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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roduces newly implemented geological well logs database for Jeju public water wells, built for a

research project focusing on integrated hydrogeology database of Jeju Island. A detailed analysis of the existing

1,200 Jeju Island geological logs for the public wells developed since 1970 revealed six major indications to be

improved for their use in Jeju geological logs DB construction: (1) lack of uniformity in rock name classification,

(2) poor definitions of pyroclastic deposits and sand and gravel layers, (3) lack of well borehole aquifer informa-

tion, (4) lack of information on well screen installation in many water wells, (5) differences by person in geologi-

cal logging descriptions. A new Jeju geological logs DB enabling standardized input and output formats has been

implemented to overcome the above indications by reestablishing the names of Jeju volcanic and sedimentary rocks

and utilizing a commercial, database-based input structured, geological log program. The newly designed database

structure in geological log program enables users to store a large number of geology, well drilling, and test data at

the standardized DB input structure. Also, well borehole groundwater and aquifer test data can be easily added

without modifying the existing database structure. Thus, the newly implemented geological logs DB could be a

standardized DB for a large number of Jeju existing public wells and new well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at

Jeju Island. Also, the new geological logs DB will be a basis for ongoing project ‘Developing GIS-based inte-

grated interpretation system for Jeju Island hydro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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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문지질 종합 해석시스템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소개한다. 1970년대부터 개발된 제주도 전역의1,200여 개 공공 관정의 지질주상도를 수문지질 조사炤П맙° 범

용할 수 있도록 6개의 속성 테이블로 구분하여 세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이용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지질주상도 암석명의 통일성 결여, (2) 화산

쇄설층 및 사력층 개념 정립 필요, (3) 대수층 정보 불포함, (4) 상당수 관정에 대한 스크린설치 구간 심도 미기재,

(5) 지질주상도 작성자별 기재 사항 및 내용상의 상이성 등이다. 연구팀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

질주상도상의 화산암 및 퇴적암 명칭을 재정립함과 아울러,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지질주상도 프로그램을 이

용해 표준화된 입력과 출력형식 생성이 가능한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새롭게 설

계된 입력 테이블을 이용한 지질주상도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입력 형식 기반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지정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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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된 입력 구조를 통해 지질, 관정 시추 및 시험 데이터들을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함과 동시에 지질주상도와

단면도 출력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 관측 및 양수시험 결과 등의 새로운 자료도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변경

없이 쉽게 추가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지질주상도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개발되는 관정들의 표준 데이터

베이스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질주상도 작성과 수문지질 종합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제주도 수문지질 해석시스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통합수자원관리계획 기반기술을 뒷받침해 주

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지질주상도 DB, 제주도 공공 관정

1. 서 언

일반적으로 지질주상도는 각종 시설물 구축 기초설

계를 위한 지반공학적 조사, 지하수 조사연구 및 이용

목적의 관정 개발, 그리고 온천탐사 및 개발 등의 과

정에서 작성된다. 시추공 지질주상도에는 시추공에 대

한 기본정보 뿐 아니라, 지표 하부 토양 및 암석의 종

류와 물리적 상태, 지층의 종류, 지하수의 유무 및 깊

이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심볼과 함께 기록된다(Bell,

2007). 이처럼, 지질주상도에는 지층과 지하수 또는 지

하자원(석유·가스 등)에 대한 다양한 기초적인 정보

가 수록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연방지리정보위원회

(Federal Geographic Committee)에서 각 분야별 자료

취득 및 입력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미국지

질조사소(USGS)에서도 지질 및 지하수 자료에 대한

코딩과 입력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수 기초조사 및

수문지질도 제작·관리지침을 2006년 12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997년 국토지반정

보 DB구축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지

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을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투수성이 좋은 화산암류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1972년부

터 공공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2014년 말

까지 약 1,500공이 개발되었다. 그 중 1,200여 개의

공공 관정은 한국농어촌공사(구. 농촌진흥공사, 농업기

반공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들 관정에 대한 지질주

상도는 각 연도별 지하수개발사업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1970~2000년까지 작성한 931공의 지질주상도를 수록

한 '제주도 지질주상도 자료집I’ (JSSGP Water

Resource Headquarters, 2001)을 발간함과 아울러,

2012년에는 2001~2011년까지 작성된 지질주상도(658

공)를 수록한 '제주도 지질주상도 자료집II’ (JSSGP

Water Resource Headquarters, 2012)을 발간하였다.

