticaNeueLTStd-Lt
    /HelveticaNeueLTStd-LtIt
    /HelveticaNeueLTStd-Md
    /HelveticaNeueLTStd-MdIt
    /HelveticaNeueLTStd-Roman
    /HelveticaNeueLTStd-Th
    /HelveticaNeueLTStd-ThCn
    /HelveticaNeueLTStd-ThCnO
    /HelveticaNeueLTStd-ThIt
    /HelveticaNeueLTStd-UltLt
    /HelveticaNeueLTStd-UltLtIt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oboStd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risUPC
    /IrisUPCBold
    /IrisUPCBoldItalic
    /IrisUPCItalic
    /IskoolaPota
    /IskoolaPota-Bold
    /JasmineUPC
    /JasmineUPCBold
    /JasmineUPCBoldItalic
    /JasmineUPCItalic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KaiTi
    /Kalinga
    /Kalinga-Bold
    /Kartika
    /Kartika-Bold
    /KhmerUI
    /KhmerUI-Bold
    /KodchiangUPC
    /KodchiangUPCBold
    /KodchiangUPCBoldItalic
    /KodchiangUPCItalic
    /Kokila
    /Kokila-Bold
    /Kokila-BoldItalic
    /Kokila-Italic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oUI
    /LaoUI-Bold
    /Latha
    /Latha-Bold
    /LatinWide
    /Leelawadee
    /LeelawadeeBold
    /Leelawadee-Bol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evenimMT
    /LevenimMT-Bold
    /LilyUPC
    /LilyUPCBold
    /LilyUPCBoldItalic
    /LilyUPCItalic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
    /Mangal-Bold
    /Marlett
    /MaturaMTScriptCapitals
    /Meiryo
    /Meiryo-Bold
    /Meiryo-BoldItalic
    /Meiryo-Italic
    /MeiryoUI
    /MeiryoUI-Bold
    /MeiryoUI-BoldItalic
    /MeiryoUI-Italic
    /MesquiteStd
    /MicrosoftHimalaya
    /MicrosoftJhengHeiBold
    /MicrosoftJhengHeiRegular
    /MicrosoftJhengHeiUIBold
    /MicrosoftJhengHeiUIRegular
    /MicrosoftNewTaiLue
    /MicrosoftNewTaiLue-Bold
    /MicrosoftPhagsPa
    /MicrosoftPhagsPa-Bold
    /MicrosoftSansSerif
    /MicrosoftTaiLe
    /MicrosoftTaiLe-Bold
    /MicrosoftUighur
    /MicrosoftUighur-Bold
    /MicrosoftYaHei
    /MicrosoftYaHei-Bold
    /MicrosoftYaHeiUI
    /MicrosoftYaHeiUI-Bold
    /Microsoft-Yi-Baiti
    /MingLiU
    /MingLiU-ExtB
    /Ming-Lt-HKSCS-ExtB
    /Ming-Lt-HKSCS-UNI-H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riam
    /MiriamFixed
    /Mistral
    /Modern-Regular
    /MongolianBaiti
    /MonotypeCorsiva
    /MoolBoran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T-Extra
    /MVBoli
    /MyriadArabic-Bold
    /MyriadArabic-BoldIt
    /MyriadArabic-It
    /MyriadArabic-Regular
    /MyriadHebrew-Bold
    /MyriadHebrew-BoldIt
    /MyriadHebrew-It
    /MyriadHebrew-Regular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rkisim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irmalaUI
    /NirmalaUI-Bold
    /NotoKufiArabic
    /NotoKufiArabic-Bold
    /NotoNaskhArabic
    /NotoNaskhArabic-Bold
    /NotoNastaliqUrduDraft
    /NotoSans
    /NotoSansArmenian
    /NotoSansArmenian-Bold
    /NotoSansAvestan
    /NotoSansBalinese
    /NotoSansBamum
    /NotoSansBatak
    /NotoSansBengali
    /NotoSansBengali-Bold
    /NotoSans-Bold
    /NotoSans-BoldItalic
    /NotoSansBrahmi
    /NotoSansBuginese
    /NotoSansBuhid
    /NotoSansCanadianAboriginal
    /NotoSansCarian
    /NotoSansCham
    /NotoSansCham-Bold
    /NotoSansCherokee
    /NotoSansCJKjp-Black
    /NotoSansCJKjp-Bold
    /NotoSansCJKjp-DemiLight
    /NotoSansCJKjp-Light
    /NotoSansCJKjp-Medium
    /NotoSansCJKjp-Regular
    /NotoSansCJKjp-Thin
    /NotoSansCJKkr-Black
    /NotoSansCJKkr-Bold
    /NotoSansCJKkr-DemiLight
    /NotoSansCJKkr-Light
    /NotoSansCJKkr-Medium
    /NotoSansCJKkr-Regular
    /NotoSansCJKkr-Thin
    /NotoSansCJKsc-Black
    /NotoSansCJKsc-Bold
    /NotoSansCJKsc-DemiLight
    /NotoSansCJKsc-Light
    /NotoSansCJKsc-Medium
    /NotoSansCJKsc-Regular
    /NotoSansCJKsc-Thin
    /NotoSansCJKtc-Black
    /NotoSansCJKtc-Bold
    /NotoSansCJKtc-DemiLight
    /NotoSansCJKtc-Light
    /NotoSansCJKtc-Medium
    /NotoSansCJKtc-Regular
    /NotoSansCJKtc-Thin
    /NotoSansCoptic
    /NotoSansCuneiform
    /NotoSansCypriot
    /NotoSansDeseret
    /NotoSansDevanagari
    /NotoSansDevanagari-Bold
    /NotoSansEgyptianHieroglyphs
    /NotoSansEthiopic
