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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도 검사 문형에 따른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의 비성도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Nasalance in Speakers with Spastic Cerebral Palsy according to the Types of 

Sentence used for Nasal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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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nasalance in speakers with spastic cerebral palsy (CP) 

according to the types of sentence used for nasalance test. Twenty-eight speakers with spastic CP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analyzing nasalance of prolonged vowel utterance using the Sea sentence, the Zoo sentence, 

and the Mother sentence. The three sentences differ in the ratio of nasal consonants.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ypes of sentence for nasal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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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의의

말을 산출하기 해서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과 련된 

기 의 기능 인 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  공명은 말 산출 동

안 공명강을 형성하는 구강기 들의 치나 모양에 따라 달라

지며, 특히 구강음과 비강음의 구별은 연구개의 운동에 의해 이

루어진다. 구강 공명은 성  기류로부터 연구개가 거상되고 비

강이 폐쇄될 때 산출되며, 비강 공명은 연구개가 하강되고 구강

이 입술이나 에 의해 폐쇄될 때 산출된다. 이러한 과정의 주

요 요인은 연구개  인두 부 의 운동이며, 산출되는 음소의 

다양한 공명 요구에 따라 연인두 근육들이 빠르게 반응하는 것

을 필요로 한다(Free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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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와 인두 부 의 구조 이고 기능 인 문제로 인해 말

을 산출하는 동안 비강과 구강이 하게 분리하지 못하게 되

는 것을 연인두 기능부 (velopharyngeal incompetence)이라고 

한다(박성종, 2005; Duffy, 2005; Workinger, 2005). 이러한 연인

두 폐쇄부 으로 인해 성 에서 만들어내는 음성은 성도를 통

과할 때 과 비성(hypernasality)과 같은 공명장애를 나타내게 된

다. 미성숙한 뇌의 신경학  손상을 가지고 있는 뇌성마비 화자

들도 연인두 메커니즘의 기능부 으로 인해 과 비성과 압력자

음(pressure consonants) 산출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즉 뇌성마비 

화자들은 공명 구조들의 구조  기능 이상, 특히 연인두 부

의 기능부 으로 인해 비정상 인 공명이나 과 비성을 나타내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 인 공명이나 과 비성과 련된 특성을 알

아보기 해 비성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비성도 검사는 검

사 문형의 종류  길이, 비음의 비율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비성도(nasalance)나 과 비성을 평

가하기 한 표 화된 검사 문장은 없는 실정이며, 련 연구들

에서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문형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 문형

들은 포함되어 있는 비음 비율과 음 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명장애 화자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제한 이 있다(황 진, 

2007). 이  비음의 비율은 뇌성마비를 비롯한 말운동장애

(motor speech disorder) 화자들의 과 비성 평가에 매우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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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비음 비율이 0%인 문장

을 사용할 경우는 검사 문형을 발화하는 동안 연인두 폐쇄를 

지속하면 되지만, 비음 비율이 50%인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에

는 연인두의 개방과 폐쇄가 모두 요구되는 보다 복잡한 메커니

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명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운동장애 화자의 비성도 

검사에서는 검사 문형의 비음 비율을 다양하게 용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유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들을 상으로 비음 비율이 다른 문형에 

따라 어떠한 비성도의 차이가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뇌성마

비를 비롯한 마비말장애(dysarthria) 화자들의 공명 평가 시 보

다 효과 인 검사 문형과 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비성도 검사 문형

비성도 검사 문형은 비성자음의 비율을 고려한 검사 문장을 

의미한다. 모음연장발화의 경우 문장은 아니지만, 일반 인 비

성도 검사에 사용되는 과제이므로 문장 발화와의 차이를 알아

보기 해 포함하 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상

이 연구에서는 구 역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특수학교에 

재학 인 11-24세의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 28명(남- 21명, 여-7

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뇌성마비 화자들은 마비말장애 특

성을 나타내었으며, 2-3어  정도의 발화로 구어 의사소통이 가

능하 다. 한 연구자의 지시사항을 이해할 정도의 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청력  시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2.2 연구 도구