상기 자료집 II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질주상도외에

광역상수도 취수정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연구 시추

공의 지질주상도도 포함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지질주상도가 두 권의 자

료집으로 통합·발간됨으로써 지질주상도를 필요로 하

는 연구자 및 사업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되었으나, 통

합 DB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하지질 구조 및 지하

수 부존 등 수문지질 제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GIS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질주상도 DB구축이 요

구되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연구개

발사업으로 '제주도 수문지질 자료 표준화 및 통합 DB

구축'과 'GIS기반 제주도 수문지질 해석 통합시스템 구

축' 연구가 2014년 6월부터 수행 중에 있다. 본 연구

는 상기 연구과제 중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DB구축과정과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제주도 이외의 지

역에서 지질주상도 DB구축시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기존 지질주상도 자료 분석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DB 구축을 위해 우선

적으로 기존 1,500여 개의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작성

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지질주상도는 한국

농어촌공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이들 지질주상도는

기재내용과 작성 체계의 통일성이 낮았으며, 특히 지

질주상도 작성자(시추코어 검층자)에 따라 기재내용에

서 큰 차이를 나타내어 DB구축을 위해서는 자료의 표

준화와 재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지

질주상도 자료 분석에 따른 주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암석명 및 지층명의 통일성 결여, 화

산암과 화산성 및 비화산성 퇴적암에 대한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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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그리고 다수 관정에 대한 대수층 정보 불포함,

관정 스크린 설치 심도 및 구간 미기재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2. 암석명 통일성 확립 및 분류체계 적용

기존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를 이용하여 수문지질학

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암석명 분류체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기존 지

질주상도에는 22~25개의 암석명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암석명에 대한 부여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검

층자 임의의 기준에 따라 암석명이 기록된 관계로 무

엇보다도 화산암과 퇴적암에 대한 분류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DB 개발의 선행 사업

으로 기존 자료 (ADC, 1971; KARICO, 2001) 및 국

제기준의 다양한 자료(국제 해양 심해시추프로그램 및

영국지질조사소 암석명명법 등)를 참조하여 화산암과

퇴적암에 대한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으며, 현재 "제주

도 지질주상도 작성 메뉴얼"이라는 별도의 책자를 준

비 중에 있다. 새로운 DB에 입력될 암석명, 기호 및

심볼 들의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국토

해양부의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수문지질도)

제작 관리 지침’ (MLTM, 2010), 지식경제부의 ‘지질

주제도 GIS DB 구축 표준 지침’ (MKE, 2008),

‘USGS미연방지리자료 위원회 지질도 기호 표준 지침’

(USGS, 2006)을 참고하여 화산암과 퇴적암(층)의 암석

명, 기호 및 심볼을 정하였다. 특히, 화산암상의 다양

성을 고려하여 미국지질조사소(USGS) 지침이 주요하

게 참조되었다 (USGS, 2006). 새롭게 정립된 암석명

분류체계에 따라 지질주상도 작성 프로그램에서 입출

력 되는 제주도 화산암과 퇴적암(층)의 암석명 리스트

는 Table 1과2에 수록된 바와 같다. 

