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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nner in which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reativit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nd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creativity in 

extraversion-school adjustment and openness to experience-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8 undergraduate students from around the capital city 

and Pusan Greater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extraversion related positively 

to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Openness to experience related 

positively to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and creativity related positively to school 

adjustment. Furthermore, creativity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openness to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influence of openness to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occurred 

indirect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creativity. The importance of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reativity to predict undergraduate student’s school adjustment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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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시기로 

발달적인 측면에서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

교시절까지 ‘대학입시’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아

침부터 저녁까지 꽉 짜인 스케줄에 따라 학교생

활을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 대학생들은 중

고등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수업시간이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한다

면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 대학생들은 자율

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

다. 이들은 현재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앞으

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야 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들

을 바라보는 기대와 관점이 달라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

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요

구된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경험을 통

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립해야 하고,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

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

해야만 한다(Baker & Siryk 1986; Chang 1999).

적응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 간의 조화, 즉 그 사회가 가진 규범, 

질서에 부합되고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Schaffer & Schoben 1956).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

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학교

환경에 순응하거나 혹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Choi & Kim 

2004).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Kim과 Kim(2008)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과 만족

도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학교라는 환경 속에

서 개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지,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학습활동, 환경적 측면에

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

한 자신감과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한 대학

생은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가 높다(Ladd et al. 

1996).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학업동

기, 학업성취, 학교 참여, 출석률, 학습준비, 학교

졸업 등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

다(Spencer 1999).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서의 성

공적인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개인의 행동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Gonzales et al. 2001). 

즉,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이 시기에 얼마

나 적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 성인기의 출발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Kim et 

al. 2004; Lazarus & Folkman 1984; Lee 2003)를 

살펴보면, 개인의 성격 특성이 학교적응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6년에 걸

친 종단연구 결과 성격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의 대처양식을 예측해주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Vollrath et al. 1995).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진 성격 연구들은 성격의 개인차

를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Fiske(1949)는 인간의 

성격 차원을 3요인으로 보는 Eygenck검사와 20개 

영역으로 보는 Catell의 검사를 분석하여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그 후 Norman(1963)

은 공식적으로 5요인 모형을 학계에 제안하였다. 

5가지 성격요인의 명칭은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

성, 신경증, 성실성, 호감성 등으로 구분된다

(MaCrae & Costa 1997). 외향성은 대인관계의 양

과 강도를 의미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신경증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정도를 나타

낸다. 그리고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

을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고, 호감성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 갖는 친화적인 태도나 성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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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성격요인 중 사회성향(외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 et al. 2008; Kim et al. 2004; Lee 2003). 외향

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MaCrae & Costa 1997) 외향성은 사회생활 전반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이 높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Lee 2003). 반

면 수줍어하거나 경계심이 있는 아동들은 또래관

계나 학교 수행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

향이 있다(Coplan et al. 2004; Gazelle & Ladd 

2003). 경험에의 개방성도 5가지 성격요인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지성, 인지, 창조, 상상, 참을

성, 교양 및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Goldberg 1992). 

McCrae와 Costa(1997)에 따르면, 개방적인 사람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성향은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높이는데,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이와 유사한 맥락에

서 새로운 학습, 발견, 탐색에 더욱 개방적일수록 

학업성취가 높다(Lounsbury et al. 2003). 또한 신

경증적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

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이로 

인해 학교적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3). 성실성 요인은 학교성적과는 유의한 

상관(Ha et al. 2008; Laidra et al. 2007)이 있는 반

면, 학교적응에서의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유

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마지막으로 호감성(친화성)은 학교성적이

나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Ha et al. 2008; Lounsbury et al. 

2003).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5가지 성격요인 

중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신경증이 학교생활

적응과 일관성 있게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향성이 높고,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을수

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성격 요인이 학교

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창의성은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Barron 

1988), 일상생활에서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는 생

각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창의성을 측정함에 있어 

새로움과 적절함은 핵심적인 준거로 사용된다. 

