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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삼성본(三省本: 보

물 제 758-1호)과 공인본(空印本: 보물 제758-2호)의 사진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여 두 판본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공인본의 보물지정 당시인 2012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개의 판본은 

모두 같은 판에서 인출된 것이며 공인본이 삼성본보다 후쇄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두 개의 

판본은 구성, 광곽의 형태, 글자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사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만으로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전문가들의 주관적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판본상에 나타난 인쇄특징을 바탕으로 인출

시기의 전후관계 및 동일한 판에서 인쇄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판에서 인쇄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면밀한 이미지 비교와 분석의 결과, 삼성본과 

공인본은 서로 다른 판에서 인출된 것이며 인출시기도 공인본이 삼성본에 비해서 후쇄본이라

는 보고서의 내용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삼성본에서 볼 수 있는 목판

인쇄의 특징과는 사뭇 다른 특징들이 관찰되어 공인본의 인출에 사용된 인쇄기술 및 인출시기

에 관한 추가조사 및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어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삼성본(三省本: 보물 제758-1호), 공인본(空

印本: 보물 제758-2호), 판본 간의 차이점, 이미지 비교, 이미지 분석

ABSTRACT Photographic images of the Samseong-version (三省本: Korea’s Treasure No. 758-1) and 

the Gongin-version (空印本: Korea’s Treasure No. 758-2) of Nammyeongcheon Hwasangsong 

Jeungdoga (南明泉和尙頌證道歌: Nanmingquan Song Zhengdaog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ersions. According to a report in 2012 at the time of 

the designation of the Gongin-version as Korea’s treasure, both versions were printed from the same 

woodblocks. The Gongin-version is presumed to be a later print than the Samseong-version. The two 

versions are very similar in format and shape of border lines and character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with the naked eye, even for exper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inting characteristics 

observed from each version through image analysis, useful evidence to determine whether it was printed 

using the same or different woodblocks and the order of printing was collected. As a result of careful 

image comparison and analysis, we concluded that the Samseong- and the Gongin-version were printed 

from different woodblocks, or possibly different typesetting. It wa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content 

of the report that the Gongin-version was a later print than the Samseong-version.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the Gongin-version print has characteristics quite different from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woodblock printing seen in the Samseong-version. Additional investigations and follow-up studies 

on the printing technology used for Gongin-version print and the timing of printing are recommended.

Key Words Nanmingquan Song Zhengdaoge (南明泉和尙頌證道歌), Korea’s Treasure, 

Samseong-version (三省本), Gongin-version (空印本), Differences between versions, 

Image comparisons, I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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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Nammyeongcheon 

Hwasangsong Jeungdoga 또는 Nanmingquan Song Zhengdaoge), 

이하 증도가｣는 당(唐)나라의 영가대사현각(永嘉大師玄

覺: 665-713)이 중국 선종(禪宗)의 육조(六祖) 혜능대사(慧

能大師: 638-713)를 뵙고 크게 깨닫은 내용을 송(宋)나라

의 남명대사(南明大師) 법천(法泉: ?∼1001) 이 그 깨달은 

바를 7자(字) 3구(句) 또는 7자 4구의 칠언시(七言詩) 319

편으로 옮긴 책이다(Chǒn, 1988; Park, 1988; Park, 2020a; 

2020b).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무인정부의 제

일인자인 중서령(中書令) 최이(崔怡)가 고려 고종(高宗) 

26년 (1239) 9월에 쓴 지문이 남아 있다. 간기(刊記)를 통

하여 출판 배경, 연대, 인쇄방법 등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간기를 통해서 증도가의 초판본은 주자(鑄字), 

즉 주조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고 책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아 다시 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증도가에 남아 있

는 지문에 나오는 모공중조주자본(募工重彫鑄字本)의 해

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며(Shon, 1971; Chǒn, 

1988; Park, 1988)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Song 

and Jung, 2015; Park, 2020a; 2020b). <공인을 모아 기존의 

주자본을 거듭 새겼다>는 해석과 <공인을 모아 원전을 

주자본으로 중간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전자의 경우

에는 전해지는 증도가는 금속활자본이 아닌 것으로 해석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금속활자본으로 해석되는 정반대

의 결과를 낳게 된다. 적어도 1239년 9월 이전에 금속활자

로 인쇄된 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현재 전해

지고 있는 증도가가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인 경우, 현존

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알려진1377

년(고려(高麗) 우왕(禑王) 3년)에 청주(淸州)의 흥덕사(興

德寺)에서 간행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

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 要節), 이하 직지(直指)｣보다 금속

활자 인쇄의 역사가 138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실체의 규명이 필요하다(Kyunghyang 

Shinmun, 2020). 

