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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립기상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국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및 보물 관상감 측우대의 

재질특성 및 보존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대구 경상감영측우대

는 반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본체와 달리 받침돌은 중조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1985년 이

후 제작되었다. 관상감 측우대는 중조립질 담홍색화강암으로 암석학적 재질특성 및 전암대자

율 특성 조건을 검토할 시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측우대의 주된 표면오염은 

탄소기원의 흑색오염물이며, 건⋅습식 세척 후 파이버레이저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아크릴물

감 및 페인트 이물질은 습포법 등 예비세척을 진행한 후 제거하였다. 마지막 공정인 강화처리

는 처리 전⋅후 초음파 물성평가 결과, 평균 10%이상 물성이 개선되었다. 문화재 원형측면에서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의 받침돌은 모르타르로 표면처리한 후 색 맞춤을 진행하는 등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관상감 측우대는 재질특성 및 측우기 홈의 제작

기법, 동궐도의 측우기 그림 등을 검토할 시 측우기를 받치는 대(臺)의 역할이 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과학기술문화재에 대한 문헌 조사와 원형 고증, 자연과학적 분석 조사

를 진행하여 유물의 진정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관상감 측우대,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 원형

ABSTRACT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conservation conditions of the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Daegu(National Treasure) and the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Bureau of Astronomy(Treasure) which have been kept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re scientifically diagnosed, and th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ose artifacts was 
performed. The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was made of aplite at that time 
but on the other hand, its bottom stone was made of medium and coarse grained grantite since 1985. 
The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was made of medium and coarse grained granite in pale 
rose color, and based on petrologic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 values by magnetic 
susceptibility measurements, it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main 
contamination on the surface of the rain gage pedestals is black contaminants which were derived 
from carbon, and the fiber laser was used to complete the work after dry and wet cleaning were 
performed. In addition, impurities caused by acrylic colors and paint were removed by the poultice 
method after the preliminary cleaning. In terms of consolidation as the final stage of the conservation 
process, the ultrasonic assessment on physical properties before and after consolidation resulted in more 
than 10% improvement on average. From a perspective of the original form as cultural heritage, the 
bottom stone of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has been treated with mortar 
on the surface and its color was matched during the conservation treatment, which hinders approach 
to exact information of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there is the need to examine whether it served as a pedestal to support the rain gauge 
(Cheugugi), judging by material characteristics, manufacturing techniques of rain gauge holes and 
Donggwoldo depicting a rain gauge in the painting. Therefore,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uthenticity 
of cultural heritage will be required by doing literature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of traditional 
science technology, historical research on the original form and natural scientific analysis. 

Key Words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Scientific research, Conservation treatment, Origin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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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립기상박물관이 소장 중인 측우대와 측우기는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상 및 기후 관측자료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Jeon et al., 

1984; Cho et al., 2015). 이미 삼국시대부터 가뭄이나 홍수, 

이상난동 등 기후 현상과 강수, 뇌전, 토유 등 기상현상 

외에 별의 이동과 같은 천문 현상까지 관측하고 기록에 

남겼으며, 특별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국가로서 

강우 관측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Cho et al., 2015). 

이와 같은 농업 국가의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우량 관측기구가 바로 측우기이다. 우리나라에

서 강우량에 대한 정확한 정량적 관측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 초 1441년(세종 23년)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이듬

해에 전국적으로 강우량 측정을 시행하였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 측우기는 본래 청동으로 제

작된 측우기와 측우기를 안치하고 고정하기 위한 측우대

가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우량 측정

을 목적으로 고안된 만큼 측우기에는 자연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이해가 녹아 있다. 빗방울의 낙하 특성, 동일 지역

에서의 단위 면적과 강우량과의 관계, 흙과 물의 무게 차

이 등을 관찰한 경험이 축적되어 측우기의 형태와 너비는 

물론 측우대의 제작과 설치 등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2020).

측우기와 측우대는 일체형으로 결합된 문화유산으로 

조선의 과학과 기술이 집약된 발명품이었으며, 그 형태

와 설치 기준이 오늘날의 강우량계의 형태 및 설치 규정

과 흡사하다(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2020). 하지만 일체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와다 유

지(和田雄治)의 보고서에 실린 사진이 유일하며, 1985년 

문화재관리 행정에 있어 일대 혁신을 가져 온 과학기술

문화재의 지정 전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Ko, 1985). 당시 지정된 측우대는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관상감 측

우대이며, 통영 측우대가 2010년 지정되었다. 총 4점의 

국가지정 측우대 중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관상감 측

우대를 국립기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현재까지 보존과학적 조사 및 주요 손상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동안 기상청 로비 한켠