2.2.1 검사 문형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문형들은 모음연장발화와 비음 비

율이 다른 세 가지 문장들이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황 진

(2007)의 비성도 검사를 한 표 화 문장 개발 연구에서 사용

된 바닷가 문장, 동물원 문장  엄마 문장이었다. 이들 문장은 

19음 로 음 수는 동일하지만,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비음 비

율은 0%, 50%  100%로 다르게 구성되었다. 검사 문형에 

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검사 문형

Table 1. The types of sentence

검사

문형

비음

비율
음 수 내용

모음

연장
0% 1 [아] 연장발화

바닷가

문장
0% 19

월요일 오후 바닷가에 가서 

조개 새우를 잡았다.

동물원

문장
50% 19

동물원에는 사자, 기린, 원숭이, 

앵무새 등이 있다.

엄마

문장
100% 19

엄마 마음이 내 마음, 멍멍이는 멍멍, 

매미는 맴맴.

2.2.2 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비성도 측정을 해 NasalView(Tiger Electronics)

를 사용하 으며, 설정 조건으로 표본추출률(sampling rate) 44.1

㎑, 최소 비성한계치 0%  최  비성한계치 100%로 세 되어 

있는지 확인하 다.

한, 검사 문형은 한 문장 체가 한 로 배치되도록 A4용

지에 가로 배열로 인쇄하여 받침 에 놓고 제시하 다.

2.3 연구 차

2.3.1 검사 실시 차

우선 각 상자들에게 NasalView의 헤드기어를 착용시키고 

안면과 헤드기어의 격 (separation plate)의 각도가 수직이 되도

록 조정한 후, 연구자가 모델링을 해 주고 나서 [아] 연장발화

를 1회 연습한 후에 검사를 실시하 다. 

모음연장발화에서는 최  흡기 후 한 호기동안 [아]를 가능

한 길게 발화하도록 지시하 으며, 문장 읽기에서는 평상시

로 책 읽듯이 읽으라고 지시하 다. 이 때 읽기 오류가 발생하

면 비성도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정확하게 읽

을 때까지 다시 읽도록 하 다.

2.3.2 측정 방법

비성도 측정을 해서 상자가 발화한 검사문형별  구간

을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로 제시된 NasalView의 비성도 통계

치  평균을 이용하 다. 비성도는 비강  구강 마이크에 입

력된 체 음향에 지에 한 비강 음향에 지의 비율을 측정

하는 것으로, 비성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

비성도(%)=
비강 음향에 지

×100
구강 음향에 지 + 비강 음향에 지

2.3.3 비 검사

이 연구에서는 모음연장발화를 연습하고 나서 1회 발화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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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문형의 비성도 결과를 측정하 는데, 비성도 특성은 검사 

조건이나 검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문형

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를 알아보기 하여 5명의 상자를 무작 로 선별하여 각 검

사 문형을 3회씩 발화하게 한 후 검사 문형별로 3회의 비성도

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 

2.4 자료 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를 이용하 다. 경

직형 뇌성마비 화자들이 모음연장발화, 비음 0% 문장, 비음 

50% 문장  비음 100% 문장에서 비성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하여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 

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검사 문형을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하여 Tukey 사후검정을 실

시하 다.

3. 결과  논의

3.1 검사 문형 간 비성도 특성 비교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들의 각 검사 문형의 비성도에 한 평

균과 표 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비성도에 한 평균과 표 편차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nasalance

검사

문형

비음

비율
M(%) SD

모음

연장
0% 29.77 10.01

바닷가

문장
0% 19.20 6.96

동물원

문장
50% 41.33 6.46

엄마

문장
100% 50.45 7.24

검사 문형 간 비성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반복측정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검사 문형 간의 비성도에 한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repeated measurement one-way ANOVA in 

nasalance among the types of sentenc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검사문형 20649.53 4 5162.38 125.29
***

