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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기세포

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방      승      민

Ⅰ. 서   론

2000년 이후 ‘ 기세포’에 한 규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됨에 따라 ‘ 기세

포’가 세계 인 심의 상이 되고 있다. 기 세포는 배아의 발생과 성장에 필수 인 배아 기세포(embryonic 
stem cell)  분화를 마친 장기의 기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성체 기세포(adult stem cell)로 나 어 볼 수 

있다. 기세포의 가장 요한 특징은 무한한 자기복제(self-renewal)과 분화(differentiation)이 가능하다는 이

다. 이러한 기세포의 특징은 종양세포와 매우 유사하다. 즉, 종양세포는 숙주의 통제를 벗어난 무한한 자

기복제와 분화 는 퇴행을 특징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획득하기 해서는 다양한 유  변화를 포함하

여야 한다. 그러나 종양을 구성하는 모든 종양세포들이 균일하게 모든 유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을 감안하면, 정상 인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발 하는 것은 매우 드

문 상이라 할 수 있다. 종양 기세포(cancer stem cell) 설은 이러한 재까지의 연구들의 한계를 풀어나가

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즉,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  극소수의 종양 기세포만이 무한한 자기복제 능력과 

분화능력을 가지고 있어 부분의 종양세포를 형성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Fig. 1).1

종양 기세포는 액 종양인 성 백 병으로부터 가장 먼  규명이 되었으며, 립선암, 유방암, 뇌암, 
장암  췌장암과 같은 고형 종양에서도 차례로 보고되고 있다. 종양 기세포에 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궁극 으로 종양의 치료에 있어 종양 기세포가 가장 요한 표 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해서는 종양

기세포의 분리, 종양 기세포의 특징  신호 달체계 규명 등이 필요하다. 본 강좌에서는 종양 기세포, 
특히 고형 종양의 종양 기세포의 특징과 이를 규명하기 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종양 줄기세포의 선별 분리

재 종양 기세포는 실험 으로 끊임없이 증식하는 종양을 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로 규정하

고 있다.2 즉, 이를 해서는 환자의 종양 조직으로부터 종양 기세포 후보세포군을 선별,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실험 으로 분리된 후보세포가 종양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세포들을 유 으로 면

역 결핍을 유도한 NOD-SCID 마우스에 이식하여 본래 환자와 동일한 종양조직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종양 기세포를 선별 으로 분리하는 실험  방법은 재까지 크게 3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특정 표지자를 이용하여 magnetic column이나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ing (FACS)을 통해 종양 

기세포를 분리하는 것으로 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Sphere 형성 능력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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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ncer stem cell model. 

The cancer stem cell might appear after mutations in specific stem cells or early

stem cell progenitors. It is also possible that cancer stem cells can be derived from

differentiated cells. There might be numerous factors in the host microenvironment

that trigger the initial steps of tumour formation.

방법으로 주로 고형 종양에서 많이 시도되는 방법으로 특정 세포 표지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sphere를 형성하

는 종양세포들만을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항암제를 처리하여 종양

기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종양 기세포가 항암치료에 강력한 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종양 기세포의 존재는 1997년 AML에서 최 로 입증되었다.3 즉, AML세포  CD34+CD38-CD90-인 종

양세포들을 선별, 분리하여 NOD-SCID 마우스에 이식한 결과 유일하게 AML을 유발할 수 있었다.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CD34+CD38-CD90-AML 세포들은 AML 세포들의 0.1～1% 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blood linage panel 
표지자가 음성인 [Lin-], 정상 골수의 multipotent progenitor와 동일한 세포임이 확인하 고, 결국 AML의 종양 기

세포는 정상 골수의 progenitor 세포  AML1/ETP translocation을 가진 세포임을 확인하 다.4,5 이처럼 AML로부

터 종양 기세포를 확인하고, 그 기원 세포를 입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상 골수의 조 모세포로부터 분화

를 마친 액세포들까지의 분화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으며, 분화과정에 순차 으로 발 되는 표지자들

에 한 확실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고형 장기의 경우 발생과 분화과정에 한 확고한 분

자생물학  규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재까지 종양 기세포의 규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형종양은 

유방암으로 Al-Hajj 등은 AML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통해 Lin-CD44+CD24-/Low 표지자를 발 하는 유방암