에 전시되어 있었던 측우대는 국립기상박물관 개관에 맞

춰 정밀조사와 보존처리가 필요하였으며, 특히 대구 경

상감영 측우대의 표면 오염물과 받침돌의 성격, 관상감 

측우대의 형태학적 특이점 등 보존과학 및 인문학적 분

석과 고찰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측우대의 재질특성 및 

오염물 분석, 과학적 보존처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1985년 지정 이후 일체형으로 소개된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받침돌의 재질 특이점과 관상감 측우대의 형태

학적 특이점을 바탕으로 지정 이후 확인되는 몇 가지 

수정사항 제안을 통해 원형 고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국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이하 ‘경상감영 측우대’)의 

3차원 이미지 분석결과, 높이 464 mm, 폭 378 mm 정사각

기둥 형태의 석재로 지름 159 mm, 깊이 51 mm의 측우기 

고정용 홈이 뚫려 있으며 중량은 154 kg이다. 전면에 ‘측

우대, 건륭 경인년 5월에 만듦(測雨臺, 乾隆庚寅五月造)’

이라고 새겨진 명문을 통해 1770년(영조 46)에 제작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측우대는 조선 후기 15세기의 옛 

제도를 따라 측우기와 측우대 제도를 마련하였고, 기존의 

전례가 지속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 하지만 우측면에 

십여군데의 총탄 자국과 주변으로 미세균열이 확인되며, 

가장자리의 탈락과 크고 작은 박리박락이 다수 확인되고 

흑색변색은 모든면에서 관찰된다(Figure 1). 

보물 관상감 측우대(이하 ‘관상감 측우대’)의 3차원 이

미지 분석결과, 높이 877 mm, 폭 942 mm 사각기둥 형태의 

석재로 지름 172 mm, 깊이 60 mm의 측우기 고정용 홈이 

뚫려 있으며 중량은 1,198 kg이다(Figure 2). 세종 때의 것

으로 서울 매동초등학교 교정에 있던 것을 현재 국립기상

박물관으로 옮겼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 

실내 전시된 것으로 생물오염은 미미하며 조립질 화강암 

특성 상 광물 입자 경계나 벽개면 탈락에 따른 표면요철

과 입상분해가 확인된다. 또한 하단부에는 매립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흑회색 라인이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연녹

색의 이물질이 묻어 있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암석학적 특성을 보이는 경상

감영 측우대와 관상감 측우대의 재질특성 분석을 진행하였

다. 정밀육안관찰과 전암대자율 측정(SM30, Instrumants)

을 통해 대상 문화유산을 1차적으로 분류한 후 3차원 현미

경(DVM6, Leica) 및 편광현미경(LV100NPOL, Nikon, JPN) 

관찰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광물을 명확히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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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미소량의 탈락편을 수습하여 X선 회절분석

(Empyrean,PANanlytical, NLD)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표

면에서 확인되는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생성원

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오염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Delta X, Olympus, USA)를 이용

하여 1차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오염부분에서 탈락한 미

소량의 편을 수습하여 에너지 분산형 성분분석기

(X-MAXN, Oxford, JPN)가 부착된 주사전자현미경(JMS- 

IT300LV, Jeol, JPN)으로 반정량적 성분분석을 수행하였

다. 일부 흑색오염물의 경우 발색 인자의 특이점이 확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용 FTIR(Agilent 4300, Agilent, 

USA)를 이용하여 추가조사를 수행하였다. 

3. 보존상태 조사 분석 

3.1. 재질특성

경상감영 측우대에 대한 문화재청 지정문화재 정보에

는 화강암으로 표기되어 있다. 정밀육안관찰 및 3차원 현

미경 조사결과, 암질 전체가 결정질로 되어 있고 완정질로 

판단하기에는 기질부가 따로 없으며, 사암과 유사해 보이

나 일부에서 알칼리 장석 반정이 관찰되는 조직 특성이 확

인된다. 편광 현미경상에서는 사장석의 알바이트와 칼스

바드-알바이트 쌍정이 보이며, 일부 사장석 입자 중앙을 중

심으로 견운모화 되었고 일부는 반정으로 산출되고 있다. 

또한 장석 내부의 균열 틈 사이로 석영 성장이 확인되고, 

석영 내부에도 장석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리

고 X선 회절분석 결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K-장석, 

흑운모, 백운모가 산출되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대구 경상

감영 측우대는 반화강암(Aplite)으로 판단된다(Figure 3).