오차 4450.10 108 41.21

***p < .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의 비성도는 

검사 문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 < .001), Tukey 사

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 문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 < .001). 즉 검사 문형의 비성도는 비음 0%(바닷가) 문

장, [아] 연장발화, 비음 50%(동물원) 문장, 비음 100%(엄마) 문

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상 화자를 상으로 한 황 진(2007)의 

연구 결과와 간  비교해 보면, 바닷가 문장 28.9%, [아] 연장발

화 24.2%, 동물원 문장 54.1%, 엄마 문장 67.8%로, 이 연구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들

이 정상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 문형에 포함되어 있는 비음 

비율이 높을수록 비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뇌성마비 화자들이 공명체계에서 과 비성을 나

타낸다는 선행연구들(김창평, 2006; Hardy, 1961; Kent & 

Netsell, 1978; Love, 2000; Mecham, 2002; Workinger & Kent, 

1991)의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청지각  단에 의해 

뇌성마비 화자들이 과 비성을 나타낸다는 이러한 보고들을 그

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특이한 것은 [아] 연장발화의 비성도가 

비음 비율이 0%인 바닷가 문장의 비성도보다 높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모음은 구강음이기 때문에 [아] 연장발화는 바닷가 

문장과 동일하게 비음 비율이 0%인 검사 문형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두 검사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

겨질 수 있으며, 실제로 앞서 살펴 본 정상 화자들을 상으로 

한 황 진(2007)의 연구에서도 [아] 연장발화가 24.2%, 바닷가 

문장이 28.9%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두 검사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우

선 바닷가 문장에는 /ㅂ, ㄷ, ㄱ, ㅈ, ㅅ/ 등의 압력자음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모음을 산출하는 것보다 구강내압

(intraoral air pressure)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연인두 

폐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화를 하는 동안 구강 내의 높아진 

압력이 연구개의 거상을 보조해 으로써 보다 더 완 한 연인

두 폐쇄를 진시킨 결과이거나 구강압력 자음을 산출하기 

해 연인두 폐쇄의 정도와 힘이 모음보다 더 높아진 결과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 이 연구의 상자들은 NasalView의 헤

드기어를 착용하고 실시하는 검사에 해 생소해 하 으며, 

화와 읽기는 가능하지만 모음을 길게 연장발화하는 과제에는 

익숙하지 않아 신체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 연

장발화를 가장 먼  실시한 것도 두 검사 문형 간의 비성도 차

이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뇌성마비 화자들의 

구어산출 하 체계의 특성에 한 선행연구(남 욱, 2008)에서

는 모음연장발화, 교호운동, 수세기  읽기 등의 선행 과제들

을 수행한 후 NasalView의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실시하는 과제

를 수행한 결과, [아] 연장발화의 비성도가 27.42%, 비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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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 등교 문장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재석이를 기다리고 있

다.”의 비성도가 29.43%로, 두 가지 검사 문형 간의 비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

과를 검사 문형에 따른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들의 독특한 연인

두 운동패턴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검사의 실시 순서나 사  연

습 등의 조 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를 확

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들

의 비성도 특성은 검사 문형의 비음 비율이 높을수록 비성도가 

높아지는 정상 화자들의 비성도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치료 임상 장에서는 청지각 인 단을 통해 뇌

성마비 화자가 과 비성과 같은 공명 특성을 나타낸다고 단

하기보다는 NasalView와 같은 도구 인 측정을 통해 공명 특성

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 비음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검사 문

형에 따라 비성도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뇌성마비를 비롯한 마

비말장애 화자의 공명 평가에서는 단순히 모음연장발화 과제나 

비음 비율이 0%인 문장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비성 자음의 비율

을 50%나 100% 등으로 다양하게 용하고, 더불어 압력자음의 

비율을 고려한 검사 문형들을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제언

이 연구는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들을 상으로 비음 비율이 

다른 비성도 검사 문형 간의 비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는

데,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들은 비음 비율이 다른 모든 비성도 

검사 문형 간에 유의한 비성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론

을 바탕으로, 다른 뇌성마비 유형을 포함한 뇌성마비의 심한정

도 는 마비말장애의 심한정도에 따른 뇌성마비 화자의 비성

도 특성에 한 보다 심층 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뇌성마비 화자들의 공명체계에 한 청지각 인 특성과 련된 

