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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Therapy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소화기내과

김         진

I. 서   론

항암치료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방사선 치료는 암 이 외의 정상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 성, 아 성  지연(만성) 합병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성 합병증은 통상 방사선 치료 종료 1-2주 이내에 해소되는 것으로서, 비교  흔하나 그리 심하지 않은 

임상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성 합병증은 막이나 피부와 같이 세포의 분열  체가 빠른 부 에 

한 방사선 치료에서 호발하며, 그 기 은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radiation-induced cell death)에 의한다. 막

염(mucositis)에 의한 여러 증상이 표 이다. 오심(nausea)과 피로감(fatigue)도 흔히 나타나는 성 부작용

인데, 그 기 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cytokine의 분비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 성 합병증은 

방사선 치료 종료 후 2주 내지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방사선 폐렴  방사선 유발 간질환

(radiation-induced liver disease)이 표 이다. 지연(late) 합병증은 통상 방사선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섬유화(fibrosis), 착, 장폐쇄, 궤양, 공(fistula) 형성, 이차 암(secondary cancer) 발생 등

이 있다.1 다른 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화기암에 한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도 개는 인  장  부

에서 발생하므로, 본 원고에서는 소화기암의 방사선 치료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발생 부 에 따

른 치료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방사선치료 유발성 오심, 구토(Radi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RINV)

방사선 치료에 의한 오심과 구토는 항암화학요법 시 보다는 심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 임상에 

있어서 요한 문제로서, 환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다. RINV의 병태생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마도 항암화학요법 시의 오심, 구토와 기 이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반 인 방사선 치료에서 

오심, 구토의 발 율은 30-40% 가량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상복부에 한 방사선 치료 시 그 발 율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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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로 비교  높은 경향을 보인다.2

RIND의 방과 치료에 5-HT3 수용체 길항제가 효과 임이 여러 연구에서 주장되었다. 부분의 연구에

서 상복부 방사선 치료의 경우 5-HT3 수용체 길항제는 metoclopramide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신피질호르몬(corticosteroid)도 약에 비해 유의한 구토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 졌으며,3 5-HT3 

수용체 길항제와 함께 투여할 때 항구토 효과가 더 증 되고, 5-HT3 수용체 길항제 단독 투여시보다 항구

토 효과의 지속시간이 길어진다는 연구가 있다.4 

2. 식도

방사선 치료에 합병되는 성 식도염은 개 기  상피층(basal epighelial layer)의 손상에 의하며, 조직학

으로는 세포 공포화(vacuolization)를 거쳐 상피층이 얇아 지다가 탈락(denudation)하게 된다. 성 손상에

서 회복된지 수 개월 내지 수 년 후에 착, 궤양, 공 등의 지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식도근층(muscle layer)의 염증  반흔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식도 주변의 결체조

직도 심한 섬유화를 보일 수 있다. 지연 합병증이 나타나는 시기의 간값은 략 6개월 가량 후이다.5 한
편 식도 길이의 1/3 가량에 방사선 조사를 받을 경우 5년 이내에 5%에서 합병증을 보이는 방사선 용량(TD5/ 
5)은 60 Gy로 알려져 있다.6 

방사선에 의한 성 식도염의 치료는 증 이다. 약물치료로는, 국소 마취제(viscous lidocaine), 진통제

(anti-inflammatory agent, narcotics), 산분비억제제(PPI, H2-blocker)  운동 진제(metoclopramide) 등을 사

용할 수 있으며, 식이 요법으로는 비자극성의 식사를 소량씩 자주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뜨겁거나 찬 음식

을 피하며, 흡연, 음주, 커피, 신 음식, 고지방식사, 크래커 등은 피하는 것이 추천된다. 심한 경우에는 경  

양공 (tube feeding)을 고려한다. 일종의 free radical scavenger 인 amifostine의 방사선 손상 방 효과에 

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식도염에 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만한 단계는 아니다.
지연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식도 착은 개 내시경  확장술로 치료한다. 비교  반응이 좋으나, 때로는 

