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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에서는 주요섭의 1920년대 소설 <인력거꾼>과 <살인>을 텍스트로 하여, 작

품에 나타난 중국사회와 중국 하층민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보고, 동일 제재 

중국 문학작품과의 간략한 비교 검토와 아울러 주요섭 소설의 문학적 성취를 가늠

해보았다. 주요섭은 1920년대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했고, <인력거꾼>과 <살인>은 

이 시기에 발표한 소설이다. 주요섭은 이 작품들 속에서 ‘하류 인생’을 그려냈지만, 

유사한 제재를 다룬 중국 작가들의 작품들과 비교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는 결코 

등장인물을 비참한 존재로 묘사하는데서만 그쳤던 것은 아니다. 주요섭은 인력거꾼 

아찡을 냉정하고 위선적인 서양인들과의 대비적 차원에서 그렸고, 창녀 우뽀를 비

인간적이고 착취적인 기성 질서에 격렬히 반항하는 인물로 형상화해내었다. 이 점

은 동일 제재의 소설을 쓴 중국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요섭 만의 

문학적 성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매춘부를 그린 문학작품은 매우 많지

만, 비참한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것으로 작품을 맺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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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인데 반해, <살인>에서는 비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주를 ‘죽인다’고 하

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뚱뚱할미는 우뽀를 둘러싼 착취구조를 상징하고 있으며, 

‘사랑’이 계기가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된 우뽀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착취적 

관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요섭의 <인력거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위상에 

관한 것인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주요

섭이 이 작품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하

다. 주요섭의 상하이제재 소설의 특징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디테일의 충실

성’을 들 수 있다. 이 두 편의 작품은 인력거꾼과 창녀의 시선으로 1920년대 상하

이의 모습을 아주 잘 재현하고 있는데, 길 이름이나 건물, 제도나 관습, 도시 풍경

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 그 면에서는 그의 작품들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또 한편의 

올드상하이 풍경화라 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주요섭의 1920년대 소설 <인력거꾼>과 <살인>을 텍스트로 하여, 작

품에 나타난 중국사회와 중국 하층민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보고, 동일 제재 

중국 문학작품과의 간략한 비교 검토와 아울러 주요섭 소설의 문학적 성취를 가늠

해보도록 한다. 

20세기 초 한국인에게 있어 상하이는 어떤 공간으로 받아들여졌을까. 인종, 국

가, 언어, 그리고 사상적으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상하이

였다. 상하이의 이주민은 인종적으로도 다양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주해온 원인

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1945년 이전 상하이에 있던 외국인은 크게 다섯 가지 부류

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구미의 서양인, 일본인, 러시

아인, 유태인, 그리고 한인이었다. 서양인과 일본인은 상하이에서의 특수 이익을 위

해서 왔으며, 유태인은 파시스트의 박해 때문에 상하이로 왔다. 러시아인은 주로 

제정 러시아의 귀족이었고, 그들은 러시아혁명을 피해 상하이로 망명했지만 귀국을 

위한 정치활동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1)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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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원인도 같지 않았으니, 이주집단 간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었다.

한국인의 상하이 이주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과 접한 관련이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전 상하이에 체류하던 한인은 50여 명이었고 1919년 3.1운동

을 계기로 상하이로 이주해오는 한인의 수는 점점 늘기 시작했다. 1919년 4월 13

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진 후 이주한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

어, 1919년 말 경 상하이에 있던 한인은 109세대였으며, 남자가 362명 여자가 

326명으로 합계 688명이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의 ‘홍커우(虹口) 의

거’가 있은 후 일제가 홍커우 지역 내 한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상하이를 떠났고 그 주변의 한인들이 대거 상하이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1931년 856명에서 1932년 1, 352명으로 

오히려 대폭 증가되었다.2) 

1902년 평양에서 태어난 주요섭은 1918년 평양의 숭실중학 재학 중 형 주요한

이 있는 일본 도쿄로 건너가 아오야마(靑山)학원 중학부에 편입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해 평양에서 김동인 등과 함께 등사판 지하신문을 만들며 만

세운동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른 후 1921년에는 중국 상하이 후쟝(滬

江)대학 중학부에 입학했고, 23년에는 후쟝대학에 진학했다. <인력거꾼>과 <살인>

은 이 시기에 발표한 소설이다. 당시의 상황을 회상한 주요섭의 글을 잠깐 보도록 

하자. 

그 뒤 중국 상해로 가서 그곳 중학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동화로 

써서 국내 어떤 잡지에 투고했더니 덱걱 게재되는 영광을 얻었다. 상해에서 늘 타

고 다니는 인력거를 끄는 인력거꾼들의 비참한 생활에 동정과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서 ｢인력거군｣이라는 단편소설을 써서 ｢개벽｣지에 투고했더니 실어주었고 그 

당시 비평가들의 좋은 평도 받았다.3) 

1927년에는 도미하여 스탠퍼드 대학 대학원에 진학한다. 31년에는 동아일보사

 1)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 1910-1945》, 한울아카데미, 2001, 40-44쪽.

 2) 손과지, 앞의 책, 58쪽.

 3) 주요섭, <나의 문학편력기>, 《신태양》, 1959.6,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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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사하여 《신동아》 주간을 지냈으며, 34년에는 베이징 푸런(輔仁)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여 43년까지 재직한다. 이 시기에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아네모네의 마

담> 등의 작품을 썼다. 광복 후 월남하여 신문사에 근무했고, 6.25 후에는 경희대

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계속해서 문필활동을 했으며, 1972년에 사망했다. 

Ⅱ.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작가 주요섭의 반  
이미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엄마와 사랑채에 있는 ‘아저씨’ 사이에 생겨나는 야릇한 

감정을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그려낸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는 독특한 소설이

다. ‘여섯살 난 처녀애’의 눈에 비친 세상을 그 앳된 목소리를 통해 들으면서, 독자

는 ‘서술되는 것의 너머’를 상상한다. 이른바 ‘믿을 수 없는 서술자(unliable 

narrator)’4)를 통해 독자의 상상을 자극하는 이 소설은 적어도 독특한 ‘서술자’의 

활용이라는 면에서는 한국문학 내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다.