2.3. 지질주상도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DB 설계

현재 국내에서 작성되는 각종 지질주상도 및 단면도

는 각 사업 발주기관, 시행기관, 프로젝트 수행기관 또

는 조사업체나 개인이 지정한 여러가지 형식(폼)으로

작성되고 있다. 다양한 주상도 및 단면도 양식이 존재

하나 데이터 입력 및 주상도 출력에는 CAD, 한글

(HWP), MS 워드, MS 엑셀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경

우 지질주상도 작성자는 입출력창이 같은 환경에서 주

상도를 작성하게 된다. 즉, 정해진 지질주상도 양식의

입력 템플리트 위에서 직접 데이터를 텍스트와 그림

형태로 입력하고 보여지는 화면을 지질주상도로 출력

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다르게 입력과 출력이 서로 다

른 창에서 이루어지는 분리된 지질주상도 및 단면도

작성 전용 프로그램으로 한국 씨이지(CEG)사의

XSiteMap (CEG, 2014)도 이용되고 있다. XSiteMap

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양식의 출력 폼 디자인이 가

능하고 전용 입력창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개

발되어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내 여러 기관에서 지질주상도 및 단면도 작성에 사

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매우 다양한 지질주상도 작성 프로그램

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상용프로그램으

로서 전용 입력창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용자가 설계

한 출력 양식으로 지질주상도 및 단면도와 기타 시험

리포트 출력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다양한 지질주상도

프로그램 중에서 MS Access와 SQL데이터베이스 기

반의 입력형식과 사용자 지정의 다양한 주상도 및 단

면도 양식의 설계와 출력 및 파일 내보내기가 가능한

gINT 프로그램(Bentley, 2015)을 이용하였다. 즉, 지질

Table 1. Standard nomenclature for lava flow unit of

borehole core sample in Jeju Island. Standard Korean

nomenclature for lava flow unit is shown in Appendix 1.

Unit Name Code

Feldspar Basalt FB

Porphyritic Feldspar Basalt PFB

Augite Feldspar Basalt AFB

Porphyritic Augite Feldspar Basalt PAFB

Olivine Feldspar Basalt OFB

Porphyritic Olivine Feldspar Basalt POFB

Olivine Basalt OB

Augite Olivine Basalt AOB

Porphyritic Augite Olivine Basalt PAOB

Feldspar Olivine Basalt FOB

Porphyritic Feldspar Olivine Basalt PFOB

Acicular Feldspar Olivine Basalt aFOB

Augite Basalt AB

Porphyritic Augite Basalt PAB

Feldspar Augite Basalt FAB

Porphyritic Feldspar Augite Basalt PFAB

Olivine Augite Basalt OAB

Porphyritic Olivine Augite Basalt POAB

Aphyric Basalt ApB

Trachyt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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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도 작성과 DB구축을 위한 속성 테이블과 필드를

생성하고 기존 지질주상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gI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된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

상도 자료는 그 자체로 DB가 됨과 동시에 지질주상도

프로그램으로서 새롭게 설계된 지질주상도와 단면도를

다양한 양식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DB화 하면서도 동시에 표준화된 지질주상

도 및 단면도 출력이 가능하다.

2.4. 관정 지질주상도 DB 구축 절차

관정 지질주상도 DB구축은 기존 관정 지질주상도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설계된 데

이터베이스 입력창을 통해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암석

명, 기호, 심볼과 함께 지질 및 지하수 정보를 입력하

는 과정이다. 먼저 기존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자료들이 가지는 내용상의 문제점들 (예: 암석명 통일

성 결여, 지층구간 및 최종심도의 불명확 등)을 수정하

였다. 이후 기존 지질주상도 자료 구조상의 문제점 (문

서·도면 작성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되어 있어 지질,

지하수 및 관정 정보가 텍스트 형태로 결합되어 입력

된 형태)을 극복하기 위해 각 자료를 속성별로 분류한

후 세부 정보들을 각각 분리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DB구축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지질주상

도 분석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정립된 암석명과 지층명

을 입력하고, 세부정보 별로 구분된 6개의 속성테이블

과 입력 필드를 설계한 후 기존 지질주상도상의 해당

자료를 각각 입력하였다 (Table 3, 4, 5, 6, 7, 8). 또

한 gI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롭게 정립된 암석명

과 기호, 심볼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 관정 지질

주상도 및 단면도 출력양식(폼)을 설계하였다. 