    /NotoSansEthiopic-Bold
    /NotoSansGeorgian
    /NotoSansGeorgian-Bold
    /NotoSansGlagolitic
    /NotoSansGothic
    /NotoSansGujarati
    /NotoSansGujarati-Bold
    /NotoSansGurmukhi
    /NotoSansGurmukhi-Bold
    /NotoSansHanunoo
    /NotoSansHebrew
    /NotoSansHebrew-Bold
    /NotoSansImperialAramaic
    /NotoSansInscriptionalPahlavi
    /NotoSansInscriptionalParthian
    /NotoSans-Italic
    /NotoSansJavanese
    /NotoSansKaithi
    /NotoSansKannada
    /NotoSansKannada-Bold
    /NotoSansKayahLi
    /NotoSansKharoshthi
    /NotoSansKhmer
    /NotoSansKhmer-Bold
    /NotoSansLao
    /NotoSansLao-Bold
    /NotoSansLepcha
    /NotoSansLimbu
    /NotoSansLinearB
    /NotoSansLisu
    /NotoSansLycian
    /NotoSansLydian
    /NotoSansMalayalam
    /NotoSansMalayalam-Bold
    /NotoSansMandaic
    /NotoSansMeeteiMayek
    /NotoSansMongolian
    /NotoSansMyanmar
    /NotoSansMyanmar-Bold
    /NotoSansNewTaiLue
    /NotoSansNKo
    /NotoSansOgham
    /NotoSansOlChiki
    /NotoSansOldItalic
    /NotoSansOldPersian
    /NotoSansOldSouthArabian
    /NotoSansOldTurkic
    /NotoSansOsmanya
    /NotoSansPhagsPa
    /NotoSansPhoenician
    /NotoSansRejang
    /NotoSansRunic
    /NotoSansSamaritan
    /NotoSansSaurashtra
    /NotoSansShavian
    /NotoSansSinhala
    /NotoSansSinhala-Bold
    /NotoSansSundanese
    /NotoSansSylotiNagri
    /NotoSansSymbols
    /NotoSansSyriacEastern
    /NotoSansSyriacEstrangela
    /NotoSansSyriacWestern
    /NotoSansTagalog
    /NotoSansTagbanwa
    /NotoSansTaiLe
    /NotoSansTaiTham
    /NotoSansTaiViet
    /NotoSansTamil
    /NotoSansTamil-Bold
    /NotoSansTelugu
    /NotoSansTelugu-Bold
    /NotoSansThaana
    /NotoSansThai
    /NotoSansThai-Bold
    /NotoSansTifinagh
    /NotoSansUgaritic
    /NotoSansVai
    /NotoSansYi
    /NotoSerif
    /NotoSerifArmenian
    /NotoSerifArmenian-Bold
    /NotoSerif-Bold
    /NotoSerif-BoldItalic
    /NotoSerifGeorgian
    /NotoSerifGeorgian-Bold
    /NotoSerif-Italic
    /NotoSerifKhmer
    /NotoSerifKhmer-Bold
    /NotoSerifLao
    /NotoSerifLao-Bold
    /NotoSerifThai
    /NotoSerifThai-Bold
    /NSimSun
    /NuevaStd-Bold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evaStd-Italic
    /Nyala-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ldEnglishTextMT
    /Onyx
    /OpenSans
    /OpenSans-Bold
    /OpenSans-BoldItalic
    /OpenSans-CondensedBold
    /OpenSans-CondensedLight
    /OpenSans-CondensedLightItalic
    /OpenSans-Extrabold
    /OpenSans-ExtraboldItalic
    /OpenSans-Italic
    /OpenSans-Light
    /OpenSansLight-Italic
    /OpenSans-Semibold
    /OpenSans-SemiboldItalic
    /OratorStd
    /OratorStd-Slanted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lantagenetCherokee
    /Playbill
    /PMingLiU
    /PMingLiU-ExtB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Raavi
    /RageItalic
    /Ravie
    /Roboto-Black
    /Roboto-BlackItalic
    /Roboto-Bold
    /Roboto-BoldItalic
    /RobotoCondensed-BoldItalic
    /RobotoCondensed-Regular
    /Roboto-Italic
    /Roboto-Light
    /Roboto-LightItalic
    /Roboto-Medium
    /Roboto-MediumItalic
    /Roboto-Regular
    /Roboto-Thin
    /Roboto-ThinItalic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d
    /RosewoodStd-Regular
    /SakkalMajalla
    /SakkalMajallaBold
    /ScriptMTBold
    /SegoePrint
    /SegoePrint-Bold
    /SegoeScript
    /SegoeScrip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oeUI-Light
    /SegoeUI-SemiBold
    /SegoeUI-Semilight
    /SegoeUISymbol
    /ShonarBangla
    /ShonarBangla-Bold
    /ShowcardGothic-Reg
    /Shruti
    /Shruti-Bold
    /SimHei
    /SimplifiedArabic
    /SimplifiedArabic-Bold
    /SimplifiedArabicFixed
    /SimSun
    /SimSun-ExtB
    /SnapITC-Regular
    /SourceSansPro-Black
    /SourceSansPro-BlackIt
    /SourceSansPro-Bold
    /SourceSansPro-BoldIt
    /SourceSansPro-ExtraLight
    /SourceSansPro-ExtraLightIt
    /SourceSansPro-It
    /SourceSansPro-Light
    /SourceSansPro-LightIt
    /SourceSansPro-Regular
    /SourceSansPro-Semibold
    /SourceSansPro-SemiboldIt
    /Stencil
    /StencilStd
    /Sylfaen
    /Symbol