증도가는 현재 2권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다른 

소장본도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했거나 지정절차를 밟

고 있다. 구 김종규(舊 金宗圭) 소장본을 삼성출판박물관 

(三省出版博物館)이 소장하게 되면서 1984년에 보물 758

호로 지정되었고 안동본(安東本)으로도 불리웠던 구 박

동섭(舊 朴東燮) 소장본은 공인박물관(空印博物館)이 소

장하게 되어 2012년에 삼성출판박물관본과 동일본으로 

판단되어 역시 보물로 지정되었다(Park, 2020a; 2020b). 두 

개의 판본이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삼성출판박물관본

(이하 삼성본)은 보물 758-1호로, 공인박물관본(이하 공인

본)은 보물 758-2호로 지정되었다. 삼성본과 공인본은 종

이의 질이나 인쇄상태에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매우 유

사하여 동일한 판을 사용하여 인쇄된 것이며 인쇄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

도이다. 증도가 판본 연구의 초기인 1970년대부터 인쇄방

법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으나 삼성본과 다른 판본의 

경우에는 인쇄상태의 특징으로 판단할 때 금속활자본을 

모본으로 복각한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라는 것에 큰 이견

은 없는 상태이다. 공인본의 전 소장자였던 박동섭을 비

롯하여 현 소장자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최이의 지문의 해석방법과 공인본이 금속활자 인쇄본이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도가를 인쇄하는 데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이하 증도가자

(證道歌字))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문

화재분야 전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학계, 언론인들까

지 가세하여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Bulgyo News, 2015; Kang and Lee, 2015; 

National Forensic Science, 2015; Nam and Kwon, 2015; 

Yonhapnews, 2015; Hankyoreh, 2015; KBS, 2016; KBS, 

2017; Kyunghyang Shinmun, 2020; DNEWS, 2020; 

Yonhapnews, 2021; Dabosung Gallery, 2021).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319편의 절구로 구성된 8,659자의 인

쇄된 한자를 하나씩 판본별로 비교해 가면서 특징을 살펴

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

해 집중력 있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

를 제시하지 않는 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는 어렵다. 공인본의 초기 소장자였던 고 박동섭의 경우, 

1969년에 소장하게 되면서 1970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1973년에는 소장본의 글자의 모양(字樣)을 판단의 근거

로 활자로 인쇄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금속활자

로 인쇄된 것이라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8년에는 안동시 향토사연구회가 발간한 

향토안동(鄕土安東) 창간호에 본인 소장본(현 공인본)과 

구 김종규소장본(현 삼성본)의 축소 영인본을 서로 비교

하기 쉽게 정리하여 부록에도 싣고 그동안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2020년 1월에는 박상국이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의 탄생 남명천화상송증도가’라는 책을 출판

하고 같은 해 6월에는 개정판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본 남명증도가’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박동

섭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Park, 2020a; 2020b; 1988). 

신문지상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으나 금속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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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목판인쇄에서도 쉽게 찾

아볼 수 있는 현상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많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2018년부터 수집한 삼성본(보

물 제758-1호), 공인본(보물 제758-2호)를 비롯한 현존하

는 다양한 증도가 판본의 고해상도 사진 이미지들을 바탕

으로 이미지 비교와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공인본이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은 보류하고 인쇄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본과 목판

본 인쇄본으로 확인된 삼성본의 이미지 비교와 이미지 분

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본이 같은 판으로 인쇄된 것인

가, 다른 판으로 인쇄된 것인가, 같은 판으로 인쇄되었다

고 가정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인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증도가 중에서 1984년에 보물 

제758호(후에 758-1호로 개칭)로 지정된 삼성본과 2012년

에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된 공인본이다. 증도가는 44장

으로 인쇄되어 접어서 제본한 책으로 88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과 지문까지 합쳐 87쪽까지만 인쇄되어 있다. 

제44장의 후엽은 인쇄되어 있지 않다. 주로 고해상도 사

진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미지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사진 이미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소장자

의 양해를 구해 공인본의 실물을 확인하였다.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은 공인본의 경우 가필(加筆) 또는 

보사(補寫)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가필 여부는 실물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가필 또는 보사된 부분의 이미지는 

비교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삼성본과 공인본 모두에 

나타난 일부 불명확한 글자, 오기로 판단되는 글자 및 현

재 사용되지 않는 한자, 이체자(異體字)의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현존하는 다른 판본의 이미지와의 

비교 및 중국 원전(原典)의 정보를 텍스트화하여 제공하

는 내용과도 대조하였다(Wikisource, 2021).

이미지의 비교 분석에는 이미지의 확대, 축소, 회전, 위

치조정 등의 기본 기능과 더불어 색상 또는 밝기 등의 특

징을 기준으로 영역을 선택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희망하는 영역만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는 하

이라이트 기능, 일정한 기준(threshold)을 정하여 그 기준

에 따라 색을 입히거나 투명한 배경으로 만들어 겹쳐볼 

수 있는 기능 또한 필요하다. 글자의 윤곽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고 글자의 면적, 단위면적당의 점유율, 글자 간

의 겹침의 정도, 유사도 등도 정량화가 가능한 이미지 분

석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자들의 

그룹에서 개발한 PicMan(WaferMasters, CA, USA) (Kim, 

et al., 2019; Yoo, 2020; Kim, et al., 2021; Yoo and Yoo, 

2021; Yoo, et al., 2021c; Oh et al., 2021)을 주로 사용하였

으며 일부 기능은 마이크로 소프트 (Microsoft)사의 Office 

Package에 포함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사용

하였다. PicMan은 공학, 생물학, 의학 및 문화재 분야에서

도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이미지 비교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충분하다(Zhu, et 

al., 2019; Kim, et al., 2020; Wakamoto et al., 2021). 