여러 차례 반복 치료가 필요하다. 역류  재 착을 이기 해 확장술과 함께 산분비 억제제  proki- 
netic agent를 병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식도 확장술은 식도 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도 확장술에 반응이 없거나, 식도 천공 는 공 형성 등의 방사선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위

의 방사선 합병증은 식도암, 암, 췌장암 등에 한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개 방사선 

치료 개시 1주일 이내에 나타난다. 병리학 으로는 부종, 출 , 삼출, 세포괴사 등을 보이며, 개 방사선 

치료 종료 3주 가량 후에 조직학  회복이 된다. 
의 성 방사선 손상 시 나타나는 증상은 오심, 구토, 속쓰림, 식욕부진, 복통, 신쇠약 등이며, 항암

치료가 병행되었을 경우 더 흔히 나타난다. 방사선과 련한 오심, 구토는 치료 개시 24시간 이내에 나타

날 수 있으며, 상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반 가량에서 치료개시 2-3주 이내에 오심 는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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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난다.7 체 에 방사선 조사를 할 경우 TD5/5은 50 Gy이며, 이  복부 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지연 합병증의 험도가 더 높다.8 방사선 치료의 지연 합병증은 막의 축을 수반하는 만성 염의 

형태로 올 수 있고, 속쓰림 증상만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평균 5개월 이후에 지연 궤양

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손상에 의한 성 증상에 한 치료로는 일반 인 항구토제(5-HT3 antagonists, pnhenothiazines, meto- 

clopramide, glucocorticoids, benzodiazepines, antihistamines, ahticholinergics)를 투여하며, 방사선 치료  가벼운 

식사를 하도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로톤 펌  억제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동통에 해서는 진통제를 

투여한다. 
의 지연 합병증에 한 치료 역시 제산제, H2-수용체 차단제, 로톤 펌  억제제, sucralfate 등이 이용

되며, 이들 약제는 지연 궤양을 막기 해 장기간 투여 될 수도 있다. 드물게는 심한 출 , 궤양,  출구 

폐쇄, 공 형성, 천공 등으로 내시경  는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4. 소장

소장의 손상, 즉 방사선 장염(radiation enteritis)은 암, 췌장암, 직장암, 항문암  부인과 암에 한 방사

선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다. 장 막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선와(crypt) 내의 기세포(clonogenic intestinal stem 
cells)에 손상을 주게 되며, 그 결과 융모 단축(shortened villi), 막 탈락(denudation), 흡수면  감소, 염증  

부종, 궤양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 방사선 장염 환자는 설사, 복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신 쇄약 등

의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성 합병증은 치료 종료 후 2-6주가 경과하면 개 가라앉게 된다.9 방사선 치료

와 연 된 소장의 지연 합병증은 개 치료후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데, 소동맥 벽의 비후  거품세포(foam 
cell) 침윤 등으로 소동맥의 폐쇄성 변화가 나타나고, 막하층의 콜라겐 침착  섬유화가 나타나 소장 벽의 

비후  허 이 래된다. 병증(vasculopathy)이 심해지면 막에 궤양  괴사가 나타나고, 심하면 천공

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궤양이 호 되더라도, 섬유화로 인한 착  장폐쇄가 따를 수 있고, 그 상부 장

의 확장을 보일 수 있다. 장  내 정체로 인해 장내 세균의 과증식으로 인한 임상 소견을 보일 수도 있다. 
만성 방사선 장염은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 이 될 수 있으며, 설사, 흡수장애, 만성 양실조, 빈 , 출 성 

궤양, 복통  복부 팽만 등의 임상상을 보인다.10 방사선 치료 후 소장 합병증의 발생률을 높이는 유발 인

자로는 여성, 고령, 마른 체형, 골반 염증성 질환(pelvic inflammatory disease)이나 자궁내막증식증의 병력, 
복부 수술의 과거력, 교원성 질환(collagen vascular disease), 염증성 장질환, 항암약물 치료의 병행 등이 있

으며, 방사선 치료의 방법  치료 범 의 향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방사선 장염의 증상은 개 로 호 되는데,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에 해 증  치료를 한