지질주상도 자료 입력은6 개의 속성 테이블 (사업정

보, 관정정보, 암상정보, 시설정보, 수리정보, 시료정보)

과 각 테이블의 세부입력 필드에서 이루어졌다. 설계

된 입력필드들을 통해 가능한한 모든 기존 제주도의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의 자료가 분류되고 입력됐으나,

기존 지질주상도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예: 관정설치

자재 종류 및 심도 미기재)가 존재하는 관정들의 경우

자료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DB구축을

위한 입력뿐만 아니라 입력 후에도 개별 지질주상도

및 단면도를 시험출력하여 기존 지질주상도와 비교하

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보고서 형식의 지질주상도와

단면도 생성이 일관된 결과를 갖도록 하였다. 

Table 2. Standard nomenclature for volcaniclastic and sedimentary rock (soil) unit of borehole core sample in Jeju Island.

Standard Korean nomenclature for lava flow unit is shown in Appendix 1.

Major Class Sub Class Unit Name Code

Volcaniclastic rock

Primary volcaniclastic rock

Scoria SC

Clinker CL

Tuff TF

Lapilli Tuff LTF

Tuff Breccia TB

Secondary volcaniclastic rock

Tuffaceous Conglomerate tGS

Tuffaceous Sandstone tSS

Tuffaceous Mudstone tMS

Non-volcanic sedimentary rock

Sedimentary rock

Conglomerate GS

Shell-bearing Conglomerate sGS

Sandstone SS

Shell-bearing Sandstone sSS

Mudstone MS

Shell-bearing Mudstone sMS

Unconsolidated sediment

Gravel G

Shell-bearing Gravel sG

Sand S

Shell-bearing Sand sS

Mud M

Shell-bearing Mud sM

Paleo soil Paleo soil Paleosol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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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ELL’ Table and Fields (in gINT)

Field Name Description Data Format

Well_ID Well number Text (20)

Jigu_Name Project area name Text (20)

Well_Name Licensed well serial number Text (10)

Well_Usage Purpose of well usage Text (10)

Address_Do Jeju island (Jeju-do) Text (10)

Address_City Jeju address (City) Text (10)

Address_UMD Jeju address (up, myeon, dong) Text (10)

Address_Ri Jeju address (ri) Text (10)

Address_JiBeon Jeju address (site number) Text (10)

New_Add_Ro New Jeju address (street number) Text (20)

New_Add_Jibeon New Jeju address (site number) Text (10)

Tokyo_TMX Tokyo Datum, TM_X Number

Tokyo_TMY Tokyo Datum, TM_Y Number

GRS80_TMX 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TM_X Number

GRS80_TMY 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TM_Y Number

Elevation Elevation (m), mean sea level Number

Inspector Drilling inspector Text (15)

Operator Drill operator Text (15)

Drilling_Machine Drilling equipment (model) Text (20)

Drilling_Method Drilling methods Text (25)

Start_Date Drilling date started Date

End_Date Drilling date completed Date

Drilling_Depth Drilling depth (Hole bottom depth) Number

Drilling_Dia Drilling hole diameter Number

Well_Dia Well diameter Number

Well_Material Well construction material Text (20)

Casing_Length Well casing length Number

Screen_Length Well screen length Number

Depth_Static_WL Static water level (GL.-m) Number

Depth_Dynamic_WL Dynamic water level (GL.-m) Number

Pumping_Yield Yield (m3/d) Number

Log_FileName Original geological log file name Text (50)

Table 3. ‘PROJECT’ Table and Fields (in gINT)

Field Name Description Data Format

Project_ID Project number Text (20)

Project_Title Project (Business) title Text (50)

Project_Year Project year Number

Ordering_Agency Project ordering agency Text (30)

Drilling_Agency Project conducting agency Text (30)

Datum_Old Tokyo Datum, TM Text (10)

Datum_New 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TM Text (10)