후속연구를 실시하여 도구 인 측정에 의한 비성도와의 비교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NasalView를 사용하여 비성도를 측정하 는데, 많은 언어치료 

임상 장  연구에서는 Nasometer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NasalView와 Nasometer의 비성도 수치는 기기의 알고리즘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Nasometer를 사용하는 임상 장 

 연구에서는 이 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용할 것

을 권고한다.

참고문헌

Duffy, J. R. (2005). Motor speech disorders: substrates, differential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St. Louis: Mosby. 

Freed, D. B. (2000). Motor speech disorder: diagnosis and 

treatment, San Diego: Singular Publishing Group.

Hardy, J. C. (1961). “Intraoral breath pressure in cerebral pals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Vol. 26, pp. 309-319.

Hwang, Y. J. (2007). “Development of Standardized Reading 

Sentences and Normative Nasalance Scores”,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황 진 (2007). “비성도 검사를 한 표 화 문장개발과 정상 규

치 연구”, 구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Kent, R. D., & Netsell, R. (1978). “Articulatory abnormalities in 

athetoid cerebral palsy”,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Vol. 43, pp. 353-373.

Kim, C. P. (2006). “A Study on the Consonant Production of 

Preschool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김창평 (2006). “학령 기 경직형 뇌성마비아의 자음 산출 특성 

연구”, 구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Love, R. J. (2000). Childhood motor speech disability (2nd ed), 

MA: Allyn & Bacon.

Mecham, M. J. (2002). Cerebral palsy (3rd ed), Texas; Pro․ed.

Nam, H. W.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systems for Speech Production by the Types of 

Cerebral Palsy”,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남 욱 (2008). “뇌성마비 유형별 구어산출 하 체계 특성 비교”, 

구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Park, S. J. (2005). “Effects of Posture Control Therapy Program 

about Nasalance Decline of Cleft Palate Children”, M.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박성종 (2005). “자세조  치료 로그램이 구개열 아동의 비성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 구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Workinger, M. S., & Kent, R. (1991), Perceptual analysis of the 

dysarthrias in children with athetoid and spastic cerebral palsy. 

In C. A. Moore, K. M. Yorkston, & D. R. Beukelman. (Eds.), 

Dysarthria and apraxia of speech: perspectives on management 

(pp. 109-126), Baltimore, MD: Paul H. Brookes.

Workinger, M. S. (2005). Cerebral palsy resource guide for 

speech-language pathologists. NY: Thomson.