1961년 신상옥감독에 의해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영화화5)된 후 

여러 차례 TV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코미디프로 등에서 패러디되기도 하면서 워낙 

널리 알려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소설가 주요섭을 거론하면 바로 <사랑손님과 어머

니>라는 작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필자는 <인력거꾼>(1925), <살

인>(1925), <개밥>(1927) 등 1920년대에 씌어진 주요섭의 초기작들을 읽어보고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 바 있다. 이른바 ‘신경향’으로 평가받기도 했

던 20년대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그 시대의 차별과 착취에 대한 날선 비판의식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파스텔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던 

것이다. 

필자가 본 장의 제목에서 ‘반전(反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시간의 

진행에 따른 작가의 작품 변화라는 면에서 보자면 ‘반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4) unreliable narrator에 대한 진일보한 설명은 S.채트먼, 한용환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15, 265-277쪽 내용을 참조.

 5)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는 같은 제목으로 1978년 조문진 감독에 의해서도 영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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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반전’이라 함은 순전히 주요섭의 독자입장에서의 ‘반전’이며, 이는 주요

섭의 창작 진행방향과는 역방향에서 말한 바의 ‘반전’인 것이다. 필자뿐 아니라 <사

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입구를 통해 주요섭 작품세계에 진입해서 1920년대의 이른 

바 ‘신경향파’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공히 반전적 요소를 경험했을 법하다. 그렇

다면 이러한 ‘반전’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

최근에는 기존의 주요섭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단편적이었음을 지적하는 글들

도 나오고 있다. 2012년 3월 21일자 《동아일보》에는 <올해 40주기 … 잊혀져 가

는 작가 주요섭>이라는 제목 하에, “올해 40주기를 맞는 소설가 주요섭은 일제강점

기에 사회비판적 소설을 다수 남겼지만 대표작 <사랑손님과 어머니> 때문에 연애소

설가로 잘못 알려져 있다” 는 논지의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위 기사에 인용된 이승

하의 언급에 따르면, “주요섭은 생시에나 사후에나 문단의 외곽지대에 있었다. 문제

성을 지닌 작가가 아닌, 소녀 화자의 연애소설을 쓴 작가로 간주되어 평가 절하되

거나 무시돼왔다.” “한국 근현대문학의 주요 작가들 가운데 가장 잘못 이해되고 저

평가된 대표적인 작가가 주요섭일 것”이라고 한다. 

또, 최학송의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2009)에 의하면, 주요섭은 1920년

부터 1927년까지 상하이에 체류했는데, 당시 흥사단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 단체

에도 가입한 바 있다. 당시 그가 흥사단에서 했던 강연을 보면, <습관>(1922), <마

르크스와 우리>(1924), <민족개조는 가능한가>(1925),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1925) 등이 있는데, 대략 제목만 일별해보아도 당시 그의 현실참여적인 일면을 

볼 수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

던 그의 형 주요한(1901~1979)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1925년 5.30>이

라는 글을 쓴 바 있는데, 이는 1925년 상하이에서 발생한 노동운동인 5.30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쓴 후기이다. 

5.30운동에 대한 회고는 주요섭의 <내가 배운 호강대학>이라는 글에도 나와 있

다. 1925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회 극동선수권대회6)에 ‘중국대표’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상하이로 돌아온 그는 막상 부두에 도착하자 삼엄한 

 6) 대회는 1925.5.16.~5.23에 개최되었고, 일본, 필리핀, 중국(중화민국)의 세 나라만 

참가했다. 위 글에는 “극동 올림픽대회”라 표기되어 있으나, 대회의 정식 명칭은 “극동

선수권대회”였고, 제 1회대회만 동양올림픽경기대회(Oriental Olympics)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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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의 분위기에 놀라고 마는데, 이미 유혈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었다. 당시의 상

황을 묘사한 대목을 잠시 보기로 하자. 

日人순경과 英人순경이 발포하여 학생 수십명이 죽고 부상당했다. 학생이 주동

된 排日⋅排英 운동이 봉기되었다. 日人이나 英人이 경영하는 공장 직공은 전부 

동맹파업을 하고 江灣競馬場으로 집합하였다. 남녀 학생들은 소매를 걷어부치고 

주먹밥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국민계몽대를 조직하여 

근방 촌락으로 돌아다니며 <打倒日本帝國主義><打倒英國帝國主義>를 울부짖었

다. 나도 십명단위로 조직된 계몽대의 일원이 되어 빈 사과상자를 들고 인근 촌락

들을 순회했다.7)

5.30사건에 대한 묘사는 주요섭이 1925년 9~11월, 그리고 1927년 2~3월에 

《조선문단》에 발표된 중편소설 <첫사랑 값>8)에도 잘 나와 있다. 비록 5.30사건이 

본고의 직접적 주제가 아님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기술하는 이유는 1920년대 주요

섭의 현실참여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같

은 시기 후쟝대학에서 유학한 후배 피천득(1910~2007)이 <황포탄의 추석> 등 몇 

편의 상하이 시절을 회상한 에세이에서 도시적 외관과 풍경만을 그렸을 뿐 사회 구

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는 거의 반영하지 못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Ⅲ. 소통부재의 도시: <인력거꾼>

<인력거꾼>은 1925년 4월 《개벽》에 발표되었고, 주요섭이 “후쟝대학 2학년 재학 

때 사회학 교수의 지도로 인력거꾼의 합숙소 현지 조사에 나갔다가 너무나 심한 충

격을 받고 썼다9)”는 소설이다. 내용은 상하이의 인력거꾼 아찡이가 유난히도 좋은 

일진에 잔뜩 고무되어 있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끼게 되어 기독교 계열의 무

료진료소를 찾아가지만, 결국 의사는 만나지도 못한 채 죽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7) 주요섭, <내가 배운 호강대학>, 《思潮》, 1958년 11월호.

 8) 주요섭, 장영우편, 《주요섭 중단편선 — 사랑손님과 어머니》, 문학과 지성사, 2012, 

50-152쪽.