3. 공인본과 삼성본의 이미지 비교

본 연구에서는 목판인쇄로 판명된 삼성본과의 차이를 

주장하는 공인본의 이미지를 삼성본의 이미지와 비교 분

석하는 관계로 공인본의 이미지를 왼쪽에 놓고 기준이 되

는 비교대상인 삼성본의 이미지를 오른쪽에 배치하여 정

리하였다. 이미지는 광곽(匡郭)의 폭이 같도록 배율을 조

정하여 표시하였다. 한지상의 목판인쇄의 특징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인출과정에서 한지가 

특정한 방향으로 약간 늘어나거나 밀리기도 하므로 같은 

판으로 인쇄한 판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지 배율의 조정

만으로 이미지가 완벽하게 겹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

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1. 첫 인쇄면의 이미지 비교

Figure 1에 증도가 (A) 공인본과 (B) 삼성본의 첫째면

(제1장의 전엽(前葉))의 사진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책자

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광곽의 상하 부분의 여백의 

크기의 차이일 뿐 내용은 동일하며 글자체도 매우 유사하

다. 제1행의 두 번째의 밝을 명(明)자는 고체자(古體字)인 

朙으로 인쇄되었으며 제2행의 두 번째의 들을 문(聞)자의 

문 문(門)자 아래의 귀 이(耳)자의 아래 부분이 끊어져 점

으로 표시된 것까지 동일하다. 제6행의 네 번째의 따를 

수(隨)의 좌부변(阝) 오른쪽의 책받침(辶) 모양도 제8행의 

세 번째 자의 같은 글자와 다른 것까지 유사하다. 또한 

제8행의 두 번째 글자인 서로 상(相)자의 나무 목 변(木)

의 윗부분이 끊어져서 점으로 표현된 것까지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판으로 인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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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지막 인쇄면의 이미지 비교 

Figure 2에 증도가 (A)공인본과 (B)삼성본의 마지막 인

쇄면 (제44장의 전엽)으로 진양공 최이의 지문이 기록된 

사진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이면 역시 공인본이 삼성본보

다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제2행의 후서(後序)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면 삼성본의 경우에는 목판의 글자가 일부 

탈락되어 차례 서(序)자의 나 여(予)자의 일부가 끊어져 

인쇄되어 있으나 공인본에서는 인쇄상태는 좋지 않지만 

이어져 인쇄되어 있다. 3행의 세 번째 글자인 밝을 명(明)

자는 첫 면과 다르게 고어체가 아닌 후대의 明자로 인쇄

되어 있는 것까지 같다. 글자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삼성

본이 공인본보다 크게 느껴진다. 2015년에 보조사상연구

원 월례학술대회에서 금속활자본임을 주장하는 연구자

와 많은 서지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공인본은 

삼성본과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하였으며 그러한 판단의 이유로는 공인본에서도 삼성본

처럼 광곽의 일부가 끊어져 인쇄되어 있는 점, 금속활자

라면 너덜이가 없을 수 없으나 너덜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의 묵색이 문자와 동일하지 않은 점, 광곽의 흠집이 모두 

동일한 점, 각 장마다 각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점, 글

자의 흠집이나 칼자국 등이 동일한 점, 목판이 낡아서 흐

리게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한지의 질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고 있다(Chungbukin News, 2015). 대다수의 서

지학자들은 공인본을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1472년 조선 

성종 3년 이후에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한 후쇄본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글자의 인쇄상태로 판단하게 되면 

삼성본이 먼저 인쇄되고 공인본은 목판이 많이 손상된 후

대에 조악하게 인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序자의 予자 부분의 일

부가 끊어진 것이 다시 복원되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

다. 육안으로 관찰한 느낌만으로 같은 판으로 인쇄되었다

거나 공인본이 삼성본보다 후대에 인쇄되었다고 판단하

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3.3. 첫 인쇄면의 묵흔의 채색, 분리, 이미지 겹침을 통

한 비교 

Figure 3에 증도가 (A) 공인본과 (B) 삼성본의 첫째면

의 글자와 광곽 부분의 묵흔(墨痕)을 빨간색과 파란색으

로 다르게 채색하여 비교하였다. 채색된 묵흔만을 분리하

여 흰색 바탕에 옮겨 비교한 그림을 준비하여 Figure 4에 

비교하였다. 두 이미지를 겹쳐보면 글자의 위치 크기 모

양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5). 이미

지를 오른쪽 위의 광곽을 기준으로 맞추어 왼쪽 아래 부

(A) (B)

Very Similar Korea’s Treasures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2. Photographs of the la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this production of this script: Korea’s 

Treasure (A)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nd

(B)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A) (B)

Very Similar Korea’s Treasures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1. Photographs of the fir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Korea’s Treasure (A)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nd (B)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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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는 약간의 불일치가 확인되지만 이것은 한지상의 

목판인쇄의 특징의 선행연구(Yoo et al., 2021a; 2021b)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쇄과정에서 한지를 밀대로 밀면서 

한지에 먹을 전사(傳寫)하는 과정에서 한지가 늘어나는 

방향과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글자의 모양이 특이하게 인쇄된 朙, 聞, 

隨, 相의 경우는 모두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이미지가 비

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데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판으로 인쇄했다고 하면 목판을 만들 

때 매우 정교하게 복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정도의 유사도와 일치도를 가지고 있다면 두 판본이 

Figure 5. Superimposed image of characters in the fir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in 

red (No. 758-2) and blue (No. 758-1)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PicMan). 