받침돌의 경우, 노출된 암석 표면에서 중립 내지 조립

질의 석영과 장석이 관찰되며, 부구성 광물로 흑운모가 

관찰된다(Figure 4). 전암대자율 측정결과, 3.78∼8.93(× 

10-3SI unit)범위를 가지며 평균값은 5.99(× 10-3SI unit)의 

자철석 계열 화강암으로, 경상감영 측우대 전암대자율 측

정값인 –0.41∼-0.06(× 10-3SI unit), 평균값 –0.19(× 10-3SI 

unit)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측우대와 받침돌은 성인적으

로 다른 암석임을 지시하고 있다(Figure 5). 

Figure 1.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Daegu and 3D image.

Figure 2.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and 3D image.



664 | 보존과학회지 Vol.38, No.6, 2022

Figure 3.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a) Alkali feldspar & Drusy structure, 

(b) 3D microscope and polarization microscope images, (c) XRD results. 

Figure 4. Supporting stone for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a) Exposed surface conditions. 

Figure 5.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a) Light red granite & granulated quartz & alkali feldspar, (b) XRD

& Magnetic Susceptibilit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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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감 측우대는 담홍색의 알칼리장석이 매우 선명

하며 진홍색은 확인되지 않으나 우백질의 알칼리장석이 

일부 혼재된 중조립질 담홍색화강암이다. 전암대자율 

측정결과, 4.02∼6.28(× 10-3SI unit)범위를 가지며 평균값

은 5.13(× 10-3SI unit)의 자철석 계열 화강암이다. X선 회

절분석 결과, 구성광물은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및 

운모이며 화강암의 일반적 조암광물 특성을 따른다

(Figure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1982)에 따르면 서울의 

북부 일대는 우리나라 중부를 대상으로 분포하는 큰 저

반층위로, 흔히 서울화강암으로 불리는 것 중의 일부이

다. 이 화강암은 중립 내지 조립질의 입자를 가지며,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사장석, K-장석, 정장석, 흑운모이다. 

따라서 관상감 측우대는 한양도성 석재공급지 및 경복

궁 석조조형물 연구 등 관련 선행 연구에서 소개된 서울

화강암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Seoul 

Museum of History, 2016;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3; Jo and Lee, 2015; Kim et al., 

2013). 

3.2. 표면오염물 분석 

본 연구는 경상감영 측우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흑색오염물과 관상감 측우대의 연녹색 오염물의 생성원

인 파악과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수행하였다. 경상감영 

측우대는 휴대용 xrf분석결과, 흑색오염물의 생성이나 변

색요인을 지시하는 특정원소인 Mn 또는 Fe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미량이었다. 또한 신선부 대비 Ca함량이 높게 

검출되어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하여 흑색오염물로 성장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EDS결과는 아주 소량이었다. 현

미경상에서는 두께가 매우 얇고 조직은 아주 치밀한 편이

었으며, 침상 또는 중첩된 형태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

고 일정한 층위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EDS결과 C함

량이 평균 58.6 wt%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고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운모 등 광물

조성만 검출되었으며 발색 원인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

다. 흑색오염물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근대기

부터 1980년대 초반 실내로 들어오기 전까지 대기오염

의 영향에 따른 탄소기원 흑색오염물인 것으로 판단된

다(Figure 6). 그리고 정면 좌측 하단에서는 회백색 흑색

오염물이 관찰되었는데, FTIR 분석결과 아크릴물감인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 

받침돌의 표면 및 흑색오염물은 육안관찰 결과 인위

적으로 바른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면에서 탈락한 표면층

을 분석한 결과, 평균 50.5 μm두께의 흑색층이 칠해져 있

으며, 입경 분포는 10∼100 μm(미사-극세사)와 1,000∼

2,000 μm(극조사) 범위였다. 

X선 회절분석결과 칼슘과 Mulite가 주 구성인 적갈색 

모르타르로 판단되며, 예비세척 중 노출된 받침돌의 암석 

표면은 중조립질 흑운모화강암이다. 따라서 받침돌은 경

상감영 측우대와 색상 및 암질을 맞추기 위해 모르타르로 

표면처리한 후 색을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8).

관상감 측우대의 연녹색 오염물을 휴대용 xrf로 분석

한 결과, 신선부 및 기타 오염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Pb

(평균 1.08 wt%)과 Ti(평균 1.34 wt%), Zn(평균 1.59 wt%)

이 검출되었다. 해당 원소 중 Ti는 코발트 티탄 연녹색의 

원료 물질로 고온 소성을 통해 생성된다. 또한 납은 도료

의 변색방지 및 건조제 역할을 하며, 아연은 도료의 내구

력을 높여 변색을 방지한다(Bp Technology Trading Co., 

Ltd, 2017). 원소 분석 결과이지만 녹색 발색의 기본 원소

인 Cu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대 도료에 주로 사용

되는 Pb, Ti, Zn 특징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연녹색은 페

인트 오염물로 판단된다. 