 9) 주요섭, <나의 문학적 회고 ―재미있는 이야깃군>, 《문학》, 1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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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거는 19세기 말엽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후, 20세기 초에는 베이징과 

티엔진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했으며, 그 후에는 난징, 상하이, 한커우, 광저우 등으

로 퍼져나가 도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인력거의 유행은 민국시기 특유의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34년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약 6만~8만명, 그

리고 상하이에는 10여 만명의 인력거꾼이 있었다고 한다.10) 

이십세기 전반 중국과 조선에서 인력거꾼은 하층민의 대명사가 되었고, 인력거꾼

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문학작품들이 많이 있다. 인력거꾼이 난데없이 횡재하게 

되어 기뻐하지만 결국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모티브는 현진건의 <운

수좋은 날>과도 매우 유사하다.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은 <인력거꾼>보다 10개월 

앞선 1924년 6월호 《개벽》에 발표되었다.11) 

중국문학의 경우를 보자면, 순위성(孫玉生) 등은 중국현대문학사에 있어 인력거

꾼 서사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5.4시기 문학에서

는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인력거꾼의 고달픈 생활과 바른 성품이 표현되었고, (2)좌

련시기 문학에서는 인성이라는 각도에서 인력거꾼의 운명과 사회와의 관계가 집중

적으로 다루어졌지만 결국 인성의 왜곡과 파멸로 귀결되었으며, (3)항전시기 문학

에서는 인력거꾼의 의식적 각성과 반항이 표현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인력거꾼을 

다룬 작품도 전에 비해 편수 면에서 적어지게 된다.12) 

일반적으로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인력거꾼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말할 때, 루쉰의 

<작은 사건(一件 事)>(1920), 위다푸의 <박전(薄奠)>(1924), 바진의 <어떤 인력

거꾼(一個車夫)>(1934), 라오서의 《루어투어샹쯔》(1936) 등이 주로 많이 언급되

는 작품이다.13)

10) 王印煥, <民國時期的人力車夫分析>, 《近代史研究》 2000年 第3期, 93-195쪽.

11) 현진건과 주요섭은 후쟝대학 선배이기도 한데, 두 작가 간의 관계, 발표시기와 지면, 

그리고 모티브 상의 유사함 등을 실마리로 두 소설 간에 영향관계가 없었는지에 대해 

향후 좀 더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12) 孫玉生, 姜麗梅, <中国现代文学中“人力车夫”母题的生成及演变>, 《名作欣賞》 2012年 

5期.

13) 孫玉生 등이 앞의 글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胡適<人力車夫>(시), 沈

尹默<人力車夫>(시), 孫俍工<隔絶的世界>(단편소설), 歐陽予倩<車夫之歌>(희곡), 周

恩來<死人的享福>(시), 魯迅<一件 事>(단편소설), 郁達夫<薄奠>(단편소설), 卞之琳

<酸梅湯>(시), 臧克家<洋車夫>(시), 茅盾<上海大年夜>(산문), 老 <駱駝祥子>(장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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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친 후 인간적 도리를 다하려 하는 인력거꾼을 손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작은 사건>,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력거꾼의 건강한 삶을 이

웃집 사람의 시각으로 묘사한 <박전>, 그리고 우연히 잡아탄 인력거의 어린 인력거

꾼으로부터 그의 슬픈 가족사를 듣게 되는 손님을 주인공으로 한 <어떤 인력거꾼

(一個車夫)>은 모두 인력거꾼을 ‘대상화’한 작품이다. 이에 반해 《루어투어샹쯔》는 

앞부분과 마지막에만 서술자가 등장하여 샹쯔를 독자에게 소개할 뿐, 거의 대부분 

샹쯔가 주인공이 되어 서사가 전개되어 간다. 

이 점에서는 주요섭의 <인력거꾼>도 마찬가지로, 주인공 아찡이가 인력거를 끌고 

상하이 시내를 돌아다니는대로 서사가 전개될 뿐 관찰자로서의 ‘손님’의 역할은 별

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력거꾼이라는 존재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드러내주

기 위해 아찡이의 사후에 영국인 순사와 의사를 등장시켜 인력거꾼의 평균 수명 등

을 말하도록 하는데, ‘손님의 눈에 비친 인력거꾼’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시야와는 

다른 매우 독특한 미학적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거꾼>은 당시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와 근대적 문물, 그리고 화려한 향락

산업이 들어와 있던 국제도시 상하이의 모습이 하층민의 시각에서 디테일하게 펼쳐

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인력거꾼인 주인공 아찡이 돼지우리 같은 침소에서 일어나 문밖으로 나설 때, 그

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상하이 시가의 이백 만 백성이 하룻밤 동안 싸놓은 배

설물을 실어 내가는 꺼먼 구루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잔돌 깔아 우두럭 투두

럭한 길 위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하는” 모습이었다. 아찡이는 동료 뚱뚱보와 

함께 떡집에 들어가서 아침식사를 하는데, 가게에서 불을 피우는 모습이나 조리하

는 과정에 대한 묘사 등이 매우 상세하다. 

이 선반 바로 뒤에는 사람의 중키만이나 하게 높이 쌓은 우리나라 물독 비슷하

게 생긴 가마가 놓였고, 그 가마 밑 네모난 구멍에 지금 떡 굽는 사람이 풀무를 

갖다 대고 풀떡풀떡하며 가마 안에 불을 활활 피우고 있고, 가마 위 나무 뚜껑 아

래에서는 길죽길죽하게 빚고 한편에 깨알 몇 알씩을 뿌린 쏘빙들이 우구구 하면서 

뜨거운 진흙 가에 모래찜을 하고 있었다. 그것들이 모래찜을 실컷 하여 엉덩이가 

설), 鄭敏<人力車夫>(시), 老 <四世同 >(장편소설). 孫玉生, 앞의 글, 120-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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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무죽죽하게 되면, 그 손톱이 세 치씩이나 자란 떡 굽는 이의 손이 들어와서 하

나씩 하나씩 잡아내다가 앞에 놓인 선반 파리 무리 잔치터에 던져주는 것이었

다.14) 