(A) (B)

Very Similar Korea’s Treasures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4. Images of the fir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after coloring black letters and 

background elimination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PicMan): Korea’s Treasure (A)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nd (B)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A) (B)

Very Similar Korea’s Treasures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3. Modified photographs of the fir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after coloring 

black letters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PicMan): 

Korea’s Treasure (A)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nd (B)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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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

고 볼 수 있다. 두 장의 이미지를 옆에 놓고 육안으로 관

찰하여 판단한 결과라면 더욱 그러하다. 아마도 실물을 

옆에 두고 비교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문화재의 특성상 해체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상

황이라서 이미지의 면밀한 비교와 분석에 의한 판단이 요

구된다.

3.4. 판본 간 이미지 비교를 통한 인쇄시기의 전후관계 

추정 

공인본과 삼성본 전체의 이미지를 자세히 비교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중

에서 한 면에서 비교적 많은 차이가 관찰된 이미지 비교 

결과를 Figure 6에 소개한다. 이 이미지에서는 차이가 크

게 보인 곳의 묵흔을 공인본에서는 빨간색으로 채색하고 

파란색 테두리로 영역을 표시하였다. 삼성본에서는 반대

로 문제가 되는 부분의 묵흔을 파란색으로 채색하고 빨간 

테두리로 영역을 표시하였다.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공인본에서는 약간 가늘어 보이지만 모든 글자가 정확

하게 인쇄되어 있는 반면 삼성본에서는 목판에서 여러 글

자의 획이 탈락하여 불완전한 형태의 글자로 인쇄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삼성본의 오른쪽의 광곽도 일부 탈락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7에 해당되는 한자 10자(與, 

物, 無, 萬, 木, 是, 眞, 道, 晩, 空)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공인본에서는 획탈락이 없으나 삼성본에서

는 획탈락과 목판인쇄의 특징 중의 하나인 목리문(木理

紋)을 볼 수 있다.

만약 일부의 주장대로 삼성본과 공인본 모두 같은 판

으로 인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인본에서는 획탈락이 

거의 없는 글자도 삼성본에서는 획탈락이 확인되는 글자

가 상당수 발견되기 때문에 공인본이 삼성본보다 후대에 

인쇄된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오히려 공인본이 삼성본에 비해서 먼저 인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5. 판본 간 이미지 비교를 통한 동일 판본사용여부의 

조사

Figure 8에 제14장 전엽의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주목

해야 할 글자는 제3행의 마지막 글자인 언덕 안(岸)자이

다. 이미지 전체를 보면 같은 구성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공인본과 삼성본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쉽

(A) (B)

Front Side of 6th Folding Leaf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6. Photographs of the front side of the 6th folding 

leaf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Differences in printed characters and a portion of the 

frame are highlighted in red (A) No. 758-2 and blue (B) 

No. 758-1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PicMan). 

Figure 7. Cropped images of selected characters in the 

front side of the 6th folding leaf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No. 758-2 and No. 758-1), 

suggesting sequence of the printing and/or print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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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여러 장의 비슷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면서 심

리적으로 동일한 판으로 인쇄된 것이라는 암시를 무의식

적으로 받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특별한 심리적 저항감 없

이 두 판본은 같은 것이라는 잠재적인 결론에 도달하여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쉽다.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반복

해서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밀

한 이미지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두 종류의 이미지를 인

쇄면 전체, 글자 및 획단위까지 세밀하게 비교한 결과 공

인본과 삼성본에 인쇄된 岸자는 단순히 목판 인쇄에서 발

생하는 획탈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에 문제가 되는 岸자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채

색하여 겹쳐서 비교한 이미지와 각각의 판본에서 추출한 

岸자의 윤곽을 다른 판본의 글자에 겹쳐서 비교한 결과를 

표시하였다. 岸자의 삐침의 길이가 단순하게 짧아진 것이

라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삐침의 길이뿐

만 아니라 각도가 다르다. 이것은 같은 판으로 인쇄해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인본과 삼성본은 

각각 다른 판을 사용해서 인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岸

자의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한 사각형 영역은 156 x 158 

= 24,648화소로 공인본(보물 758-2)에서의 글자의 면적은 

3,213화소이고 삼성본(보물 758-1)에서의 글자의 면적은 

3,931화소로 삼성본의 글자 면적이 공인본의 글자의 면적

보다 22.3%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두 글자를 겹쳐보면 

사각형 면적의 약 11.5%만이 겹치고 공인본의 글자는 

3.5%, 삼성본의 글자는 사각형 전체면적의 약 6.5% 정도

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공인본 글자의 면적

인 3,213화소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26.9%가 삼성본의 

글자와 면적이 겹치지 않고, 삼성본 글자의 면적인 3,931

화소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공인본의 글자와 겹치지 않

는 부분의 면적이 40.7%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도 여러 장에서 발견되었다. 전부

를 소개할 수는 없으나 다른 면에서의 사례도 추가로 하

나 더 아래에 소개한다.