다. 설사에 해서는 loperamide 등의 일반  항설사제를 투여하되, 담즙산 흡수장애로 인한 설사에는 cho- 
lestyramine을 투여하며, 통상의 설사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octreotide의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만성 방사선 장염의 치료는 쉽지 않으며, 가능한 한 보존  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완  장폐쇄, 
천공, 공, 조 되지 않는 출  등의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고압 산소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이 만성 방사선 장염의 증상 완화에 양호한 효과를 보 다는 보고가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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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장 및 직장

장  직장의 성  지연성 방사선 합병증의 발생 기 은 소장에서와 거의 같다. 방사선 치료에 의

한 성 직장 장염의 증상은 설사, 복통, 후 증(tenesmus), 변 실 , 액성 는 성 분비물 등이다. 이
러한 성 증상은 치료 개시 2-3주에 시작되며, 개 치료 종료 후 수 주에서 3개월 이내에 해소된다. 지
연성 합병증은 폐쇄성 동맥염  이에 따른 허 로 인한 막 축  섬유화의 진행에 기인하는데, 그 증

상은 성 직장 장염과 비슷하며, 첫 증상은 개 방사선 치료 후 9-14개월에 나타나지만 길게는 30년 후

까지 나타날 수 있다.12 장은 소장에 비해 방사선에 덜 민감하여, 80 Gy 미만의 방사선 조사 후에 심각한 

직장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5%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할 경우 합병증의 험

도가 증가하며, 직장의 경우는 소장과는 달리 과거 복부골반부 수술 병력이 있더라고 방사선 합병증의 빈

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직장 장 합병증의 치료는 증 으로서, 필요 시 loperamide나 diphenoxylate 등의 장운동억제제(anti- 

motility agent)를 투여하며, 직장항문부 염증에 하여 부신피질호르몬 함유 좌약(glucocorticoid-containing 
suppository)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사선 치료 기간 에는 내시경 검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방사선 치료의 지연성 직장 장 합병증에 한 치료는 아직 규모 조군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확정 이지 못하다. 환자의 증상  임상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직장의 유연성(compliance) 하로 인한 설사나, 직장항문의 착이 있는 경우에는 변완하제(stool softe- 

ner)가 도움이 된다. 
논란이 있기는 하나, 궤양성 병변의 경우 sucralfate enema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출 을 수반한 

만성 방사선 직장 장염 환자 26명을 상으로한 한 연구에서 10% sucralfate 용액 20 ml을 1일 2회 장하

을 때 4주 후 76.9%에서, 16주 후 92.3%에서 양호한 반응을 보 다는 보고가 있다.13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방사선 직장염에서 고압산소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이 뚜렷한 

호 을 가져왔다는 조군 연구가 있다.14 이 연구에서 120명의 환자를 상으로 평가한 결과 고압산소요

법을 받은 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상 호 을 보 다(89% vs 63%). 그러나 이 연구는 탈락률(dropout)
이 비교  높고, 맹검법이 제 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 이 있다.

단쇄지방산(short-chain fatty acid) 장이 diversion colitis에서 효과가 있었다는데 착안하여 이를 이용한 

약 조군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15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조직과 하면 응고성 괴사(coagulative necrosis)를 일으키는데, 이에 근

거하여 출 성 방사선 직장염의 치료에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하고자 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한 

연구에서는 20명의 환자에게 5% 포르말린 용액 20 ml을 S상 결장경을 통해 주입하 을 때 65%에서 1회 

치료로 지  효과가 있었으며, 추가로 20%가 2회 치료에 반응을 보 다.16 
비타민 A의 치료 효과도 보고되었는데, 18명의 환자를 상으로한 약- 조군 연구에서 retinol palmi- 

nate를 경구 복용한 군에서 방사선 직장염의 증상 호 율이 높았으며, 증상이 지속되던 약군  5명이 교

차투여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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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출 을 수반한 병변에 해 내시경 으로 아르곤 라즈마 응고술을 시행하여 비교  양호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다수 있다.