4. 보존처리 

4.1. 표면오염물 제거

경상감영 측우대의 아크릴물감 기원 오염물 제거를 위

한 예비세척과 전체 건⋅습식 세척, 흑색오염물 제거를 

위한 레이저세척을 진행하였다. 관상감 측우대의 연녹색 

도료를 제거하기 위해 예비세척과 전체 건⋅습식 세척, 

상부와 측면의 흑색오염물 제거를 위한 레이저세척을 진

행하였다. 

경상감영 측우대의 아크릴물감은 변색되어 원암과의 

이질감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제거 후 재 처리가 필요하였

다. 따라서 에탄올(50% in water)과 아세톤(50% in water)

을 구획을 나눈 후 면봉에 묻힌 약품을 문지르면서 오염

물 제거정도를 비교하였다. 면봉에 묻어나오는 오염물의 

정도와 포터블현미경 관찰결과, 아세톤을 이용한 세척방

법이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약품으로 세척 후 

증류수로 중화처리 하였다. 이후 오염물의 전반적인 제거

는 건식과 습식 세척으로 진행하였으며, 흑색오염물은 

Yb Fiber Laser(세척 조건-파장 1,060 μm, 출력 4 W(최대

출력의 20%), 주파수 60 kHz)로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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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a) Black contaminants Analysis Location and 

Portable-XRF Results, (b) Analysis results of SEM/EDS of black contaminants.

Figure 7. Black contaminants Analysis Location in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and 

analysis results of Portable-FTIR.

Figure 8. Analysis results ofsupporting stone for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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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오염물 제거 후 색차계(CM-700d, Minolta)로 220

지점을 측정하여 제거 효과를 판정하였는데, 세척 후 명

도(L*) 값은 1.957(3.8%) 상승하여 밝아졌으며 적녹색(a*)

는 0.746(13.4%), 황청색(b*)은 1.999(11.8%) 각각 상승하

여 풍화된 반화강암 기준색(황갈색)에 근접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오염물 제거 전과 비교 시 측정값이 군집화

되어 전체적인 색감 균형을 맞추었다(Figure 9). 

관상감 측우대의 연녹색 도료는 4.4 cm2내외의 면적이

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용제가 도료 내부에 

깊이 침투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머물면서 충분한 반응 

시간을 줄 수 있는 습포법으로 예비세척을 진행하였다. 

습포제는 세피올라이트(Sepiolite)를 사용했으며 테스트 

용제는 페인트의 작업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희석하

는 페인트 신너(DR-170Ⓡ)와 페인트 도막을 제거할 목적

으로 사용하는 페인트 리무버(Pebeo Universal Paint 

RemoverⓇ)를 사용하였다. 해당 약품은 톨루엔, 부톡시 

에탄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리실 환기 및 집진 장치

를 가동하고, 방독마스크 사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

였다. 예비세척 결과, 페인트 리무버로 20분간 습포처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나머지 

부분을 세척한 후 증류수로 중화처리를 진행하였다

(Figure 10). 

Figure 9. Cleaning of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a) Acrylic paint cleaning test and laser

cleaning, etc, (b) Evaluation of cleaninf surfaces using a color difference meter.

Figure 10. Cleaning of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 Evaluation of cleaning methods to remove light green

paint and clean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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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균열부분 충전

경상감영 측우대의 우측면에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총탄 

자국 주변의 균열과 모서리 탈락부분에서 확인된 균열부분

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균열부분 충전을 진행하였다. 충

전제는 석조문화재의 접합⋅충전을 목적으로 여럿 처리 

사례가 있는 풍림산업에서 개발된 에폭시 수지(L-30Ⓡ)를 

선정하였다(Song et al., 2009; Choi et al., 2012; Lee et al., 

2014). 해당 제품은 강한 접착성과 강도, 내약품성, 내구

성이 뛰어나다. 또한 저점도 액체형이기 때문에 시린지 

주사기를 이용하여 균열내부를 용이하게 채울 수 있다. 

1차 채움 후 충전제(실리카파우더 + 동질석분)를 혼합하

여 점도를 맞춤과 동시에 무기안료를 조색하여 색상도 통

일시킨 후 균열부분 충전을 진행하였다(Figure 11). 

4.3. 강화처리

풍화된 석조문화재 표면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 점도

가 낮은 에틸실리케이트계 강화제를 사용하여 암석 내부

로 쉽게 침투시킨 후, 솔-겔 반응을 통해 암석을 구성하는 

실리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3차원 망목상 구조인 겔을 

형성하여 암석을 강화시켰다. 신선한 석조문화재의 경우 

강화처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평균 초음파 속도 2,000∼

2,500 m/s 내외의 낮은 풍화등급과 표면의 입자탈락이 확

인되는 두 측우대는 필요한 처리공정이다. 