아찡이와 뚱뚱보는 식사를 마치고 인력거 세놓는 집에 가서 대양(大洋) 은화 오

십전을 내고 인력거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작가가 다년간 중국에서 생

활했던 탓인지 상하이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들어와 있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면 ‘소통 부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소

통 부재’는 언어적 상황으로 표현된다. 아찡이가 기차역으로 가서 피난민 손님을 태

우려 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어데 가시려오? 어데요? 여관에 갈려오?” 젊은이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어릿어릿하다가 겨우 상해 말은 아닌 어떤 사투리로 여관까

지 얼마에 가겠느냐고 물었다. “사마로까지 가면 육십전이오”하고 한 인력거꾼이 

즐거운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젊은이는 다시 우물우물하다가 “이십 전에 가면 가

고 그렇지 않으면 고만두어!”하고 모깃소리만치 중얼거렸다. 인력거꾼 한 서넛이 

펄쩍 뛰면서 한꺼번에 외쳤다. “어디를, 우리 그렇게 에누리 아니 한답니다.” “그자 

촌놈일다. 상해 말도 할 줄 모른다”하고 인력거꾼 하나가 고함을 쳤다. 그들은 이 

시골뜨기를 잔뜩 골려먹으려고 그냥 육십전을 내라고 떠들었다.15)

상하이 말을 할 줄 모르고 행색이 초라한 외지 손님은 ‘촌놈’ 취급을 받고, 상하

이 말을 할 줄 아는 인력거꾼들은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촌놈’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상하이 말’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소통부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통부재의 상황은 상하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적인 층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하이 물정을 잘 모르는 시골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워 “번들번들하는 은전 대양 

일원”짜리를 손에 쥐고 좋아하던 아찡이는 기쁜 마음에 쏘빙을 두 개나 사먹었지만, 

왠일인지 식후에 몸이 좋지 않아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만다. 갑작스레 힘이 빠져

버린 아찡이는 곰보영감이 알려준대로 쓰촨루(四川路) 청년회16)의 무료진료소를 

14) 주요섭, 장영우편, 앞의 책, 20쪽. 인용문 중 “쏘빙”은 사오빙(燒餠)을 지칭하는 듯하다. 

15) 주요섭, 장영우편, 앞의 책,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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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만, 의사가 없어 두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이 때 목사가 들어와서 “누구든

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괴롭다가도 죽은 후에는 천당에 가서” 행복하

게 살 수 있다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을 들은 아찡이는 생각에 잠긴다. 

아찡이는 열심히 그 신사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모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무슨 ‘죽은 후에 금거문고를 타고 잘산다’는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되었으면 오죽이나 좋으랴’하고 속으로 부러워도 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이 무슨 아담 이와 죄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소리라 

했다. 그럼 인력거꾼은 모두 아담 이와 죄의 형벌을 받거니와 자동차 탄 양귀자나 

이따금 제가 태워다 주는 비단옷 입은 색시들은 어째 아담 이와 죄 형벌을 아니 

받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17)

두 번째 ‘소통 부재’는 문화적 상황에서 기인한다. 소설의 내용으로 볼 때 아찡이

는 기독교의 교리를 처음으로 접하는 듯한데, 이처럼 생소한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아찡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18) 아찡이에게 있어서는 내세의 풍요가 현세의 불평

등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종교의 허구적인 내세관에 환멸을 느낀 아

찡이는 병원을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와서는 혼수상태에 빠져 자기의 기구한 삶을 

회상하다가 죽고 만다. 

아찡이가 죽자 공부국19)에서 영국인 순사와 의사가 통역을 앞세우고 찾아와서 

16) 소설 속의 이 쓰촨루 청년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건물이다. 중국에서 중국인에 의한 

YMCA활동은 1885년에 시작되는데, 미국인 선교사 루이스의 지도 하에 1900년 상하

이 기독교 중국청년회가 창설되었고, 1907년 쓰촨루에 6층짜리 건물을 짓게 된다. 이 

내용은 木之內誠, 《上海歷史ガイドマップ》, 大修館書店, 1999, 69쪽의 설명에 의함. 

17) 주요섭, 장영우편, 앞의 책, 30쪽. 인용문 내 “양귀자”는 서양인을 지칭하던 “洋鬼子”인 

듯하다. 

18) 사실상 이 대목에도 상하이의 사회 모습이 디테일하게 잘 반영되어 있다. 개항 이후 상

하이는 근대적 서양의학 도입의 창구 역할을 했는데, 중국의 근대 서양의학 도입은 프

로테스탄트 선교사에 의한 ‘의료선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884년 런던의 의료선교

사 윌리엄 록하트(William Lockhart)가 런지의원(仁濟醫院, Chinese Hospital)을 

설립한 것을 효시로 의료선교사들의 병원 설립이 이어졌다. 위 내용은 岩間一弘外, 

《上海 -- 都 生活の現代史》, 風響社, 2012, 46쪽을 참고로 기술.

19) ‘공부국’은 상하이 조계에서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관청이었다. 청조의 육부(六部) 중 

하나로서 ‘공부(工部)’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은 당초 조계의 행정이 주로 토목공사

에 관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호칭이 굳어지게 된 것이다. 榎本泰子, 《上海》, 中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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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이에게 아찡이가 언제부터 인력거를 끌었는가를 묻는데, 여기서 이 소설 속 세 

번째 ‘소통 부재’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래 모른단 말이야?” “네, 네, 아찡이 제 말로는 이 노릇 한 지가 금년까지 팔 

년째라구 그러구 합디다요. 나리!” 순사 부장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

더니 안에서 검시하고 나오는 의사를 향하여 웃으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무

엇 저 죽을 때 되어서 죽었소이다. 팔 년동안 인력거 끌었다는데요. 남보다 한 일 

년 일찍 죽은 셈이지만 지난번 공부국 조사에 보면 인력거 끄는 지 구 년 만에 모

두 죽지 않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팔 년으로 십 년까지. 매일 과

도한 달음질 때문에……”20) 

세 번째 ‘소통 부재’는 인간 소외의 상황에서 기인한다. 아찡이의 죽음을 두고 영

국인 순사와 중국인 순사가 나누는 대화는 허공으로 흩날린다. 당사자는 시체가 되

어 누워있는데, 그의 죽음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 전날 아찡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의사는 아찡이가 죽은 후에야 등장한다. 결코 

치료의 목적이 아닌 검시(檢屍)의 목적으로. 상하이의 법률은 아찡이를 열악한 노

동조건에서 보호해주지 못했고, 순사는 아찡이가 손님으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 그를 도와주지 못했으며, 의사는 아찡이를 환자로서 치료해주지 못했다. 인물 

간의 동선은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의 관계는 단절되고 있다. 