Runco 등(2001)은 기존의 창의적 산출물 검사가 

개인의 창의적 산물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창의적 산출물 검사 시행 시 소요되는 시간적 소

비와 주관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Runco 

아이디어 행동척도(Runco Ideational Behavior Scale: 

RIBS)를 개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수준의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창의적 척도는 창의적 아이디어

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준

거가 된다. RIBS는 사고의 독창성, 유창성 융통

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로서 개인이 아

이디어를 사용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다루는 기술 등을 반영한다

(Runco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RIBS를 통해 

창의성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

는 생각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대학

생의 창의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개인과 사회에 매우 가치로운 것이

다. 창의성은 개인의 생산성, 적응, 건강 등과 관

련되며, 사람과 기관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한다(Sternberg et al. 2004).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

한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은 융통성, 개방성, 자율

성, 유머, 의지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보

다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고(Runco 

& Richards 1998)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

며 일상의 기쁨을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0). 또한 대학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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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창의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Lee 2005) 심리사회적 

적응능력이 높으며(Chung 2003)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Chung 2007).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일상

적 창의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

서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관계 자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Chung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창의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도 높을 것으로 추

론된다. 

한편, Mackinnon(1969)의 초기 연구 이후, 창의

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은 경험에의 개방성이다(Dollinger et al. 

2004; George & Zhou 2001). 실제로 성격 5요인 

모델에서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가장 강력한 경험적 지지를 받는

다(Feist 1998). Sternberg와 Lubart(1992)의 투자이

론에서도 창의성 발현을 위한 여섯 가지 요소(지

능, 지식, 인지양식, 성격, 동기, 환경적 맥락) 중 

주요한 성격적 요소로 인내력, 모험, 새로운 경험

을 기꺼이 받아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성격

유형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험에의 개방성과 외향성은 창의성을 예

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a 2008). 즉, 외향

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

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외향성은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응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이 개인의 성격특성(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고, 이러한 창의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

게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

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대

학생의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은 학

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

성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

과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2. 대학생의 창의성은 대학생의 외향성과 경험

에의 개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 1곳, 수도권 

소재 대학 3곳, 경남 지역 소재 대학 1곳에 위치

한 5개 대학의 대학생 25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

인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

해 본 연구자와 타 학교 교수 등의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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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Age

Male 108(42.8%)

Grade

Freshman  59(23.4%)

Junior  126(50.0%)

Female 144(57.2%) Senoir  67(26.6%)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86(73.8%)

SES

High 30(11.9%)

Middle 185(73.4%)

Arts  66(26.2%)
Low 37(14.7%)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된 설문지는 290부였으며, 이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 38부를 제외한 총 25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24.88(SD=4.88)세이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외향성

외향성은 성격의 5요인(성실성, 외향성, 경험

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중의 하

나로서, 본 연구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Yoo 

등(1997)이 개발한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요인

인 외향성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Yoo et al. 1997). 

성격 5요인 검사는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

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

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중 외향성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

지 않는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Cronbach's alpha는 .84이

었다. 

(2) 경험에의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성격의 5요인 중의 하

나로서, 본 연구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Yoo 

등(1997)이 개발한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요인

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Yoo 

et al. 1997). 경험에의 개방성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깊

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 

(3) 창의성 측정

대학생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Runco 등

(2001)의 RIBS(Runco’s Ideational Behavioral Scale)

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

였다(Runco et al. 2001). 창의적 행동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이디어를 사용하

고 평가하는 능력이 높고 아이디어 생성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

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잘 생각해낸다” 등의 문

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ɑ=.9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Kim과 Kim(2008)

의 학교행복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학교생활적응의 문항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친구, 교사, 심리적 안정, 학습활동 즐