경상감영 측우대는 표면요철이 없으므로 양모붓을 사

용하여 2회 도포하였으며 각자 내부는 분무하였다. 처리 

시 강화제가 과량 사용된 부분과 각자 내부에 응결된 부

분은 액상화에 의한 표면 결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성

지와 면봉으로 제거하였다. 관상감 측우대는 표면요철이 

많은 조립질 화강암이기 때문에 2회 분무하였으며, 경상

감영 측우대와 동일하게 액상화 방지 조치를 취했다. 강

화처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초음파측정기(Pundit Lab)

를 사용하여 처리 전⋅후 물성값을 비교하였다. 경상감영 

측우대는 평균 초음파속도가 12% 상승하여 물성이 개선

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각자가 있는 정면(16%)과 후면

(14%)의 강화처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감 

Figure 11. Filling of cracks in the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Figure 12. Consolidation treatment and evaluation. (a)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b) Gwansa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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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우대는 평균 초음파속도가 21% 상승하였고, 높은 오염

물 피복도와 입상분해가 확인되었던 정면이 가장 높은 증

가율(25%)을 기록하였다(Figure 12). 

5. 측우대의 원형고찰 

5.1. 경상감영 측우대

문화재청의 문화재 검색결과 및 국립기상박물관 도록

집(2020년)을 살펴보면 경상감영 측우대는 본체와 받침

돌이 1건 2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가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장 중인 보물 통영 측우대가 있다. 

하지만 재질특성 분석 결과와 같이 본체와 받침돌은 동일

한 석재가 아니며 받침돌 표면에는 본체와 유사한 재질특

성이 발현되도록 인위적 작위에 의한 표면오염층이 확인

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측소장을 지낸 와

다 유지의 기록에 따르면, 경상감영(대구)의 선화당 앞에 

있던 측우기와 측우대를 발견하고, 인천측후소로 이동⋅

보관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지금은 측우대 위의 측우기

는 없는 상태이며, �Nature�와 �영국 왕립 기상 학회지�에 

게재된 사진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2020). 해당 기록은 경상

감영 측우대의 원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본체

와 받침돌이 온전한 것이 확인된다(Figure 13). 

조선 영조 재위기간 측우기에 의한 측우사업 재건이 

진행되었는데, 측우기는 세종 때의 크기와 규격을 따랐으

며, 측우대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서울의 궁궐과 8도 

감영, 양도(개성, 강화) 등 14개소에서 관측을 진행하였다

(Cho et al., 2015). 광범위한 지역에서 측우사업이 동시에 

재건되었기 때문에 측우기는 중앙정부에서 제작하여 전

국의 감영에 보냈다(Cho et al., 2015). 그러나 측우대를 제

작하기 위한 석재를 내리거나 제작하여 보냈다는 기록은 

Figure 13. Image of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in 1911(source: NWM).

Figure 14. supporting stone for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a) Mortar finish marks(dry finish),

(b) Exposed ston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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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상당한 중량의 석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측우대

는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감영 측우

대 본체는 반화강암으로 심성암의 마그마 분화에 의해 생

긴 산성의 암맥으로 마그마가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분별

정출작용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므로 대구 분지 인근에서 

산출지는 특정하기 어렵다(Ahn et al., 2020). 그러나 대구 

분지 북쪽의 칠곡 인근에서 반화강암이 확인되며, 팔공산

에는 후기 백악기 불국사 화성암체의 일부로서 흑운모화

강암과 각섬석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한다. 또한 팔공산 남

쪽의 최정상에는 경상계 불국사관입암류 중 화강반암류

와 규장암류가 나타나므로 국지적으로 유사한 암상이 존

재할 가능성이 높다(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971). 함께 제작된 본체와 받침돌은 

하나의 채석산지에서 수급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받침돌 

또한 본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질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재질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받침돌은 중조립질 

흑운모화강암이며, 표면처리제는 근대기 산업용 재료인 

모르타르이다. 따라서 받침돌 제작시기를 판정할 수 있는 

자료 검색을 진행하였고, 1985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

한 �과학기술문화재실측조사서(모조제작설계서)�내용 

중 ‘선화당 측우대의 대(臺)밑에는 받침돌로 받혀 놓았다

고 하나(1960년대 까지) 현재는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

되었다. 종합하면 현재의 받침돌은 최소 1985년 이후 제

작 및 설치되었으며, 모조품이 제작된 1985년에 새로 만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14).