세포들은 200개의 세포만을 NOD-SCID 마우스에 주입하여도 종양을 형성하 으나, 나머지 세포들은 5×106

개의 세포를 주입하여도 종양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Lin-CD44+CD24-/Low 세포를 유방암의 종

양 기세포라고 보고하 다.6 이후 뇌종양을 통한 연구에서는 CD133+ 종양세포가 뇌종양의 기세포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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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Cell surface phenotype of CSCs identified in human cancers

Tumor type CSC phenotype

Breat CD44+CD24-/Low

Brain CD133+

Multiple myeloma CD138-

Melanoma CD20+

Prostate CD44+α2β1+CD133+

HNSCC CD44+

Colon CD133+

CD44+EpCam+CD166+

Pancreas CD44+EpCam+CD24-

증되었고, 최근 췌장암에서는 CD44+EpCam+CD24+세포가 종양 기세포로 보고되었다(Table 1).7-16 그러나, 
AML 연구와는 달리 Lin-CD44+CD24-/Low 세포들이 정상 유방 조직 내에서 기세포 는 multipotent progenitor 
세포인지에 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즉, 부분의 고형 종양의 종양 기세포로 간주되는 세

포들은 stemness를 가지고 있는 ‘cancer stem cell-like cell’이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Sphere 형성능력을 이용한 종양 기세포의 분리는 뇌종양에서 처음 성과를 얻었는데, 이는 정상 뇌신경

계의 발생과정에서 신경 기세포의 분리를 해 사용되던 방법을 뇌종양세포에 응용한 것이다. 즉, 세포를 

배양용기에 부착시킨 상태에서 배양하는 통상의 배양법과는 달리 sphere 배양을 해서는 세포를 부유상태에

서 배양하게 된다. Singh SK 등은 의 배양 방법을 통해 CD133+인 뇌종양세포만이 sphere를 형성할 수 있

으며, 분리된 세포들을 NOD-SCID 마우스에 이식하여 실제 뇌종양의 형태를 재 하 다.8

Ⅲ. 종양 줄기세포의 분자생물학적 특징 규명

종양 기세포 존재의 확인과 분리는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그 출발선에 불과하다. 즉, 종양

기세포를 환자 치료에 용하기 해서는 종양 기세포의 고유한 분자생물학  특성 규명을 통해 선택

으로 이들만을 사멸시킬 수 있는 궁극 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재까지의 연구들은 다양한 악

성 종양의 기세포를 분리하는 것에 부분 집 되어 있지만, 최근 분리된 종양 기세포의 분자생물학 특

징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치료에 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시

도되고 있는데, 첫째 정상세포 는 정상 기세포와 종양 기세포간의 유 자 발 의 차이를 DNA, 는 

단백질 microarray기법 등을 통해 규모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종양 기세포의 가장 요한 특

징인 self- renewal에 계되는 세포신호 달체계에 한 규명 연구와 마지막으로 종양 기세포를 둘러싼 미

세환경-‘niche’에 한 연구이다.

1. Global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Cancer Stem Cell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종양 기세포와 정상 조직세포 는 정상 조직의 기세포간의 유 자 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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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microarray 등의 규모 연구 기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형종양  유방암에서 가장 먼  시도되었는데, Liu R 등은 유방암 기세포와 암세포간의 유 자 발

을 비교 분석하여 종양 기세포에서 특징 으로 발 의 차이를 보이는 186개의 유 자를 확인하 으며, 이들

은 invasive gene signature (IGS)로 명명하 다.17 특히 IGS발 은 유방암 뿐만 아니라, 뇌수종, 립선암 환자들

의 상으로 분석하 을 때도 불량한 후와 유의한 상 성을 나타내었다. 한 Shipitsin 등은 이와 유사한 

연구를 통해 유방암 기세포에서는 TGF-β 신호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억제함으로써 종양세포들의 

분화를 억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18

2. 종양 줄기세포의 세포신호전달체계의 특징 규명

종양 기세포는 술한 바 로 정상 기세포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실험 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즉, 정상 기세포의 자기복제와 분화에 계되는 것으로 알려진 Hedgehog, Wnt, BMP, BMI, 
Notch, PTEN  Hox 신호체계가 종양 기세포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정상 기