Figure 10에 제36장 후엽의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이 

면에서는 가리킬 지(指)자가 유난히 많이 사용되었다. 총 

4번 사용되었는데 그 4개의 指자를 비교하면 4개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2개의 指자의 모양이 공인본과 삼성본에

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도 목판본에서의 획의 탈락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指자의 방의 윗부분에 해당하

는 비수비 匕자가 확실하게 새겨진 것은 그대로 새기고 

비수비 匕자의 모양이 불분명한 삼성본에서 파란색 네모

로 표시한 指자의 방의 위부분은 비수비 匕자 대신에 머

리두 亠자로 인위적으로 통일시켜 놓았다. 실제로 공인본

의 제7행의 다섯 번째 글자는 指자의 방의 위부분이 머리

두 亠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성본에 사용된 목판

을 판각할 때 이 글자에 맞춰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A) (B)

Front Side of 14th Folding Leaf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8. Notable shape difference in (岸) characters 

between scripts surrounded by blue and red squares 

suggesting mistakes in the replication woodblock carving 

process in making No. 758-1. (Front side of 14th folding 

leaf)

No. 758-2 No. 758-1

Difference between Scripts

3,213 Pixels

3,931 Pixels

22.3% 

Larger Area

11.5%
6.5%

3.5%

78.5%

156 x 158 

= 24, 648 pixels

11.5%

6.5%
3.5%

78.5%

Figure 9. Detailed images of (岸) characters between 

scripts, showing highlights, outline of characters, and 

overlapping, by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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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Figure 11에 따로 정

리하여 표시하였다. 

Figure 12에 제34장 후엽의 이미지 중에서 석 삼(三)자

가 집중적으로 네 번 나타난 ‘전삼삼여후삼삼(前三三與

後三三)’ 부분을 빨간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공인본에

서는 네 자 모두 석 삼(三)으로 바르게 인쇄되어 있으나 

삼성본에서는 석 삼(三)자의 가운데 한 획이 탈락하여 두 

이(二)자로 인쇄된 부분을 빨간색 정사각형으로 표시하

였다. 만약 공인본과 삼성본이 같은 판본을 사용하여 인

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공인본이 먼저 인쇄되고 삼성본

을 인쇄하기 전에 석 삼(三)자의 가운데 한 획이 탈락하여 

두 이(二)자로 인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Figure 7–12에서 소개한 사례와 비슷한 우연으로 보기 어

려운 삼성본과 공인본 간의 인쇄상태의 차이는 증도가 44

장의 전엽과 후엽 중에서 인쇄되어 있지 않은 44장 후엽

을 제외한 87쪽의 약 반수 정도의 인쇄면에서 발견되었

다. 따라서 공인본과 삼성본은 인쇄면 전체의 육안 관찰

로는 매우 유사하게 보이나 인쇄된 글자를 하나씩 비교하

게 되면 동일한 판목으로 인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서

로 다른 판본을 사용해서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

성이 있다. 따라서 공인본은 삼성본을 인쇄한 목판과는 

다른 판본으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인본이 다른 

목판으로 인쇄되었는지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는지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고찰 및 결론

공인본의 전(前) 소장자 박동섭(Park, 1988)과 박상국

(Park, 2020a; 2020b)이 꾸준히 제기해온 공인본의 금속활

자설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공인본상에서 나타나는 너덜

이, 획의 탈락, 보사, 활자의 움직임, 뒤집힌 글자, 활자의 

높낮이에 의한 농담의 차이 등은 어디까지나 느낌을 표현

한 것일 뿐 객관적이거나 정량적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

고 있다. 실제로 서지학 분야를 개척한 천혜봉(千惠鳳)이 

(A) (B)

Backside of 36th Folding Leaf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10. Notable shape difference in two out of four 

(指) characters between scripts surrounded by red squares 

suggesting mistakes in replication of the woodblock 

carving process in making No. 758-1 (Backside of 36th 

folding leaf).

Figure 11. Detailed images of (指) characters between 

scripts. Two out of four (指) characters have been 

modified in the replication woodblock carving process in 

making No. 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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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소개한 활자본과 번각본의 식별법,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의 식별법의 내용으로 검토해 보아도(Cheon, 

1993a; 1993b)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와 주장은 해석 방법

에 따라서 목판인쇄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하는 것만이 그동안의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합

리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향해서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논란이 되어온 증도가 판

본이 동일한 판에서 인쇄된 것인지 다른 판에서 인쇄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저자들의 그룹에

서 개발한 최신의 이미지 비교 및 분석 소프트웨어

(PicMan)를 사용하여 각 판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

밀하게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간과해왔던 차이점을 객관화하

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보물 제758-2호 공인

본은 보물 제759-1호 삼성본과는 다른 판으로 인쇄된 것

으로 인쇄시기도 삼성본보다 빠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또한 인쇄상의 여러 가지 특징으로 보아 목판 인

쇄된 삼성본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금속활자 인쇄

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판을 사용했는지가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공인본이 금속활자 인

쇄본으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라면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直指)보다 빠른 시기에 인쇄된 것이

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쇄기술의 역사를 다

시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는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연구자들 간의 이견이나 대립을 해소

하고 공인본이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인지의 여부를 과학

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장자들

의 협조를 얻어 한지의 물성, 먹의 물성, 먹의 인출상태, 

글자의 두께의 차이, 글자 간의 자형의 차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인본이 목판 인쇄 

본인지 금속활자 인쇄 본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

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의 역사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REFERENCES

Bulgyo News, 2015, ‘Jeungdoga Character’, the world’s 

oldest metal type, even older than Jikji. http://www. 