주요섭의 <인력거꾼>의 독특함은 작품 4장 이후의 ‘에필로그’ 부분에서 두드러지

는데, 주인공 아찡이가 죽은 후에도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찡이가 죽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돌아가며, 아찡이가 죽었다

고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찡이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사회

적으로 아무런 인간관계도 구성하지 못하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인 것이다. 뚱뚱이

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인력거를 끄는 모습은 그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 작품 말미에서 뚱뚱이를 등장시킨 것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찡이 개인이 

아니라 인력거꾼, 혹은 육체노동자라는 사회적 계급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

이다. 

公論新社, 2009, 34쪽. 

20) 주요섭, 장영우 편, 앞의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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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년째라는 대답을 듣더니 순사와 의사는 인력거꾼은 평균 구 년 정도 일하고 

죽는 게 보통이니, 그래봐야 “남보다 한 일 년 일찍 죽은 셈”이라는 말을 하면서 영

어를 사용했고, 뚱뚱이는 그들이 하는 알아듣지 못한다. 아찡이의 시체는 실려나가

고, 뚱뚱이는 자기 운명도 모른 채 힘있게 인력거를 끌고 달린다.

Ⅳ. 착취  계로부터의 탈주: <살인>

<살인>은 1925년 6월 《개벽》에 발표되었다. 창녀인 주인공 우뽀는 큰 기근이 나

던 해에 부모에 의해 보리 서 말에 팔려가면서 윤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후 여

기저기로 전전하던 우뽀는 상하이로 와서, 지금 있는 뚱뚱할미에게로 팔려오게 되

었다. 

‘인력거꾼’이 인력거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수반한 근대적 사회계층이었던데 반

해 ‘기녀(妓女)’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직업이었고, 지

역적으로도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비교적 넓은 지역에 퍼져있었다. 이처럼 양자

는 차이점도 있었지만, 적어도 근대의 도시에서 보았을 때는 자신의 육체밖에는 별

도의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는, 가장 눈에 띄는 하층민이라 할 수 있었다.

1917년 영국의 사회학자 겜블(Gamble)이 세계 8대도시의 공창 수와 도시 총 

인구의 비율에 관해 조사를 한 결과 상하이가 단연 독보적이었다. 그의 조사에 의

하면, 런던(1:906), 베를린(1:582), 파리(1:481), 시카고(1:437)와 같은 서양의 

도시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나고야(1:314)와 도쿄(1:277), 베이징(1:259) 등의 동

양 도시조차도 모두 상하이(1:137)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21) 다른 통계

에 의하면 1935년 당시 상하이의 공창 및 사창을 통틀어 기녀는 모두 6~10만 명

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상하이의 여성 인구가 150여만 명이었고 아동과 노인을 제

외한 성인여성은 90~100만명 가량이었으므로 비교적 젊은 성인여성 9~15명 중 

한명이 매춘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22)

20세기 전반, 매춘은 상하이의 큰 사회문제였기 때문에 1930년대 상하이 영화

21) 거다 러너 지음,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2004, 당대.

22) 忻平, <20~30年代上海青樓業 盛的特點 原因>, 《史學月刊》 1998年 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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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도 간간이 기녀(妓女)를 다룬 작품들이 있다. 우융강(吳永剛) 감독의 <신녀(神

女)>(1934)와 위엔무즈(袁牧之) 감독의 <거리의 천사(馬路天使)>(1937)가 비교

적 잘 알려진 작품이다. 20세기 전반의 중국문학에서 기녀(妓女)는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형상이기는 했으나, 실제로 기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은 의외로 많

지 않다. 아마도 기녀 형상을 가장 정면적으로 작품에 등장시킨 작가로는 아무래도 

라오서(老 )를 들어야 할 것이다. 라오서의 <초승달(月牙兒)>23), 《루어투어샹

쯔》24), <희미한 미소(微神)>25)(1933)에는 모두 기녀가 등장한다.

라오서의 <초승달(月牙兒)>, 《루어투어샹쯔》, <희미한 미소(微神)>에 나오는 여

성들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기녀가 되었고, 결국은 자기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으로 작품이 끝을 맺는다. 하지만 이와 비교할 때 주

요섭의 <살인>의 주인공 우뽀는 포주 할멈을 칼로 찔러 죽인다. 그뿐 아니라 우뽀

는 무거운 철문을 ‘초자연적 힘으로’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와 쉴 새 없이 내달린다. 

자기를 억압해온 굴레를 부수고 탈주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해준 이 작품의 후반부

는 동일 제재 작품들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다. 

바로 그 점에서 주요섭의 <살인>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탈주’를 들

어야 할 것이다. <인력거꾼>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상하이라는 대도시에 대

23) <초승달>은 모녀가 모두 몸파는 일을 하게 된 기구한 운명의 여성 이야기이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병구완 때문에 어둡고 힘든 나날을 보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터는 모녀는 전당포를 제집 드나들 듯했고, 어느 날 엄마는 갑자기 재혼을 하게 된

다. 정을 붙일 새도 없이 새아버지는 어디론지 떠나버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는 

거리의 여자가 된다. 그 후로 엄마와 떨어져 살던 ‘나’도 이일 저일을 하다가 끝내는 엄

마와 같이 몸파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된다. , <月牙兒>, 《 文

集》(8), 人民文學出版社, 1995, 263-290쪽.

24)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등장인물 샤오푸즈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두 남동생을 건사

하느라 몸을 파는 불쌍한 여성이다. 라오서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과 마찬가지

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 <駱駝祥子>, 《

文集》(3), 人民文學出版社, 1995, 1-228쪽.