Project_Doc Project report title Text (50)

Project_Remark Note Tex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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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RATUM’ Table and Fields (in gINT)

Field Name Description Data Format

ID gINT relationship ID Number

Well_ID Well number Text (20)

Start_Depth Upper depth Number

End_Depth Lower (bottom) depth Number

Unit_Thickness Strata thickness Number

Core_Condition Core condition Text (20)

Degree_TCR Total core recovery Text (10)

Stratigraphic_Unit Stratigraphic name Text (10)

Civil_Eng_Name Rock name (geotechnical) Text (10)

Stratum_Color Color of rock unit Text (5)

Degree_Weathering Degree of weathering Text (5)

Degree_Vesicularity Degree of vascularity (for lava flow unit) Text (20)

Lithology_K1 Rock name (original, Korean) Text (20)

Lithology_E1 Rock code (original, English) Text (10)

Lithology_K2 Rock name (new, Korean) Text (20)

Lithology_E2 Rock code (new, English) Text (10)

Unit_Remark Rock & rock mass descriptions (discontinuities, shape, etc.) Text (125)

Table 6. ‘WELLLOG’ Table and Fields (in gINT)

Field Name Description Data Format

ID gINT relationship ID Number

Well_ID Well number Text (20)

Start_Depth Upper depth Number

End_Depth Lower (bottom) depth Number

Well_Dia Well diameter Number

Well_Material_Type Well construction material types Text (10)

Table 7. ‘HYDROLOGY’ Table and Fields (in gINT)

Field Name Description Data Format

ID gINT relationship ID Number

Well_ID Well number Text (20)

Aquifer_Start_Dep Upper depth of aquifer Number

Aquifier_End_Dep Lower (bottom) depth of aquifer Number

Aquifer_Remark Note for aquifer Text (100)

Table 8. ‘RX_SAMPLE’ Table and Fields (in gINT)

Field Name Description Data Format

ID gINT relationship ID Number

Well_ID Well number Text (20)

Start_Depth Upper depth of coring Number

End_Depth Lower (bottom) depth of coring Number

Sample_Length Core length (expressed in 10cm unit) Number

Sample_Usage Purpose of core sampling Text (20)

Sample_Result Test results of core Tex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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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본 연구를 통해서 197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농어

촌공사가 개발한 제주도 공공 관정 1,006개 공의 지질

주상도 자료가 DB로 구축되었다. 즉, 지질주상도 자료

를6개의 속성 테이블과 각 입력 필드에 세부 정보가

DB로 구축되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DB는

보다 표준화되고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

부의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수문지질도 제작

관리 지침’ (MLTM, 2010), 지식경제부의 ‘지질주제도

GIS DB 구축 표준 지침’ (MKE, 2008), 국토해양부

의 ‘지반조사 표준서식 (MLTM, 2015) 등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질주상도 DB구축 및 지질

주상도 및 단면도 양식이 생성 되었다. Table 1 과 2

에는 새롭게 정립된 제주도 화산암, 화산성 및 비화산

성 퇴적암, 그리고 퇴적층에 대한 분류기준과 암석명,

기호, 심볼 등을 수록한 것이며, 2015년 8월까지 입력

된 1,006개 공의 위치는 Fig. 1과 같다. 

3.1. 지질주상도DB 속성테이블

gINT 프로그램에 구축된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DB

는 모두 6개의 속성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즉, 사업정

보(PROJECT), 관정정보(WELL), 암상정보(STRATUM),

관정시설정보(WELLLOG), 대수층정보(HYDROLOGY),

그리고 시료정보(RX_SAMPLE)이다. 각 속성테이블의

입력필드 종류는 Table 3 – 8에 제시하였으며 속성테

이블 간의 상호관계는 Fig. 2와 같다.