    /SymbolMT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aditionalArabic
    /TraditionalArabic-Bold
    /TrajanPro3-Bold
    /TrajanPro3-Regular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unga
    /Tunga-Bold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Utsaah
    /Utsaah-Bold
    /Utsaah-BoldItalic
    /Utsaah-Italic
    /Vani
    /Vani-Bold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jaya
    /Vijaya-Bold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Vrinda-Bold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ZapfDingbatsITC
    /ZWAdobeF
  ]
  /AntiAliasColorImages false
  /AntiAliasGrayImages false
  /AntiAliasMonoImages false
  /AutoFilterColorImages true
  /AutoFilterGrayImages tru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heckCompliance [
    /None
  ]
  /ColorACSImageDict <<
    /HSamples [
      1
      1
      1
      1
    ]
    /QFactor 0.15000
    /VSamples [
      1
      1
      1
      1
    ]
  >>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ict <<
    /HSamples [
      1
      1
      1
      1
    ]
    /QFactor 0.15000
    /VSamples [
      1
      1
      1
      1
    ]
  >>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Filter /DCTEncode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SettingsFile ()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CropColorImages false
  /CropGrayImages false
  /CropMonoImages false
  /DSCReportingLevel 0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scription <<
    /CHS <FEFF005B57FA4E8E201C00480069006700680020005100750061006C0069007400790020005000720069006E0074002800310029201D005D0020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
  /DoThumbnail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DownsampleGrayImages true
  /DownsampleMonoImages tru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EmbedOpenType false
  /EmitDSCWarnings false
  /EncodeColorImages true
  /EncodeGrayImages true
  /EncodeMonoImages true
  /EndPage -1
  /GrayACSImageDict <<
    /HSamples [
      1
      1
      1
      1
    ]
    /QFactor 0.15000
    /VSamples [
      1
      1
      1
      1
    ]
  >>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ImageDepth -1
  /GrayImageDict <<
    /HSamples [
      1
      1
      1
      1
    ]
    /QFactor 0.15000
    /VSamples [
      1
      1
      1
      1
    ]
  >>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Filter /DCTEncode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GrayImageResolution 300
  /ImageMemory 1048576
  /JPEG2000ColorACSImageDict <<
    /Quality 30
    /TileHeight 256
    /TileWidth 256
  >>
  /JPEG2000ColorImageDict <<
    /Quality 30
    /TileHeight 256
    /TileWidth 256
  >>
  /JPEG2000GrayACSImageDict <<
    /Quality 30
    /TileHeight 256
    /TileWidth 256
  >>
  /JPEG2000GrayImageDict <<
    /Quality 30
    /TileHeight 256
    /TileWidth 256
  >>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ict <<
    /K -1
  >>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MonoImageResolution 1200
  /Namespace [
    (Adobe)
    (Common)
    (1.0)
  ]
  /NeverEmbed [
    true
  ]
  /OPM 1
  /Optimiz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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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edOffset [
        0
        0
        0
        0
      ]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tru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arksOffset 0
      /MarksWeight 0.28346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ageMarksFile /JapaneseWithCircle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
    0
    0
    0
  ]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OutputCondition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RegistryName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Trapped /Fals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
    0
    0
    0
  ]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sRGBProfile (sRGB IEC61966-2.1)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