5.2. 관상감 측우대

문화재청의 문화재 검색 결과 및 국립기상박물관 도록

집(2020년)을 살펴보면 관상감 측우대는 세종 23년(1411) 

서운관에 측우기를 설치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라 제작 시기를 조선 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

당 측우대가 발견된 매동초등학교는 조선 고종 초에 경복

궁을 재건하면서 관상감이 이전한 곳으로 관상감 측우대

로 명명되었다(Jeon et al., 1984).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

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조선 초기로 비정된 관상감 측

우대의 제작시기 및 석재공급지 해석이다. 그동안 서울지

역 화강암에 관한 보존과학적 조사연구는 2008년부터 꾸

준히 진행되어 다양한 연구 용역과 다수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Seoul Museum of History, 2016;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3; Jo and Lee, 

2015; Kim et al., 2013a, 2013b; Cho et al., 2014). 해당 자료

에는 고문헌 분석, 지형 및 지질조사, 산지탐색, 전암대자

율 조사,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들이 소개되

었다. 관련 연구결과 중 서울화강암의 석재공급지를 추정

하기 위해서는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보다는 암종

별 색상 및 대자율 특성이 일치하는 장소를 탐색하는 것

이 중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Jo and Lee, 2015). 따라

서 관상감 측우대도 시료 채취의 한계성 극복과 암석학적 

기재 특징 및 전암대자율 특성 조건만으로 제작시기와 석

재공급지 해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태조∼숙종(1682년 이전) 연간

에 채석된 담홍색 화강암은 남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

고 평균 1.0이하의 티탄철석 계열이거나 자철석 계열의 

범주이지만 평균 3.0이하의 암석이다. 숙종 연간 이후부

터 채석이 활성화되는 북동지역은 원거리 운반 중 사고

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석재 공

급지 역할을 담당하였다(Jo and Lee, 2015). 특히 정조 이

후 대표적 석재공급지인 수락산과 불암산 지역의 현장 

조사 결과, 알칼리장석의 선명도가 높고 대자율 수치도 

증가하여 평균 4.79와 5.39의 자철석 계열임을 지시하는 

등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측정값이 산출되었다. 또한 

창경궁 내 오층석탑 부재 중 일제강점기 복원된 4층 이상 

부재의 대자율 평균값이 4.39(× 10-3SI unit)이며 2.71∼

5.66(× 10-3SI unit)범위를 가진다(Cho et al., 2014). 

전술한 바와 같이 관상감 측우대는 중조립질 담홍색

화강암이며, 전암대자율 평균값이 5.13(× 10-3SI unit)이

고 4.02∼6.28(× 10-3SI unit)범위를 가지며 자철석 계열 

화강암이다(Figure 15, 16). 조선 전기 석재공급지로 알려

진 곳과는 암석학적 기재 특징과 전암대자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물론 해당 측우대는 한양도성이나 경복

궁 조영 등 대규모의 석재 공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확보하였던 석재나 기존 석재를 재활용하여 제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 수 있다. 하지

만 암석학적 기재 특징과 전암대자율 특성 조건만을 반

영한다면, 관상감 측우대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관상감 측우대가 측우기를 놓기 위한 대석

(臺石)의 역할을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국내 

측우대는 5점이 전하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대구 경

상감영 측우대, 국보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보물 관천대 

측우대, 보물 통영 측우대 4점이다. 관상감 측우대를 제외

하고 3점의 측우대는 조선 영조 재위기간 삼척에서 발견

된 포백척(布帛尺)과 �경국대전�을 근거로 도량형 제도

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측우대의 새 기준에 맞춰 제작되었

을 것이다(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2020). 새로운 측우대는 포백척(약 46 cm)을 활용해 높이 

1척(46 cm), 너비 8촌(36.8 cm), 측우기를 세울 깊이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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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cm)의 둥근 구멍이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Cho et 

al., 2015). 이렇듯 측우기는 세종 대의 것을 표준으로 따

랐으며, 측우대는 영조 대에 표준이 제정되면서 조선의 

측우제도는 이후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2020). 조선 세종부터 측

우기 자료는 대부분 풍운기 관측야장에 기록된 후 승정원

일기에 기록 보존되었으나, 불행히 승정원일기가 임진왜

란으로 상당 부분이 유실되고, 현재 1623년 이후만 존재

함으로 조선 초기의 측우기 및 측우대 자료는 거의 없다

(Lee, 2012; Cho et al., 2014; Cho et al., 2015). 기술된 내용

을 관통하는 유물이 조선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관

상감 측우대일 것이다. 이에 조선 후기에 제작된 측우대 

Figure 15. Rock surface conditions in the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and Seoul granite. 

Figure 16. Measurement Magnetic Susceptibility in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and Seoul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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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과 관상감 측우대의 측우기 홈 제작기술과 형태 등을 

바탕으로 비교하고자 한다(Figure 17, 18).     