3.2. DB 입력 형태

지질주상도에 기재된 모든 자료는 각 속성테이블의

하위 입력필드들로 구성된 DB에 입력된다. 각 필드에

입력되는 모든 자료는 정해진 데이터 형식(문자, 숫자,

날짜 등)을 갖는다. 속성테이블 내 입력 필드에서 자료

입력 시, 예를 들어 암석명, 기호, 심볼 등과 같이 여

러 개로 이미 분류된 자료는 리스트 (룩업리스트,

Look up list)화 하여 입력 시 새로 타이핑하지 않고

팝업 창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오·탈자를 배제하였다. 각

필드들에 입력된 자료는 그 자체가 DB로 저장되며 이

후 다양한 지질주상도 또는 단면도의 설계 시에도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사업정보(PROJECT)에는 사업명, 개발년도, 발주기

관, 시행기관, 좌표계, 보고서명과 같은 기본적인 관정

개발 사업정보가 입력된다. 관정정보(WELL)에는 공번,

허가번호, 관정용도, 좌표, 표고, 최종심도, 관정 행정

단위 신(구)주소, 조사개발자, 착정기사, 착정장비, 착정

공법, 착정시작(종료)일, 착정구경 및 관정구경, 관정설

치 자재종류, 자연(안정) 지하수위, 양수량 등이 입력된

다. 암상정보(STRATUM)에는 공번, 각 암석층의 상부

(하부)심도, 층 두께, 층서분류, 암석명 (지질학명, 토목

학명), 암석 영문기호, 암상특징기재(색상, 풍화도, 기공

발달 정도), 코어상태 및 회수 정도가 입력된다. 층서

정보는 다른 지질정보와 함께 인근 지역 여러 관정들

Fig. 1. Map of public well locations included in Jeju geological logs DB (1,006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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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나타나는 지질 및 지하수 (대수층)의 상호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추공이나 개발된 관정들과

의 지질학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이용된다.

또한 지질주상도에는 암석의 종류 및 심도분포와 함께

‘지층명’ 단위로 지질단위의 분포도 입력된다. 특히 기

존 지질주상도에서 분류된 옛 암석명과 토목학명 (연

암, 보통암 등) 등도 입력필드에 입력저장되어 새로운

암석명과 대비 참조될 수 있다. 관정시설정보

(WELLLOG)에는 공번, 관정구경, 관정자재 종류 (케

이싱, 스크린, 스트레나), 설치 상부 및 하부심도가 입

력된다. 시추공 내 설치된 관정자재의 종류와 크기 및

심도가 입력되고, 관정구조도에는 설치심도에 따른 심

볼로 나타내어 암상정보에 나타나는 대수층의 심도(구

간) 및 암상정보와 연계되어 이용된다. 시추공 내 영상

촬영 또는 지구물리 검층을 통해 설치된 케이싱 스크

린의 종류와 심도 등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대수층 정보(HYDROLOGY)에는 공번,

대수층 상부 및 하부 심도(구간), 대수층 특징이 입력

된다. 대수층 정보가 입력되어 암상정보와 마찬가지로

지질주상도에 기록된다. 지질주상도에는 암석주상 정보

와 함께 대수층 분포구간 (지하수위 포함)도 기록되는

데, 기존 관정 지질주상도 상에 대수층 정보 기록이

없을 경우 관정자재(스크린) 설치 심도와 구간으로 대

수층 구간을 추정 후 입력할 수도 있다. 시료정보(RX

SAMPLE)에는 공번, 코어 시료 채취 구간, 시료 길이,

시료채취 용도, 분석결과(예: 시추코어 의 동위원소 연

대측정 결과)가 입력된다. 또한 양수시험 또는 물 시료

샘플링을 통한 분석결과도 입력하기 위한 추가 필드

생성도 가능하다. 

3.3. 관정 지질주상도 출력 양식

기존 관정 지질주상도가 지닌 자료를 가능한 한 모

두 나타내면서도 새롭게 정립된 암석명, 기호, 암상 심

볼 등을 잘 보여주기 위해 gINT프로그램 내에서 지질

주상도와 지질단면도 양식(폼)이 각각 디자인되었다. 