거움과 환경만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학교생활적응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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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School 

adjustment1

School 

adjustment2

Extraversion 1 .41*** .34*** .31*** .32***

Openness to experience 1 .67*** .34*** .33***

Creativity 1 .42*** .45***

***p<.001

Table 2. The correlation among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강의

시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롭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

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ɑ는 .8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적절치 못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조사 실시에

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체크하였다. 본조사는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강의

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

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때, 학교생활적응은 

단일 측정변인에 대한 측정오차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선으로 지표를 생성하는 방식(Random 

Splitting Method, Bandalos & Finney 2001)으로 지

표변수를 생성해 잠재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

다. 무선으로 지표를 생성하는 방식 중 짝수 번

호 문항과 홀수번호 문항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학교생활적응 문항 중 홀수번호 

문항은 학교생활적응 1에, 짝수번호 문항은 학교

생활적응2 변수에 할당되었다. 각 모형의 적합도

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² 검증과 적합도 지수

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 ximation)

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각 변수

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

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외향성의 

평균은 3.19(SD=.43), 개방성은 3.19(SD=.52), 창

의성은 3.13(SD=.51), 학교생활적응1은 3.78(SD=.75), 

학교생활적응2는 3.67(SD=.72)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대학

생의 외향성은 경험에의 개방성(r=.41, p<.001), 

창의성(r=.34, p<.001), 학교생활적응(r=.32, p<.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창의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적응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험에

의 개방성은 창의성(r=.67, p<.001), 학교생활적응

(r=.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격이 경험에 대한 개방

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적응능

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창의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3, p<.001). 창의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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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S. E C. R

Extraversion → creativity .09*** .08*** .06 1.55

Openness to experience → creativity .62*** .63*** .05 12.34

Creativity → school adjustment .57*** .47*** .08 6.64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1 1.00*** .83***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2 1.11*** .88*** .12 8.53

***p<.001, *p<.05

Table 3. Regression weights of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Fig. 3 Testing for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창의성이 외

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

정하였다(Fig. 2 참조). 다음 단계에서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창의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²검증을 이용해 기본 모

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

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198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모형

을 검증하기에 앞서 기본모형에서 사용한 변인들

의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다. 외향성의 왜도는 

-.03, 첨도는 -.05, 개방성의 왜도는 .09, 첨도는 

-.02, 창의성의 왜도는 .29, 첨도는 .78, 학교생활

적응1의 왜도는 -.25, 첨도는 .18, 학교생활적응2

의 왜도는 .03, 왜도는 .30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

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Fig. 2.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먼저, 대학생의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

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외향성에서 창의성으

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다(Table 3, Fig. 3 참조). 즉,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창의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기본 모형

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

²df=4=10.64, p=.03, TLI=.94, CFI=.98, RMSEA=.08). 

다음으로, 기본 모형에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

방성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

가하여 창의성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

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χ²df=2=.96, p=.08, TLI=1.02, CFI=1.00, RMSEA= 

.00). 부분매개모형에서는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

방성은 창의성(β=.63, p<.001)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고(β=.38, 

p<.001), 외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β=.21, p<.01, Table 4, Fig 4 참조).

한편, χ² 검증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 추정

한 기본 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

다(Δχ²df=2=9.68, 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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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S. E C. R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xtraversion → creativity .09*** .08*** .06 1.55 .08 .08

Openness to experience → creativity .64*** .63*** .05 12.33 .64 .64

Creativity → school adjustment .46*** .38*** .10 4.43 .38 .38

Extraversion → school adjustment .30*** .21*** .10  .31 .24 .21 .03

Openness to experience → school adjustment .03*** .03*** .09 3.01 .27 .03 .24

School adjustment1→ school adjustment 1.00*** .83***

School adjustment2→ school adjustment 1.00*** .88*** .11 9.29

***p<.001, **p<.01

Table 4. Regression weights of research model

Fig. 4. Testing for research model 

하였다(Fig. 4 참조). 