25) 주인공 ‘나’와 ‘그녀’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았고, 서로를 좋아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 그 후 ‘그녀’는 집안이 몰락했고, ‘나’는 남양(南洋)에 가게 되어 두 사람의 인

연은 스쳐 지나가게 된다. 그 후에 ‘나’는 귀국하여 ‘그녀’가 기녀로 전락한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그녀와 다시 합쳐지기를 바랬지만 ‘그녀’의 마음을 되돌

릴 수는 없었고, ‘그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 <微神>, 《 文集》(8), 

人民文學出版社, 1995, 64-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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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테일한 세부묘사가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상하이 매춘부들의 동선

(動線)에 대한 묘사를 잠시 보기로 한다. 

처음에는 영계 사마로(英界 四馬路)에서 밤마다 뚱뚱할미와 함께 사마로 아래

위를 오르내리면서 헙수룩한 인력거꾼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으나 재작년 영계 공무

국(公務局)에서 매를 금한 이후로는 지금 있는 이 법계 대세계(法界 大世界)앞 

거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음 놓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 하비로(霞飛

路)로부터 영계, 법계가 갈리는 에드워드로(路)까지 즉 서문에서 북정거장으로 다

니는 전찻길 좌우편이 모두 이 갈보 무리의 횡행지였다.26) 

상하이에 조계(租界)가 있던 시절, 와이탄과 난징루, 그리고 지금은 푸저우루(福

州路)로 불리는 쓰마루(四馬路)는 모던 상하이를 대표하는 장소였다. 푸저우루(福

州路)에는 청말부터 극장, 서점, 유곽, 차관, 요리집, 상점이 즐비하던 곳이었으며, 

출판사와 신문사도 있었다. 이처럼 종합적인 문화공간이 매춘의 호객장소로만 묘사

되고 있는 것은 창녀 우뽀의 시선을 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뽀는 대략 밤 일곱 시부터 새벽까지 여섯 시간 동안 서너 명의 남자를 상대했

는데, 매일 밤의 수입은 주인할미가 가져갔고, 그녀에게는 비단 옷과 값싼 분과 머

릿기름 그리고 담배와 식사만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일상이 삼 년 동안 반복되면

서, 우뽀는 몸과 마음이 망가져갔다. 

어느 날 우뽀는 전차를 기다리던 어떤 미남자를 먼 발치에서 보게 되는데, 그 후

로도 같은 시간대에 우연히 여러 차례 그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자, 그에 대

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말을 나누어 본 적도 없고, 상대방이 그녀의 존

재를 의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우뽀는 마음 속으로 상상을 키워가면

서 혼자 흥분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했다. 

그 남자는 깨끗한 옷을 입은 깨끗한 청년이었다. 왼손에는 책을 들고 지금 늦은 

봄 남들은 모두 맥고를 쓰는 때에 아직 겨울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저편으

로 가서 에드워드로 저쪽까지 가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있는 것을 

우뽀는 보았다. …… 그는 아마 어느 학교 교사일 것이다. 그래서 점심때마다 집으

26) 주요섭, 장영우편, 앞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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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가는데 전차를 타고 이 길거리 어귀까지 와서는 이 교차점에서 내려서 다

시 법계(法界) 쪽에서 전차를 타면 한 백여 보 밖에 안 되는 요 거리에 동전 너 

푼을 주고 그러고는 저편 영계(英界)에 가서 또 표를 사야 하는 고로, 그는 경제

(절약: 인용자)하려고 이 교차점에서 저편 영계 어귀까지는 걸어간다.27) 

우연히 어떤 남성을 보고, 우뽀는 사랑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대목

은 소설의 모티브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뽀는 ‘사랑’이라는 보

편적 감정을 떠올리면서 ‘인간의 조건’을 생각하게 되었고, 문득 그 남자를 사랑하

기에는 자기 몸이 이미 더럽혀졌다고 느낀다. 

‘에드워드로’라는 길 이름이 등장하

는데, 이는 공동조계와 프랑스조계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길이다. 애초에

는 중국어로 양징방로(洋涇浜路), 불

어로 Quai du Yang King Pang라 

했으나, 1915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이름을 따 중국어로 아이둬야

로(愛多亞路), 영어로는 Edward Ⅶ 
Avenue라고 불렀다.28) 우뽀가 짝사

랑한 남자가 늘 이 에드워드로를 건

너 영국조계와 프랑스조계를 오간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우뽀에게 있어, ‘남자’

는 자기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

닐까. 

자기가 더럽혀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골똘이 생각하던 우뽀는 마침내 주인 할미의 

뚱뚱한 몸집을 눈앞에 떠올린다. 그녀는 “아, 삼 년 동안이나 내 살 내 피를 빨아 

먹은 미운 저것!”이라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나와 주인할미를 찔러 죽

인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보기로 한다. 

장사보다도 더 억센 초자연적 힘으로 우뽀는 쇠대문을 떠 어 열었다. 그리고 

27) 주요섭, 장영우 편, 앞의 책, 43-44쪽.

28) 吳志偉, 《上海租界硏究》, 學林出版社, 2012, 46쪽.