지질주상도상에서 헤더부분은 사업정보와 관정정보

를 보여주고 본문에 해당하는 암석주상 및 설명부분에

서는 심도에 따라 나타나는 암상을 심볼과 함께 암석

명, 기호, 암상기재, 관정설치정보가 나타내진다. Fig. 3

은 새롭게 구축된 DB에서 출력된 관정 지질주상도의

Fig. 2. Attribute tables and relationships in geological logs DB for Jeju Island public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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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ew geological log (Example - Log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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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nued - New geological Log (Example - Log Pag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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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ew geological cross section - 2D fence diagram (Example).

Fig. 5. New geological cross section - 3D fence diagram (Example).



520 박성현·고기원·박준범·문덕철·윤우석

예를 보여준다. DB에 입력된 정보들은 설계된 주상도

상의 각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서

심볼, 기호, 텍스트 형태로 주어진 심도 및 구간에서

표현된다. 지질단면도는 두 개 이상의 관정들을 선택

하여 관정 간의 암상의 수직적 분포와 수평적 변화를

함께 나타내준다 (Fig. 4). 각 관정의 암석주상과 함께

대수층구간 및 스크린설치 구간 등 관정구조도 함께

나타내어 관정들 간의 공간적 위치에 따른 암상 및 지

하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게 해 줄 수도 있다. 또한

이차원 단면도와 함께 블록다이어그램 형식의 삼차원

펜스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서 암상의 변화

와 대수층의 공간적 변화 및 양상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Fig. 5) 

3.4. 암석 별 기호/심볼/색상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정립된 제주도 화산암, 화산

성 및 비화산성 퇴적암, 그리고 퇴적층에 대한 기호,

심볼, 색상은 Table 9 과 10 에 수록된 바와 같다.

심볼제작에 참고된 자료는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

수지도(수문지질도) 제작 관리 지침’ (MLTM, 2010),

‘지질주제도 GIS DB 구축 표준 지침’ (MKE, 2008),

미국지질조사소 미연방지리자료 위원회 지질도 기호 표

Table 9. Jeju volcanic rock: Name, Code, and Symbol of borehole core sample in Jeju Island (in gINT). Standard Korean

nomenclature for lava flow unit is shown in Appendix 1.

Unit Name Code Symbol Unit Name Code Symbol

Feldspar Basalt

Porphyritic Feldspar Basalt

Augite Feldspar Basalt

Porphyritic Augite Feldspar Basalt

Olivine Feldspar Basalt

Porphyritic Olivine Feldspar Basalt

Olivine Basalt

Augite Olivine Basalt

Porphyritic Augite Olivine Basalt

Feldspar Olivine Basalt

FB

PFB

AFB

PAFB

OFB

POFB

OB

AOB

PAOB

FOB

Porphyritic Feldspar Olivine Basalt

Acicular Feldspar Olivine Basalt

Augite Basalt

Porphyritic Augite Basalt

Feldspar Augite Basalt

Porphyritic Feldspar Augite Basalt

Olivine Augite Basalt

Porphyritic Olivine Augite Basalt

Aphyric Basalt

Trachyte

PFOB

aFOB

AB

PAB

FAB

PFAB

OAB

POAB

Ap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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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지침(USGS, 2006)이다. 특별히 화산암상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미국지질조사소(USGS) 지침이 주요 참조

되었다. 

4. 결 론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 DB구축 연구를 통

해 기존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후

총 1,006개 공의 지질주상도를 DB로 구축과정과 활용

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제주도 공공 관정 지질주상도의 작성 실태를

분석한 결과, (1) 지질주상도 암석명의 통일성 결여,

(2) 명확하지 않은 화산쇄설층 및 사력층 용어 사용,

(3) 대수층 정보 불포함, (4) 상당수 관정에서 스크린설

Table 10. Jeju volcaniclastic sedimentary rock, non-volcanic sedimentary rock, and sediments: Name, Code, and Symbol (in

gINT). Standard Korean nomenclature for lava flow unit is shown in Appendix 1.