최종모형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1)을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

로가 유의해야 하고, 간접효과가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

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

과, Z는 4.32이므로 α=.05수준에서 임계치인 1.96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즉,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경험에의 개

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간

접적으로만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창의성은 다시 높은 학교생

활적응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외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외향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

한 적응능력이 높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

방성, 창의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

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

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

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

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외향성은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 학

교생활적응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외향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자 하는 성향이 강하며,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를 내는 능력이 높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

인 사람이 창의성이 높고(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 2008),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

이 높다(Ha et al. 2008)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 학교생활적응과 유의

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

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

1) sobel 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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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아이디어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

력이 높고,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능력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에의 개방성

이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Kim 2011; Silvia et al. 2009)와 경험에의 개방성

이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Ha et al. 

2008)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이같은 결

과를 살펴볼 때,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과 같

은 성격 특성은 대학생의 적응 능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다. 성격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절대 변화하지 않는 특성도 아니라는 점에 주

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친구 혹은 선후배, 교수와 함께 즐겁

게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될 때 대학생들의 외향성은 증진될 수 있다. 또

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소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은 개방성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는 대학생들의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봉사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학생이 다양한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

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

교생활에서의 적응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작

용을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

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창의성이 높고, 대학생의 높은 창

의성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대학생의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

를 보다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고

(Chung 2003; Runco & Richards 1998), 스트레스

에 취약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다

(Chung 2007)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 대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 대학생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

각함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이 무엇인지,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0). 사회적으

로 창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서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학업과 진로 또한 창의

성과 관련이 깊다. 창의적인 대학생들일수록 자

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

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전공체험 프로그램, 

취업관련 인턴십 등)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

고,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산출물들을 만들어보

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창의성은 경험에의 개방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학에서는 대학

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배

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외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외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향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으로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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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의 적응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을 강조한다. 이는 선행연구결과(Coplan et al. 

2004; Ha et al. 2008; Lee 2003)와 일치하는 것으

로, 대학생을 위한 학교생활적응능력 향상프로그

램 개발 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외향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a 2008)는 주로 외

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만큼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창의성 척도와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창의성 척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불일

치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창의성을 인성적

인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사고과정으로 접근하느

냐, 산출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출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

에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 및 창의성 간의 관계를 통합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및 창의성의 중요

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대학생의 창의

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관

계적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뿐 아니라 관계

적 혹은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뿐 아니라 학교환경 

변인과 사회 환경 변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대학

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

의 성격적 특성 및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을 통

합적으로 살펴보는 초기 연구이다. 대학생의 성

격 특성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어떠한 하위요

인을 포함하는가, 혹은 창의성을 어떻게 측정하

느냐(인성, 문제해결, 사고, 산출물 등)에 따라 다

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일예로 본 연구에서

는 창의성을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 측면에서 고

려했기 때문에 성격특성과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

응의 관계성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들 중 창

의성 및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변인 2가지만을 포함하였기 때문

에 성격 특성과 창의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통합

적인 관계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추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척도를 통해 이에 대한 심도 깊

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Baker RW, Siryk B(1986) Exploratory intervention 

with a scale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 

Counseling Psychology 33, 31-38.

Bandalos DL, Finney SJ(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huma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arron F(1988) Putting creativity to work.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ng HS(1999) Adolescent Psychology. Seoul: Hakjisa.

Choi IS, Kim CH(2004) The effects of sex-role 

identity upon school adjustment behavior. Korean 

J Educ Psychology 18, 132-143.

Chung EI(2003) Relationships of everyday creativity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27

to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J Res 

Educ 18, 103-120.

Chung EI(2007) The effect of stress and everyday 

creativit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Korean J Educ Methodology Stud 19(2), 

143-162.

Chung EI(2008) Relationships of everyday creativity 

to love attitude, mutual understanding, and 

relational satisfaction. J Res Educ 32, 95-117.