Figure 17과 같이 평면 상 측우기 홈의 반지름은 평균 

84.70 mm이며 표준편차는 3.32로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측우기홈의 평면 면적비율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은 평

균 13.6%, 관상감 측우대는 5.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규격화된 조선의 도량형 제도를 감안할 시, 관상감 측

우대의 면적 비율은 이례적이다. 또한 Figure 18과 같이 

조선 후기에 제작된 측우대는 바닥면과 측면이 직각을 이

루며 예리하게 정치되었고 상부와 하부의 지름이 동일하

지만, 관상감 측우대는 바닥면과 측면이 둔각을 이루며 

상부와 하부의 지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정확한 

강우량 측정을 위해 측우기가 놓이는 바닥면은 수평이 요

구되지만 관상감 측우대는 10.3 mm 단차가 확인된다. 

Figure 19는 조선 순조 30년(1830년) 경에 완성된 것으

로 추정되는 동궐도(東闕圖)에서 확인되는 측우대다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 창덕궁 내각 정당 

및 대청, 중희당에서 측우기 및 측우대가 확인되는데 면

적비율이 평균 13.6%인 조선 후기에 제작된 측우대와 비

슷하지만 관상감 측우대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 창

덕궁 수강재 마당에는 관상감 측우대와 유사한 형태의 석

재 기물이 확인되지만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

하기 어렵다. 다만 궁궐내 위치하며 측우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상부면의 홈 점유비율과 형태가 관상감 측우대와 

유사하다(Figure 19). 이와 같이 측우기 홈 제작기술과 형

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관상감 측우대의 정확한 

성격 규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7. Comparison of hole in Rain gauge. (a) Rain Gauge Pedestal of Imunwon hall, (b) Rain Gauge Pedestal

of Tongyeong, (c)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Daegu, (d)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Figure 18. Comparison of hole techniques in 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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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립기상박물관 소장 경상감영 측우대

와 관상감 측우대의 재질특성 및 보존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문화재의 지정과 보존 측면에서 해당 측우대가 

가지고 있는 특이 사항들을 검토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경상감영 측우대는 대기오염의 영향에 따른 탄소기원 

흑색오염물이 주된 손상요인이며, 측우대 하단에 석재 

표면이 일부 탈락된 곳은 아크릴물감으로 표면처리하

였으나, 상당한 이질감이 확인된다. 따라서 흑색오염

물은 파이버레이저로 제거하였으며, 아크릴물감은 아

세톤으로 1차 처리한 후 증류수로 중화처리 하였다. 관

상감 측우대의 연녹색 오염물은 Pb, Ti, Zn 구성으로 

페인트로 판단하였으며, 습포제(세피올라이트)에 페인

트리무버를 혼합하여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표면오염물 제거 전⋅후 색차계 측정결과, 오염물 부

분이 원암의 색과 유사해졌으며 측정값이 군집화되어 

전체적인 색감 균형도 맞추었다. 

2. 낮은 풍화등급과 표면의 입자탈락이 확인되는 경상감

영 측우대 및 관상감 측우대를 대상으로 강화처리를 

진행하였다. 에틸실리케이트 강화제를 사용하여 도포 

및 분무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초음파 측정기를 사용하

여 처리 전⋅후 물성값을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경상

감영 측우대는 평균 초음파속도가 12% 상승하였으며 

관상감 측우대는 21% 상승하여 물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상감영 측우대에 각자 부분과 관상

감 측우대에 오염물 피복도가 높은 곳에서 20%이상의 

물성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3. 경상감영 측우대는 반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받침

돌은 중조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1985년 이후 제작되

었다. 받침돌은 측우대 본체와 유사한 재질을 구현하

기 위해 모르타르로 표면처리한 후 색 맞춤을 진행하

였다. 따라서 측우대 본체의 재질특성과 받침돌에 대

한 오류를 바로잡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4. 관상감 측우대는 중조립질 담홍색화강암으로 서울화

강암 범주에 포함된다. 세종때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 지역에서 산출되는 서울화강암을 대상으

로 한 암석학적 재질특성 및 전암대자율 특성 조건을 

검토할 시 관상감 측우대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된다.