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38 

(September 14, 2021)

Cheon, H.B., 1993a, Korean Metal Print. Beomwoosa.

Cheon, H.B., 1993b, Korean woodblock print, Beomwoosa.

Chǒn, H.B., 1988, On the recarved edition of priest 

Nanminchüan’s Chêngtao-ko, printed with metal type in 

the Koryo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15, 267-280.

Chungbukin News, 2015, “‘Jeungdoga’ is a woodblock 

print, not a metal type” argument prevailed. http://www. 

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18 

(November 22, 2021)

Dabosung Gallery, 2021, What is Jeungdoga characters? 

http://www.daboseong.com/bbs/content.php?co_id=metal

print (September 14, 2021)

DNEWS, 2020, Jeungdoga Characters considering 

re-application for cultural properties with ‘Goryeo metal 

type’.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 

202011160621246640321 (September 14, 2021)

Hankyoreh, 2015, [Opinion] Thought on heated discussion 

on Jeungdoga character metal types. https://www.hani. 

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1761.html (September 

14, 2021)

Kang, T.Y. and Lee. J., 2015, Multiform Korean 

handwriting authentication by forensic document 

examiner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255, 133-136. 

https://doi.org/10.1016/j.forsciint.2015.07.002

(A) (B)

Backside of 34th Folding Leaf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12. Obvious difference in one out of four 

characters for number three (三) between scripts 

surrounded by a red square suggesting damage of the 

woodblock of No. 758-1 (Backside of 34th folding 

leaf).



800 | 보존과학회지 Vol.37, No.6, 2021

KBS, 2016,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uld not 

reveal authenticity of believed Goryeo metal type.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03032 

(September 14, 2021) 

KBS, 2017, Rejec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 treasure 

‘Jeungdoga character’… end of controversy over 

authenticit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 

63245 (September 14, 2021)

Kim, E.A., Lee, J.H. and Kim, G.H., 2021, A characteristic 

analysis of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Korea (I).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37(3), 232-24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G., Kim, J.G., Kang, K. and Yoo, W.S., 2019, 

Image-based quantitative analysis of foxing stains on old 

printed paper documents. Heritage, 2, 2665-2677. 

Kim, J.G., Yoo, W.S., Park, J.Y. and Lee, W.J., 2020, 

Quantitative analysis of contact angle of water on SiC: 

Polytype and polarity dependence. ECS J. Solid State 

Science and Technology, 9,123006.

Kyunghyang Shinmun, 2020, Metal type printed 138 years 

ahead of ‘Jikji’. “We had no idea that it existed in 

Korea”.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html?art_id=202004210600001/ (September 14, 2021)

Nam, K.H. and Kwon, O.D., 2015, Counterargument against 

mistranslation in judgement of Zeungdogaja (證道歌字),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4, 349-382. doi; 

10.17258/jib. 2015.64.349

National Forensic Science, 2015, an establishment of 

document examination method by proefficiency test and 

statistical analysis III. https://scienceon.kisti.re.kr/ 

commons/util/originalView.do?dbt=TRKO&cn=TRKO20

1600003660 (September 14, 2021)

Oh, H., Nam, H.H., Yoo, Y., Kim, J.G., Kang, K. and Yoo, 

W.S., 2021, Estimation of the original location of Haechi 

(Haetae) statues in front of Gwanghwamun gate using 

archival photos from early 1900s and newly taken photos 

by image analysis. J. Conservation Science, 37(5), 

491-504.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ark, D.S., 1988, Goryeo metal-type printing, 

‘Nammyeongcheon Hwasangsong Jeungdoga’. Hyangto 

Andong, 1, 15-192.

Park, S.K., 2020a, Nammyeongcheon Hwasangsong 

Jeungdoga, birth of the world’s first metal type print. 

Gymmyoung Publishers, Seoul.

Park, S.K., 2020b, Nammyeong Jeungdoga, the world’s first 

metal type print. Gymmyoung Publishers, Seoul.

Shon, P.K. 1971, Early Korean typography. Korean Library 

Studies Association.

Song, I.G. and Jung, W.K., 2015,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metal type buddhist book edi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223-246.

Wakamoto, K., Otsuka, T., Nakahara, K. and Namazu, T., 

2021, Degradation mechanism of pressure-assisted 

sintered silver by thermal shock test. Energies, 2021, 14, 

5532. 

Wikisource, 2021, Yongjia zhengdao song (or Cheng-tao- 

ko: song of enlightenment). https://zh.m.wikisource.org/ 

zh-hant/%E6%B0%B8%E5%98%89%E8%AD%89%E9

%81%93%E6%AD%8C (September 14, 2021)

Yonhapnews, 2015, The truth about “Jeungdoga character 

metal types” fell into a labyrinth... confrontation with 

reality. https://www.yna.co.kr/view/AKR2015110104940 

0005 (September 14, 2021)

Yonhapnews, 2021, First excavation of the original book of 

‘Honggil-dong’ published in Jeonju in the mid-19th 

century.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1389 

00005 (September 14, 2021)

Yoo, W.S., Kim, J.G. and Ahn, E.J., 2021a,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rinting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using a replicated 

woodblock of wanpanbon edition Shimcheongjeon. J. 