Unit Name (Kor) Code Symbol Unit Name (Kor) Code Symbol

Scoria

Clinker

Tuff

Lapilli tuff

Tuff Breccia

Tuffaceous Conglomerate

Tuffaceous sandstone

Tuffaceous mudstone

Conglomerate

Shell-bearing Conglomerate

SC

CL

TF

LTF

TB

tGS

tSS

tMS

GS

sGS

Sandstone

Shell-bearing Sandstone

Mudstone

Shell-bearing Mudstone

Gravel

Shell-bearing Gravel

Sand

Shell-bearing Sand

Mud

Shell-bearing Mud

Paleosol

SS

sSS

MS

sMS

G

sG

S

sS

M

sM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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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구간 및 심도 미기재, (5) 지질주상도 작성자별 기

재 사항, 용어 및 내용상의 상이성 등이 주된 문제점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존 지질주상도 DB 구축을

위해 제주도 화산암 및 퇴적암·퇴적층 명칭을 재정립

하여 DB구축에 통일성을 확보하였고, 향후 새로운 관

정 개발에도 표준화된 입력과 출력형식이 가능한 상용

화된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지질주상도 프로그램을 이

용한 지질주상도와 단면도 작성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구축된 지질주상도 DB는 기존 지질주상도의

표준화된 입력을 통해 암석명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지

층 및 대수층 분류가 가능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됨

으로써 앞으로 제주도 수문지질 종합연구와 지하수 개

발 및 보존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새로

개발되는 관정들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입출력이 가

능해져 표준화된 관정 지질주상도 작성이 가능해졌다.

향후 지질주상도 작성자에 대한 새롭게 정립된 암석명

및 분류체계에 대한 교육과 표준화된DB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질주상도 입출력을 위한 지질주상도 프로그

램 활용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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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tandard English and Korean nomenclatures
for lava flow, volcaniclastic, and sedimentary rock (soil)
units of borehole core sample in Jeju Island

Feldspar Basalt 장석현무암

Porphyritic Feldspar Basalt 반상장석현무암

Augite Feldspar Basalt 휘석장석현무암

Porphyritic Augite Feldspar Basalt 반상휘석장석현무암

Olivine Feldspar Basalt 감람석장석현무암

Porphyritic Olivine Feldspar Basalt 반상감람석장석현

무암

Olivine Basalt 감람석현무암

Augite Olivine Basalt 휘석감람석현무암

Porphyritic Augite Olivine Basalt 반상휘석감람석현무암

Feldspar Olivine Basalt 장석감람석현무암

Porphyritic Feldspar Olivine Basalt 반상장석감람석현

무암

Acicular Feldspar Olivine Basalt 침상장석감람석현무암

Augite Basalt 휘석현무암

Porphyritic Augite Basalt 반상휘석현무암

Feldspar Augite Basalt 장석휘석현무암

Porphyritic Feldspar Augite Basalt 반상장석휘석현무암

Olivine Augite Basalt 감람석휘석현무암

Porphyritic Olivine Augite Basalt 반상감람석휘석현무암

Aphyric Basalt 비반상현무암

Trachyte 조면암

Scoria 분석

Clinker 클링커

Tuff 응회암

Lapilli Tuff 화산력 응회암

Tuff Breccia 응회질 각력암

Tuffaceous Conglomerate 응회질 역암

Tuffaceous Sandstone 응회질 사암

Tuffaceous Mudstone 응회질 이암

Conglomerate 역암, Shell-bearing Conglomerate 함

패류 역암

Sandstone 사암, Shell-bearing Sandstone 함패류 사암

Mudstone 이암, Shell-bearing Mudstone 함패류 이암

Gravel 자갈, Shell-bearing Gravel 함패류 자갈

Sand 모래, Shell-bearing Sand 함패류 모래

Mud 머드, Shell-bearing Mud 함패류 머드

Paleosol 고토양

Topsoil 표토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9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300 3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