5. 1985년 7월 4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 회의에

서 국립기상박물관 소장 측우대 등 전통과학기술문화

재 20건이 일괄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과 관련

된 기초자료는 1984년 10월에 구성된 과학기술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대상 문화재에 대한 조사

가 진행되었고, 1985년 5월에 발간된 �전통과학기술문

화재조사보고서�가 바탕이 되었다. 상당히 짧은 기간

에 조사가 완료되고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Ko, 1985). 하지

만 이런 과정에서 전통과학기술 분야의 최초 조사내용

에 대한 객관적 접근보다는 지정의 확대와 보존관리에 

집중되면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완 조사 등은 추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해당 측우대에 대한 

문헌조사와 원형 고증, 자연과학적 분석 조사를 추가

로 진행하여 유물의 명확한 성격을 재 확인하는 등 관

상감 측우대의 진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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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Rain gauge identified in Dongkwoldo-blue line: rain gauge, red line: purpose unknown.



674 | 보존과학회지 Vol.38, No.6, 2022

REFERENCES

Ahn, Y.B., Yoo, J.H. and Lee, M.S., 2020, Non-Destructive 

Material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Changdeok Palace “Chugudae” and National Designated 

“Chugudae”.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53(3), 244-25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Bp Technology Trading Co., Ltd, 2017, Industry Analysis 

Report of Paint Market, 9-25. (in Korean) 

Cho, E.K., Lee, N.Y., Kim, J.I., Kim, S.D. and Lee, T.J., 

2014, Basic study on the five-story stone pagoda in 

Chanayeonggung palace.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48(4), 154-18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 H.M., Kim, S.W., Park, J. and Jeon, Y.S., 2014, 

Restoration and Analysis of Chugugi Rainfall Data in 

�Gaksadeungnok� for the Gyeongsang-do during the 

Joseon Dynasty. Atmosphere 24(4), 481-48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 H.M., Kim, S.W., Chun, Y.S., Park, H.Y. and Kang, 

W.J., 2015, A Historical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Chugugi and the Rainfall Observation Network during 

the Joseon Dynasty. Atmosphere 25(4), 719-73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Y.S., Lee, J.H., Jeong Y.S., Kang, Y.S., Won, J.D., 

Kim, J.J. and Kim, S.D., 2012, Performance 

Improvement of Hydrogenated Bisphenol‐A Epoxy Resin 

/ Inorganic Additives Composites for Stone Conservation 

by Controlling Their Composition.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8(3), 265-2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http://www.cha.go.kr/ 

(November 1, 202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 Rain Gauge 

Pedestal of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Daegu, 

http://www.cha.go.kr/ (November 1, 2022)

Jo, Y.H. and Lee, C.H., 2015, Analysis of Ancient 

Document and Establishment of Petrological Database 

for Presumption of Stone Source Area of the Seoul City 

Wall, Korea. The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24(3), 193-20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Y., Lee, M.S. and Lee, C.H., 2013, Pet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ovenance Interpretation of 

Daejiguksatapbi (State Preceptor Daeji’s Memorial Stele) 

in Samcheonsaji Temple Site, Seoul.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46(2), 93-10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Y., Jo, Y.H. and Lee, C.H., 2013, Material and 

Deterior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for Stone 

Sculptures in Gyeongbokgung Royal Palace, Seoul.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9(4), 407-42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o, S.G., 1985,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al Heritage.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18, 44-55. 

(in Korean)

Kim, S.J., Lee, M.S., Kim, W.S. and Lee, S.J., 1994, The 

Change of Natural Environment in the Seoul Area : 

Environmental Mineralogy of the Granite Weathering.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30(3), 

284-29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H.S., 2012, A Challange of Joseon to Climate-The 

Chugugi. Sowadang, 310. (in Korean)

Lee, T.J., Oh, J.H., Kim, S.D. and Lee, J.J., 2014, A Study 

of Stone Cultural Heritage on Filler Status and Clinical 

Trials of Conservation Treatment in Cracks - Focusing 

on the Change in Surface of the Filler by Mixing the 

Talc -.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30(4), 383-39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2020, 

Permanent exhibition book, 40-63. (in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An 

Academic Research and a Study of Conservation 

Managment Measures on Gyeongbokgung Stone Arts, 

1-308. (in Korea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971, Gyeongsan Geological Map Width Manual, 14-16. 

(in Korean)

Jeon, S.W., Kim, J.S., Kim, J.H., Na, I.S., Nam, C.W., Park, 

S.R., Park, Y.S., Park, H.S., Yoo, K.R., Lee, E.S., Lee, 

T.Y. and Song, S.Y., 1984, A Study on Korea Scientific 

and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the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6(1), 58-118. (in Korean) 

Seoul Museum of History, 2016, Records of the Excavation 

of the City Wall 3 -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ite of the Central Plaza and Hoehyeon Hanyang City 

Wall in Seoul, 231-325. (in Korean) 

Song, C.Y., Han, M.S., Lee, J.J., Jun, B.K. and Do, M.H., 

2009, Characteristic Analysis on Mixed Filler of 

Conservation Materials for Stone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5(4), 439-45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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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