Conservation Science, 37(3), 289-301.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o, W.S., Kim, J.G. and Ahn, E.J., 2021b, An 

experimental reproduction study on characteristics of 

woodblock printing on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J. Conservation Science, 37(5), 590-605.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o, W.S., Yoo, S.S., Yoo, B.H. and Yoo, S.J., 2021c, 

Investigation on the conservation status of the 

50-year-old “Yu Kil-Chun archives” and an effective and 

practical method of preserving and sharing contents. J. 

Conservation Science, 37(2), 167-178.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o, W.S., 2020, Comparison of outlines by image analysis 

for derivation of objective validation results: “Ito 

Hirobumi’s characters on the foundation stone” of the 

main building of bank of Korea. J. Conservation Science, 

36(6), 511-518.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o, Y. and Yoo, W.S., 2021, Digital image comparisons 

for investigating aging effects and artificial modifications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J. Conservation Science, 

37(1), 1-12.

Zhu, C., Espulgar, W.E., Yoo, W.S., Koyama, S., Dou, X., 

Kumanogoh, A., Tamiya, E., Takamatsu, H. and Saito, 

M., 2019, Single cell receptor analysis aided by a 

centrifugal microfluidic device for immune cells 

profiling. Bulletin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92 

(11), 1834-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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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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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ARA <FEFF06270633062A062E062F0645002006470630064700200627064406250639062F0627062F0627062A0020064406250646063406270621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645062A064806270641064206290020064406440637062806270639062900200641064A00200627064406450637062706280639002006300627062A0020062F0631062C0627062A002006270644062C0648062F0629002006270644063906270644064A0629061B0020064A06450643064600200641062A062D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5000440046002006270644064506460634062306290020062806270633062A062E062F0627064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648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625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
    /BGR <FEFF04180437043f043e043b04370432043004390442043500200442043504370438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c00200437043000200434043000200441044a043704340430043204300442043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c0020043c0430043a04410438043c0430043b043d043e0020043f044004380433043e04340435043d04380020043704300020043204380441043e043a043e043a0430044704350441044204320435043d0020043f04350447043004420020043704300020043f044004350434043f0435044704300442043d04300020043f043e04340433043e0442043e0432043a0430002e002000200421044a04370434043004340435043d04380442043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43c043e0433043004420020043404300020044104350020043e0442043204300440044f04420020044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41043b0435043404320430044904380020043204350440044104380438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FEFF00540061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ed00200070006f0075017e0069006a007400650020006b0020007600790074007600e101590065006e00ed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5007200e90020007300650020006e0065006a006c00e90070006500200068006f006400ed002000700072006f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e00ed0020007400690073006b0020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e002000200056007900740076006f0159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650076015900ed0074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5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1b006a016100ed00630068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ETI <FEFF004b00610073007500740061006700650020006e0065006900640020007300e400740074006500690064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6500740073006500200074007200fc006b006900650065006c00730065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d0069007300650020006a0061006f006b007300200073006f00620069006c0069006b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6400650020006c006f006f006d006900730065006b0073002e00200020004c006f006f00640075006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730061006100740065002000610076006100640061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d0069006400650067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e0069006e0067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a00610020007500750065006d00610074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f006e00690064006500670061002e000d000a>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GRE <FEFF03a703c103b703c303b903bc03bf03c003bf03b903ae03c303c403b5002003b103c503c403ad03c2002003c403b903c2002003c103c503b803bc03af03c303b503b903c2002003b303b903b1002003bd03b1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c403b5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3c003bf03c5002003b503af03bd03b103b9002003ba03b103c42019002003b503be03bf03c703ae03bd002003ba03b103c403ac03bb03bb03b703bb03b1002003b303b903b1002003c003c103bf002d03b503ba03c403c503c003c903c403b903ba03ad03c2002003b503c103b303b103c303af03b503c2002003c503c803b703bb03ae03c2002003c003bf03b903cc03c403b703c403b103c2002e0020002003a403b10020005000440046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3c003bf03c5002003ad03c703b503c403b5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b9002003bc03c003bf03c103bf03cd03bd002003bd03b1002003b103bd03bf03b903c703c403bf03cd03bd002003bc03b5002003c403b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3c403b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3ba03b103b9002003bc03b503c403b103b303b503bd03ad03c303c403b503c103b503c2002003b503ba03b403cc03c303b503b903c2002e>
    /HEB <FEFF05D405E905EA05DE05E905D5002005D105D405D205D305E805D505EA002005D005DC05D4002005DB05D305D9002005DC05D905E605D505E8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5D405DE05D505EA05D005DE05D905DD002005DC05D405D305E405E105EA002005E705D305DD002D05D305E405D505E1002005D005D905DB05D505EA05D905EA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05D005DE05D905DD002005DC002D005000440046002F0058002D0033002C002005E205D905D905E005D5002005D105DE05D305E805D905DA002005DC05DE05E905EA05DE05E9002005E905DC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FEFF004b0069007600e1006c00f30020006d0069006e0151007300e9006701710020006e0079006f006d00640061006900200065006c0151006b00e90073007a00ed007401510020006e0079006f006d00740061007400e100730068006f007a0020006c006500670069006e006b00e1006200620020006d0065006700660065006c0065006c015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61007400200065007a0065006b006b0065006c0020006100200062006500e1006c006c00ed007400e10073006f006b006b0061006c0020006b00e90073007a00ed0074006800650074002e0020002000410020006c00e90074007200650068006f007a006f0074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1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e9007300200061007a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7600610067007900200061007a002000610074007400f3006c0020006b00e9007301510062006200690020007600650072007a006900f3006b006b0061006c0020006e00790069007400680061007400f3006b0020006d00650067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FEFF004e006100750064006f006b0069007400650020016100690075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6d006500740072007500730020006e006f0072011700640061006d00690020006b00750072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750072006900650020006c0061006200690061007500730069006100690020007000720069007400610069006b007900740069002000610075006b01610074006f00730020006b006f006b007900620117007300200070006100720065006e006700740069006e00690061006d00200073007000610075007300640069006e0069006d00750069002e0020002000530075006b00750072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10069002000670061006c006900200062016b007400690020006100740069006400610072006f006d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72002000760117006c00650073006e0117006d00690073002000760065007200730069006a006f006d00690073002e>