∙남 욱 (Nam, Hyunwook) 책임 자

춘해보건 학 유아특수언어재활과

울산 역시 울주군 웅 면 

Tel: 052-270-0221

Email: 32m-star@hanmail.net

심분야: 마비말장애(dysarthria), 뇌성마비언어치료



비성도 검사 문형에 따른 경직형 뇌성마비 화자의 비성도 특성 125

∙유재연 (Yoo, Jaeyeon) 교신 자

불 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라남도 암군 삼호읍 산호리 72

Tel: 061-469-1483

Email: slpyoo@hanmail.net

심분야: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fals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15%)
  /CalRGBProfile (Adobe RGB \0501998\051)
  /CalCMYKProfile (Japan Color 2001 Coated)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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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NeverEmbed [ true
    /Baskerville-BT
    /BernhardFashion-BT
    /Blippo-BlkBT
    /Bodoni-BdBT
    /Bodoni-BdBTItalic
    /Bodoni-BkBT
    /Bodoni-BkBTItalic
    /BrushScript-BT
    /CentSchbook-BT
    /CentSchbook-BTBold
    /CentSchbook-BTBoldItalic
    /CentSchbook-BTItalic
    /CommercialScript-BT
    /Cooper-BlkBT
    /Cooper-BlkBTItalic
    /Courier10-BTBold
    /Courier10-BTBoldItalic
    /DomCasual-BT
    /Freehand591-BT
    /FuturaBlack-BT
    /GoudyOlSt-BT
    /GoudyOlSt-BTBold
    /GoudyOlSt-BTBoldItalic
    /GoudyOlSt-BTItalic
    /Hebraica
    /Hobo-BT
    /KachbalB
    /KachbalL
    /KachbalM
    /Liberty-BT
    /MogfilL
    /MogfilM
    /MurrayHill-BdBT
    /NemoB
    /NemoL
    /NemoM
    /NemoXB
    /Newtext-BkBT
    /OCR-A-BT
    /OCR-B-10-BT
    /Orator10-BT
    /Orbit-B-BT
    /ParkAvenue-BT
    /San02B
    /San02L
    /San02M
    /San60B
    /San60L
    /San60M
    /San60R
    /San60SB
    /SanAcB
    /SanAcL
    /SanAcM
    /SanBgB
    /SanBgL
    /SanBgM
    /SanBiB
    /SanBiL
    /SanBiM
    /SanBkB
    /SanBkL
    /SanBkM
    /SanBkXB
    /SanBoB
    /SanBoL
    /SanBoM
    /SanBrB
    /SanBrL
    /SanBrM
    /SanBsB
    /SanBsL
    /SanBsU
    /SanBsUL
    /SanCnB
    /SanCnL
    /SanCnM
    /SanCrB
    /SanCrK
    /SanCrL
    /SanCs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ArCX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B
    /SandAtCXB
    /SandAtL
    /SandAtM
    /SandAtXB
    /SanDaU
    /SanDaUL
    /SandDsB
    /SandDsCB
    /SandDsL
    /SandEgB
    /SandEgCB
    /SanDfB
    /SanDfS
    /SanDfT
    /SanDjB
    /SandJg
    /SanDjL
    /SanDjM
    /SanDjO
    /SandKg
    /SandKm
    /SandMtB
    /SandMtL
    /SandMtM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SpB
    /SandSpL
    /SandSpM
    /SandStB
    /SandStCB
    /SandSwL
    /SandSwM
    /SandTg
    /SandTm
    /SanEgL
    /SanEgM
    /SanEpB
    /SanEpL
    /SanEpM
    /SanGg
    /SanGm
    /SanGw
    /SanHgB
    /SanHgL
    /SanHgM
    /SanHy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JhB
    /SanJhR
    /SanJhU
    /SanJs
    /SanKbB
    /SanKbL
    /SanKbM
    /SanKdB
    /SanKdS
    /SanKdT
    /SanKrB
    /SanKrL
    /SanKrM
    /SanKsB
    /SanKsL
    /SanKsM
    /SanMcB
    /SanMcL
    /SanMcU
    /SanMrB
    /SanMrJ
    /SanMrL
    /SanMrM
    /SanMsB
    /SanMsL
    /SanMsM
    /SanMuB
    /SanMuL
    /SanMuM
    /SanNaB
    /SanNaL
    /SanNaM
    /SanNk
    /SanNsB
    /SanNsL
    /SanNsM
    /SanOy
    /SanPkB
    /SanPkL
    /SanPkM
    /SanPuB
    /SanPuW
    /SanScB
    /SanScL
    /SanScM
    /SanSfB
    /SanSfL
    /SanSfU
    /SanSg
    /SanSk
    /SanSoB
    /SanSoL
    /SanSoM
    /SanSrB
    /SanSrL
    /SanSrM
    /SanStL
    /SanStM
    /SanSwB
    /SanWi
    /SanYb
    /SanYs
    /SDSangAM
    /SketchB
    /SketchL
    /SketchM
    /Stencil-BT
    /Swis721-BT
    /Swis721-BTItalic
    /ToodamB
    /ToodamL
    /ToodamM
    /TypewriteB
    /TypewriteL
    /TypewriteM
    /Untitled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fals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fals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tru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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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