III. 결   론 

소화기암의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소화기계 합병증은 요한 임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상 조직의 

손상이라는 뿐 만이 아니라, 이와 련한 방사선 투여 용량의 제한은 암 치료 자체에 제한 요인이 될 수

도 있으므로, 이를 효과 으로 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근래 방사선 치료장비의 기술  발 으로 과거에 비해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이 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병행하여 내과  방  치료법의 개발이 실하다 하겠다.  

　
　REFERENCES

　
 1. Lawrence TS, Ten Haken RK, Giaccia A. Principles of Radiation Oncology. In: DeVita VT, et al. Ed. Cancer, 8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8;p331-332.
 2. Feyer PC, Maranzano E, Molassiotis A, et al. Radi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RINV): MASCC/ESMO 

guideline for antiemetics in radiotherapy: update 2009.
 3. Kirkbride P, Bezjak A, Pater J, et al. Dexamethasone for the prophylaxis of radiation-induced emesis: a National 

Center Institute of Canada Clinical Trials Group phase III study. J Clin Oncol 2000;18(9):1960-1966.
 4. National Cancer Institute of Canada Clinical Trials Group (SC19). 5-hydroxytryptamine-3 receptor antagonist with or 

without short-course dexamethasone in the prophylaxis of radiation induced emesis: a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tri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of Canada Clinical Trials Group (SC19). J Clin Oncol 2006;24(21):3458-3464.

 5. Coia LR, Myerson RJ, Tepper JE. Late effects of radiation therapy on the gastrointestinal tract.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1995;31(5):1213-1236.

 6. Emami B, Lyman J, Brown A, et al. Tolerance of normal tissue to therapeutic irradiation.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1991;21(1):109-122.

 7. Henriksson R, Lewin F, Wagenius G, et al. Aspects on reducing gastrointestinal adverse effects associated with 
radiotherapy. Acta Oncol 1999;38(2):159-164.

 8. Cosset JM, Henry-Amar M, Burgers JM, et al. Late radiation injuries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in the H2 and H5 
EORTC Hodgkin’s disease trials: emphasis on the role of exploratory laparotomy and fractionation. Radiother Oncol 
1988;13(1):61-68.

 9. Hauer-Jensen M. Late radiation injury of the small intestine. Clinical, pathophysiologic and radiobiologic aspects. A 
review. Acta Oncol 1990;29(4):401-15.

10. Sher ME, Bauer J. Radiation-induced enteropathy. Am J Gastroenterol 1990;85(2):121-128. 
11. Marshall GT, Thirlby RC, Bredfeldt JE, et al.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radiation injury with hyperbaric oxygen. 

Undersea Hyperb Med 2007;34:35-42.
12. Gilinsky NH, Burns DG, Barbezat GO, et al. The natural history of radiation-induced proctosigmoiditis: an analysis 

of 88 patients. Q J Med 1983;52(205):40-53) (Lucarotti ME, Mountford RA, Bartolo DC. Surgical management of 



Radiation Therapy

104

대한소화기항암학회

intestinal radiation injury. Dis Colon Rectum 1991;34(10):865-869.
13. Kochhar R, Sriram PV, Sharma SC, et al. Natural history of late radiation proctosigmoiditis treated with topical 

sucralfate suspension. Dig Dis Sci 1999;44(5):973-978.
14. Clarke R, Tenorio L, Husse J, et al. Hyperbaric oxygen treatment for chronic refractory radiation proctitis: A rando- 

mized and controlled double blind cross-over trial with long-term follow-up.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2008;72 
(1):134-143.

15. Talley NA, Chen F, King D, et al. Short-chain fatty acids in the treatment of radiation proctitis: a randomized, dou- 
ble-blind, placebo-controlled, cross-over pilot trial. Dis Colon Rectum 1997;40(9):1046-1050.

16. Cullen SN, Frenz M, Mee A. Treatment of haemorrhagic radiation-induced proctopathy using small volume topical 
formalin instillation. Aliment Pharmacol Ther 2006;23(11):1575-1579.

17. Ehrenpreis ED, Jani A, Levitsky J, et al. A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of retinol 
palmitate (vitamin A) for symptomatic chronic radiation proctopathy. Dis Colon Rectum 2005;48(1):1-8.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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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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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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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