세포와 마찬가지로 종양 기세포도 약물이나, 독소에 한 항성이 강하다는 이다.
우선 기세포 분화와 계된 신호체계와 련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두경부 편평상피세

포암의 기세포에서는 BMI-1이 선택 으로 과발 되고 있으며, 췌장암은 Sonic Hedgehog이 과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1 Wnt신호는 CML의 종양 기세포의 자기 복제능을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

을 하며, BMP4는 뇌종양의 기세포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25 이처럼 종

양 기세포에서 특징 으로 활성화된 신호체계를 규명하는 것은 이를 환자 치료를 한 훌륭한 표 으로 사

용될 수 있다.
약물 는 독소에 한 종양 기세포의 항성은 약물을 세포외로 배출시키는 펌 의 발 이 왕성하고, 

방사선 등에 의한 DNA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 그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양 

기세포는 주변의 암세포들과는 달리 부분 증식이나 분화를 하지 않는 휴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 빠

르게 분열, 분화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항성을 보인다는 것이다.26

3. 종양 줄기세포 Niche의 규명

고형종양은 종양세포와 이를 둘러싼 기질세포(stromal cell)  상피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세포들간의 기능 , 구조  연결을 통해 악성 종양으로써의 특징을 획득, 유지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양 기세포가 종양조직내에서 장기간 사멸되지 않고, 기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종양 기세

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미세 환경이 역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최근 

일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 우선 Prince 등은 종양 기세포군은 특징 으로 종양내 기질세포와 연

해서 치하고 있음을 물리 으로 확인하 다.10 한 Sneddon 등은 편평상피세포암(SCC) 조직에서 획득한 

SCC-derived stromal cell과 정상 피부에서 얻은 non SCC-derived stromal cell의 유 자 발 차이를 분석하여 종

양 주변의 기질세포에서 특징 으로 과발 된 두 가지 BMP 길항물질(gremlin 1, Follistatin) 유 자를 확인하

다.25 이  gremlin1은 SCC세포에서 과발 하는 BMP4를 억제함으로써 종양세포의 분화를 억제함을 확인

하 다. 뿐만 아니라 뇌종양 기세포를 통한 연구에서는 종양 기세포의 증식  특성 유지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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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세포가 요한 역할을 하며, 신생 생성억제제를 처리함으로써 종양 기세포군을 감소시킬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27 그러므로, 종양 기세포를 이해하기 해서는 종양 기세포와 더불어 종양 기세포를 둘

러싼 미세환경-‘niche’에 한 이해와 규명을 한 연구가 필수 이라 하겠다.

Ⅳ. 결   론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소한 ‘종양 기세포’는 아니더라도 ‘stemness’를 가진 multipotent ‘cancer stem 
cell-like cell’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양 기세포 연구는 아직까지 기단

계 수 에 불과하며,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재까지 종양 기세포와 련된 몇 가지 논란

거리들은 종양 기세포 연구에 있어 매우 요한 숙제들이다. 일례를 들면, 종양 기세포를 규명하기 한 

NOD-SCID xenograft 모델 연구가 실제 종양이 발생하는 상황을 변할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이 있다. 한, 
종양 기세포 모델은 기존의 종양세포의 유  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을 부정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

다. 향후 이러한 의문 들을 해결하는 숙제가 남았지만, 종양 기세포와 이를 둘러싼 niche에 한 연구는 

고성능의 항암제 개발을 포함한 악성 종양의 치료와 정복이라는 인류의 숙원을 풀어  요한 열쇠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참  고  문  헌

1. Bjerkvig R, Tysnes BB, Aboody KS, et al. The origin of the cancer stem cell: Current controversies and new 
insights. Nat Rev Cancer 2005;5:899-904.

2. Clarke MF, Dick JE, Dirks PB, et al. Cancer stem cells - perspectives 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AACR workshop on cancer stemcells. Cancer Res 2006;66:9339-44.

3. Bonnet D, Dick JE. Human acute myeloid leukemia is organized as a hierarchy that originates from a primitive 
hematopoietic cell. Nat Med 1997;3:730-7.

4. Blair A, Hogge DE, Ailles LE, et al. Lack of expression of Thy-1 (CD90) on acute myeloid leukemia cells with 
long-term proliferative ability in vitro and in vivo. Blood 1997;89:3104-12.