1930년대 상하이 조계 구획도. 위쪽이 

공동조계, 아래가 프랑스조계이며, 그 

경계선이 바로 에드워드로(愛多亞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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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생전 처음으로 제 맘대로 문밖으로 내달았다. 거리는 어두컴컴하고 좌우의 

집들은 모두 시커먼 상판으로 ‘나는 모른다’하는 듯이 내대고 있었다. 우뽀는 에드

워드로 전등이 있는 쪽을 향해 줄달음질 쳤다. 그는 잔돌 깐 길 밖에 나와 아웨씨

가 늘 서서 전차를 기다리던 곳을 지나 시멘트 깐 반들한 길 위로 미끄러질 듯이 

내달았다. …… 조롱을 벗어난 종달새가 파란 하늘 위로 노래하며 춤추듯 울 듯이 

…… 영원히 영원히 우뽀는 달음질했다.29) 

초반부와 중반부에서는 사실적인 톤을 유지하던 소설은 후반부에 가서는 상징적

인 단계로 돌입한다. 우뽀가 초자연적 힘으로 열어젖혔던 쇠대문은 매춘하는 집의 

대문이 아니라, 우뽀를 착취적 공간에 가둬놓고 있던 사회적 굴레를 말하는 것이

고, 우뽀의 사정을 ‘나는 모른다’하고 있던 집들은 하류여성에 대한 사회의 냉랭한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품 후반부 우뽀의 ‘살인’이 갖는 사회적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

해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탈주선’(Lines of Flight)이라는 개념

을 차용해보기로 한다. 들뢰즈는 신체, 사회 집단, 유기체, 개념과 같은 삶의 어떤 

형태도 모두 ‘접속’들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유전자가 접속해서 신체를 이루

고 신체들이 접속해서 부족을 형성하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어떤 ‘접속’도 ‘탈주선’

을 허용한다. 유전적 돌연변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규정, 영토, 신체도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변형시키는 탈주선을 향해 열릴 수 있는 것이다.30) 

삼년 전 큰 기근이 나던 해 부모에 의해 보리 서말에 팔려간 후 매춘부가 된 ‘우

뽀’는 들뢰즈 식으로 말하자면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된 것이다. 창녀 ‘우

뽀’는 포주 ‘뚱뚱할미’와 경제적 관계로 ‘접속’되어 있으며, 그녀는 “착취와 과도한 생

식기 노동”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름 모를 미남자를 짝사랑하

게 된 우뽀는 정상적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지만, 그녀의 이런 욕망은 

‘뚱둥할미’에 의해 여전히 억압되고 통제되는 ‘코드화(encoding)’의 과정에 놓이게 

된다. 착취의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탈코드(decoding)’적 욕망이 증폭된 것이 바

로 탈주선이다. 탈주선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통로로 기능하며, 새로

운 욕망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가는 역동적인 힘이다. 

29) 주요섭, 장영우 편, 앞의 책, 49쪽.

30) 클레어 콜브룩, 한정헌 역,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8,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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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언제나 조계의 중심에 있던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늘 중심을 향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일본인, 볼셰비키혁명 후 난민이 되어 남하한 백러시아인, 나

치즘을 피해 멀고 먼 유랑의 길을 떠났던 유태인. 이들은 각기 상하이에 그들의 거

주지를 형성하며 살았고, 거기에서 권력적이고 규율화한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서구적 상업문화가 만발했던 20세기 초 상하이라는 대도시에서 한국인의 위치는 

어디쯤이었을까. 본고에서 다룬 주요섭의 작품 <인력거꾼>과 <살인>은 상하이에 거

주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썼을 것이라 추정된다. 주요섭 작품 속 상하이 

한인들은 결국 ‘하류 인생’이었던 것이다. 유사한 제재를 다룬 중국 작가들의 작품

들과 비교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주요섭은 그들을 비참한 존재로 묘사하는데서만 

그쳤던 것은 아니다. 

주요섭은 인력거꾼 아찡을 냉정하고 위선적인 서양인들과의 대비적 차원에서 그

렸고, 창녀 우뽀를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인 기성 질서에 격렬히 반항하는 인물로 형

상화해내었다. 이 점은 동일 제재의 소설을 쓴 중국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요섭만의 문학적 성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매춘부를 그린 문학작품은 매우 많지만, 비참한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

고 스스로 자멸하는 것으로 작품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살인>에서는 비

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주를 ‘죽인다’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뚱뚱할미

는 우뽀를 둘러싼 착취구조를 상징하고 있으며, ‘사랑’이 계기가 되어 깨달음을 얻

게 된 우뽀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착취적 관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요섭의 <인력거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위상에 

관한 것인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주요

섭이 이 작품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주요섭의 상하이제재 소설들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디테일의 

충실성’을 들 수 있다. 이 두 편의 작품은 인력거꾼과 창녀의 시선으로 1920년대 

상하이의 모습을 아주 잘 재현하고 있는데, 길 이름이나 건물, 제도나 관습, 도시 

풍경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 그 면에서는 그의 작품들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또 한

편의 올드상하이 풍경화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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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朱耀燮(1902~1972)從1921年在上海留學六年, 從1934年開始擔任了輔仁

大學教授九年, 是一位有著且豐富中國經驗的作家。他在日本帝國主義強佔時期, 

寫了不少批判性強的小說, 但因代表作《廂房客人和媽媽》得了‘愛情小說家’的名聲, 

評價上有所誤會的一面。
本稿以描寫車夫、妓女形象的《人力車夫》以及《殺人》爲對象，講述了作品所反

映的中國社會以及作家對中國下層人民的認識, 並與中國作家們的同一題材作品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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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了對比。
《人力車夫》的主人公阿金雖然有一天收入很多格外高興, 但突然變得健康惡

化, 最終死去。《人力車夫》的獨特性在作品的後半部, 主人公阿金去世後, 這個世

界好像什麽事都沒有發生過一樣，沒有一個人悲哀阿金的死亡。阿金在世界上沒有

任何影響力, 在社會上根本沒有任何人際關係, 是徹底的“局外人”。在作品中, 基

督教描寫得很消極, 出生在牧師的家庭, 從小就在宗教的氛圍中成長起來的朱耀燮

在這部作品中對基督教的否定性描寫也是非常值得關注的。
《殺人》的主人公吳波是上海的煙花女子。有一天吳波在心中暗戀一個美男子。

對于從未見過面的對方, 她心中充滿想像力, 時而獨自一人哭喊著, 時而興奮落

淚。吳波想象自己與那個男人的關係, 忽然想起了自己的身體已經污染, 想到自己

髒了的原因, 腦海裡頓時浮現出了鴇母胖乎乎的身軀。她才明白了剝削剝削的關

系, 到廚 房拿刀砍死了鴇母。
西方商業文化盛開的20世紀初, 在上海的這個大都市裏, 韓國人的位置在哪

裡呢? 在本稿中講述的朱耀燮的作品中, 《人力車夫》和《殺人》是當時居住在上海的

韓國人的影子。朱耀燮作品中的上海韓國人結果還是“下游的人生”。與描述類似題

材的中國作家的作品比較的觀點來看, 朱耀燮描述的並非僅限於悲慘的存在。
朱耀燮在與冷靜、偽善的西洋人形成對比的層面上刻畫了阿金的形象，并塑

造了在一個把妓女視爲非人宰割的當今社會秩序上激烈反抗的吳波的人物形象。
這一點是寫同一題材作品的中國作家作品裏沒能實現的, 這是朱耀燮的文學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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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섭, 상하이, <인력거꾼>, <살인>, 상하이와 한국인