Chung OB, Chung SH, Lim JH, Kim KE, Park 

YJ(2011) An investigation of the creativity as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 

Human Ecology 20(1), 39-55. 

Coplan RJ, Prakash K, O’Neil K, Armer M(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 244- 

258.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 Row.

Dollinger SJ, Urban KK, James TA(2004). Creativity 

and openness: Further validation of two creative 

product measures. Creativity Res J 16, 35-47.

Feist GJ(1998) A meta-analysis of personality in 

scientific and artistic creat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 2, 290-299.

Furnham A, Bachtiar V(2008)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crea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7), 613-617. 

Furnham A, Batey M, Anand, K, Manfield J(2008) 

Personality, hypomania, intelligence and crea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060- 

1069.

Gazelle H, Ladd GW(2003)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 257-278.

George JM, Zhou J(2001) Understanding when bad 

moods foster creativity and good ones don’t: The 

role of context and clarity of feelings. J Applied 

Psychology 87, 687-97.

Goldberg LR(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of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Gonzales NA, Tein J, Sandler IN, Friedman RJ(2001) 

On the limits of coping: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for inner-city adolescents. J 

Adolescent Res 16, 372-395.

Ha DH, Hwang HI, Nam SI(2008) The development 

of Big 5 personality inventory and its 

criterion-related validity on school grade, school 

adaptation, and career selection. Korean J Educ 

Psychology 22(3), 609-629.

Kim KE(2011) Emotions, openness to experience, 

self-efficacy and creativity: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Korean J Human Development, 18 

(1), 1-18. 

Kim KH, Kwon HJ, Choi MH(2004)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sensation seeking and adjustment 

to school in the adolescents. J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 13(4), 476- 

486.

Kim JB, Kim TE(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school happiness scale. 

Korean J Educ Psychology 22(1), 259-279.

Ladd GW, Kochenderfer BJ, Coleman C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Laidra K, Pullman H, Allik J(2007)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 cross-sectional study from elementary to 

secondary school. J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42(3), 441-451.

Lazarus R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e JK(2005)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work 

prefer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for the 

students in the university. Korean J Educ 

Psychology 19(2), 413-432.

Lee OJ(2003)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and 

stress coping styles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3), 77-85.

Lounsbury JW, Sundstrom E, Loveland JM, Gibson 

LW(2003) Intelligenc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work drive as predictors of course 

gr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231-1239.

MacKinnon DW(1969) Personality inventory correlates 

of creativity among architects. J Applied Psychology 

53, 322-326.

McCrae RR, Costa PT(1997) Conceptions and 

Correlates of Openness to Experience. In Hogan 

R, Johnson JA, Briggs SR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825- 847). Orlando, 

FL: Academic Press.

Runco MA, Richards R(1998) Eminent Creativity, 

Everyday Creativity, and Health. Greenwich, CT: 

Ablex. Simonton.

Runco M.A, Plucker JA, Lim W(2001)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integrity of a measure of 

ideational behavior. Creativity Research J 13, 

393-400. 

Shaffer LF, Shoben EJ(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Silvia PJ, Nusbaum EC, Berg C, Martin C, O‘Connor 

A(2009) Openness to experience, plasticity, and 

creativity: Exploring lower-order, higher-order, and 

interactive effects. J Res Personality 43, 1087- 



128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3권 2호 2012

1090.

Sobel ME(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Spencer MB(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 

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43-45.

Sternberg RJ, Lubart TI(1992) Buy low and sell high: 

An investment approach to crea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28-57.

Sternberg RJ, Grigorenko EL, Singer JL(2004) 

Creativity: The Psychology of Creative Potential 

and Realiz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lrath M, Torgersen S, Alnaes R(1995) Personality 

as longterm predictor of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117-125.

Yoo TY, Kim MU, Lee DH(1997) The Big-Five 

personality test : Development and criterion 

-related validation. Korean J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0(1), 8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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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