5. Miyamoto T, Weissman IL, Akashi K. AML1/ETO-expressing nonleukemic stem cells in acute myelogenous 
leukemia with 8;21 chromosomal translocation. Proc Natl Acad Sci USA 2000;97:7521-6.

6. Al-Hajj M, Wicha MS, Benito-Hernandez A, et al. Prospective identification of tumorigenic breast cancer cells. 
Proc Natl Acad Sci USA 2003;100:3983-8.

7. Hope KJ, Jin L, Dick JE. Acute myeloid leukemia originates from a hierarchy of leukemic stem cell classes that 
differ in selfrenewal capacity. Nat Immunol 2004;5:738-43.

8. Singh SK, Hawkins C, Clarke ID, et al. Identification of human brain tumour initiating cells. Nature 2004;432: 
396-401.

9. Matsui W, Huff CA, Wang Q, et al. Characterization of clonogenic multiple myeloma cells. Blood 2004;103: 
2332-6.



방승민: 종양 줄기세포

12

대한소화기항암학회

10. Prince ME, Sivanandan R, Kaczorowski A, et al. Identification of a subpopulation of cells with cancer stem cell 
properties in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Proc Natl Acad Sci USA 2007;104:973-8.

11. Li C, Heidt DG, Dalerba P, et al. Identification of pancreatic cancer stem cells. Cancer Res 2007;67:1030-7.
12. Dalerba P, Dylla SJ, Park IK, et al. Phenotypic characterization of human colorectal cancer stem cells. Proc Natl 

Acad Sci USA 2007;104:10158-63.
13. O' Brien CA, Pollett A, Gallinger S, et al. A human colon cancer cell capable of initiating tumour growth in 

immunodeficient mice. Nature 2007;445:106-10.
14. Reynolds BA, Weiss S. Clonal and population analyses demonstrate that an EGF-responsive mammalian embryonic 

CNS precursor is a stem cell. Dev Biol 1996;175:1-13.
15. Fang D, Nguyen TK, Leishear K, et al. A tumorigenic subpopulation with stem cell properties in melanomas. 

Cancer Res 2005;65:9328-37.
16. Collins AT, Berry PA, Hyde C, et al. Prospective identification of tumorigenic prostate cancer stem cells. Can- 

cer Res 2005;65:10946-51.
17. Liu R, Wang X, Chen GY, et al. The prognostic role of a gene signature from tumorigenic breast-cancer cells. 

N Engl J Med 2007;356:217-26.
18. Shipitsin M, Campbell LL, Argani P, et al. Molecular definition of breast tumor heterogeneity. Cancer Cell 2007; 

11:259-273.
19. Molofsky AV, Pardal R, Iwashita T, et al. Bmi-1 dependence distinguishes neural stem cell self-renewal from 

progenitor proliferation. Nature 2003;425:962-7.
20. Park IK, Qian D, Kiel M, et al. Bmi-1 is required for maintenance of adult self-renewing haematopoietic stem 

cells. Nature 2003;423:302-5.
21. Kasper M, Regl G, Frischauf AM, et al. GLI transcription factors: Mediators of oncogenic Hedgehog signalling. 

Eur J Cancer 2006;42:437-45.
22. Reguart N, He B, Taron M, et al. The role of Wnt signaling in cancer and stem cells. Future Oncol 2005;1: 

787-97.
23. Reya T, Duncan AW, Ailles L, et al. A role for Wnt signalling in selfrenewal of haematopoietic stem cells. Nature 

2003;423:409-14.
24. Ye L, Lewis-Russell JM, Kyanaston HG, et al. Bone morphogenetic proteins and their receptor signaling in 

prostate cancer. Histol Histopathol 2007;22:1129-47.
25. Sneddon JB, Zhen HH, Montgomery K, et al. Bone morphogenetic protein antagonist gremlin 1 is widely expre- 

ssed by cancer-associated stromal cells and can promote tumor cell proliferation. Proc Natl Acad Sci USA 2006; 
103:14842-7.

26. Dean M, Fojo T, Bates S. Tumour stem cells and drug resistance. Nat Rev Cancer 2005;5:275-84.
27. Calabrese C, Poppleton H, Kocak M, et al. A perivascular niche for brain tumor stem cells. Cancer Cell 2007;11: 

6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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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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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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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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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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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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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