    /LVI <FEFF0049007a006d0061006e0074006f006a00690065007400200161006f00730020006900650073007400610074012b006a0075006d00750073002c0020006c0061006900200076006500690064006f0074007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100730020006900720020012b00700061016100690020007000690065006d01130072006f00740069002000610075006700730074006100730020006b00760061006c0069007401010074006500730020007000690072006d007300690065007300700069006501610061006e006100730020006400720075006b00610069002e00200049007a0076006500690064006f006a00690065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f0020007600610072002000610074007601130072007400200061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6b0101002000610072012b00200074006f0020006a00610075006e0101006b0101006d002000760065007200730069006a0101006d0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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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 <FEFF005500730074006100770069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2000740077006f0072007a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f30077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7a0065007a006e00610063007a006f006e00790063006800200064006f002000770079006400720075006b00f30077002000770020007700790073006f006b00690065006a0020006a0061006b006f015b00630069002e00200020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6f007400770069006500720061010700200077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9006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20006e006f00770073007a0079006d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RUM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10163006900200061006300650073007400650020007300650074010300720069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610020006300720065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6006100740065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740069007001030072006900720065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7400610074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6100720103002e00200020004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5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70006f007400200066006900200064006500730063006800690073006500200063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15f00690020007600650072007300690075006e0069006c006500200075006c0074006500720069006f006100720065002e>
    /RUS <FEFF04180441043f043e043b044c04370443043904420435002004340430043d043d044b0435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3e043704340430043d0438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3c0430043a04410438043c0430043b044c043d043e0020043f043e04340445043e0434044f04490438044500200434043b044f00200432044b0441043e043a043e043a0430044704350441044204320435043d043d043e0433043e00200434043e043f0435044704300442043d043e0433043e00200432044b0432043e04340430002e002000200421043e043704340430043d043d044b04350020005000440046002d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4b0020043c043e0436043d043e0020043e0442043a0440044b043204300442044c002004410020043f043e043c043e0449044c044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31043e043b043504350020043f043e04370434043d043804450020043204350440044104380439002e>
    /SKY <FEFF005400690065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69006100200070006f0075017e0069007400650020006e00610020007600790074007600e100720061006e0069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f007200e90020007300610020006e0061006a006c0065007001610069006500200068006f0064006900610020006e0061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e00fa00200074006c0061010d0020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e00200056007900740076006f0072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76006f007200690165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f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6100ed00630068002e>
    /SLV <FEFF00540065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9007400760065002000750070006f0072006100620069007400650020007a00610020007500730074007600610072006a0061006e006a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6900200073006f0020006e0061006a007000720069006d00650072006e0065006a016100690020007a00610020006b0061006b006f0076006f00730074006e006f0020007400690073006b0061006e006a00650020007300200070007200690070007200610076006f0020006e00610020007400690073006b002e00200020005500730074007600610072006a0065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a00650020006d006f0067006f010d00650020006f0064007000720065007400690020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6e0020006e006f00760065006a01610069006d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TUR <FEFF005900fc006b00730065006b0020006b0061006c006900740065006c0069002000f6006e002000790061007a006401310072006d00610020006200610073006b013100730131006e006100200065006e0020006900790069002000750079006100620069006c006500630065006b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6f006c0075015f007400750072006d0061006b0020006900e70069006e00200062007500200061007900610072006c0061007201310020006b0075006c006c0061006e0131006e002e00200020004f006c0075015f0074007500720075006c0061006e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6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6006500200073006f006e0072006100730131006e00640061006b00690020007300fc007200fc006d006c00650072006c00650020006100e70131006c006100620069006c00690072002e>
    /UKR <FEFF04120438043a043e0440043804410442043e043204430439044204350020044604560020043f043004400430043c043504420440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420432043e04400435043d043d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56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4f043a04560020043d04300439043a04400430044904350020043f045604340445043e0434044f0442044c00200434043b044f0020043204380441043e043a043e044f043a04560441043d043e0433043e0020043f0435044004350434043404400443043a043e0432043e0433043e0020043404400443043a0443002e00200020042104420432043e04400435043d045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050004400460020043c043e0436043d04300020043204560434043a04400438044204380020044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42043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00431043e0020043f04560437043d04560448043e045700200432043504400441045604570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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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