朱耀燮, 上海, <人力車夫>, <殺人>, 上海和韓國人

Ju Yo-Seop, Old Shanghai, Rickshaw Boy, Murder, Korean in Old 

Shanghai

투고일: 2018. 6. 28.  / 심사일: 2018. 7. 8.  / 게재확정일: 2018.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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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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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cunchbj
    /!BM-dolchulgul
    /!BM-dsynmotm
    /!BM-gauldonghwam
    /!BM-gungseomj
    /!BM-gungseorj
    /!BM-heseobj
    /!BM-heseomj
    /!BM-heseorj
    /!BM-hmsujago
    /!BM-hmsujagun
    /!BM-hmsujahai
    /!BM-hmsujamjo
    /!BM-hwanbyebj
    /!BM-hwanbyemj
    /!BM-hwanyewsabj
    /!BM-hwanyewsarj
    /!BM-injangbj
    /!BM-injangmj
    /!BM-injangrj
    /!BM-jungoj
    /!BM-kyungoj
    /!BM-kyunmyjoj
    /!BM-narubj
    /!BM-narumj
    /!BM-narurj
    /!BM-segoj
    /!BM-semyjoj
    /!BM-sinmyjoj
    /!BM-sinyeseobj
    /!BM-sinyeseomj
    /!BM-sinyeseorj
    /!BM-sjukbj
    /!BM-sjukmj
    /!BM-sjukrj
    /!BM-smungoj
    /!BM-smunmjj
    /!BM-staimyjoj
    /!BM-taigoj
    /!BM-taimyjoj
    /!BM-yeseobj
    /!BM-yeseomj
    /12LotteMartDreamBold
    /12LotteMartDreamLight
    /12LotteMartDreamMedium
    /12LotteMartHappyBold
    /12LotteMartHappyMedium
    /12LotteMartHLight
    /365_smile
    /365kisskiss
    /365sunbeams
    /365sweetmuffin
    /3Of9Barcode
    /Abbey-Medium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Devanagari-Bold
    /AdobeDevanagari-BoldItalic
    /AdobeDevanagari-Italic
    /AdobeDevanagari-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Naskh-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gfaRotisSansSerif
    /AgfaRotisSansSerif-Bold
    /AgfaRotisSansSerifExtraBold
    /AgfaRotisSansSerif-Italic
    /AgfaRotisSansSerifLight
    /AgfaRotisSansSerifLight-Italic
    /AgfaRotisSemisans
    /AgfaRotisSemisans-Bold
    /AgfaRotisSemisansExtraBold
    /AgfaRotisSemisans-Italic
    /AgfaRotisSemisansLight
    /AgfaRotisSemisansLight-Italic
    /AgfaRotisSemiSerif
    /AgfaRotisSemiSerif-Bold
    /AgfaRotisSerif
    /AgfaRotisSerif-Bold
    /AgfaRotisSerif-Italic
    /Aharoni-Bold
    /ahn2006-B
    /ahn2006-L
    /ahn2006-M
    /Albertus-Bold
    /Albertus-ExtraBold
    /Albertus-Medium
    /AlbertusMedium-Italic
    /Aldhabi
    /Algerian
    /AllegroBT-Regular
    /AmericanaBT-Bold
    /AmericanaBT-Italic
    /AmericanaBT-Roman
    /AmerTypewriterITCbyBT-Medium
    /AmiR-HM
    /Andalus
    /AngsanaNew
    /AngsanaNew-Bold
    /AngsanaNew-BoldItalic
    /AngsanaNew-Italic
    /AngsanaUPC
    /AngsanaUPC-Bold
    /AngsanaUPC-BoldItalic
    /AngsanaUPC-Italic
    /AntiqueOlive
    /AntiqueOlive-Bold
    /AntiqueOliveCompact-Regular
    /AntiqueOlive-Italic
    /Aparajita
    /Aparajita-Bold
    /Aparajita-BoldItalic
    /Aparajita-Italic
    /ArabicTypesetting
    /ArakawaPlane
    /ARBLANCA
    /ARBONNIE
    /ArborWin
    /ARCARTER
    /ARCENA
    /ARCHRISTY
    /ARDARLING
    /ARDECODE
    /ARDELANEY
    /ARDESTINE
    /ARDS1
    /ARESSENCE
    /ARHERMANN
    /Arial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itaB
    /Arita-buri-Bold_OTF
    /Arita-buri-Bold_TTF
    /Arita-buri-HairLine_OTF
    /Arita-buri-HairLine_TTF
    /Arita-buri-Light_OTF
    /Arita-buri-Light_TTF
    /Arita-buri-Medium_OTF
    /Arita-buri-Medium_TTF
    /Arita-buri-SemiBold_OTF
    /Arita-buri-SemiBold_TTF
    /Arita-dotum-Bold_OTF
    /Arita-dotum-Bold_TTF
    /Arita-dotum-Light_OTF
    /Arita-dotum-Light_TTF
    /Arita-dotum-Medium_OTF
    /Arita-dotum-Medium_TTF
    /Arita-dotum-SemiBold_OTF
    /Arita-dotum-SemiBold_TTF
    /Arita-dotum-Thin_OTF
    /Arita-dotum-Thin_TTF
    /AritaSans-Bold
    /AritaSans-Light
    /AritaSans-Medium
    /AritaSans-SemiBold
    /AritaSans-Thin
    /AritaSB
    /ARJULIAN
    /ArnoPro-Bold
    /ArnoPro-BoldCaption
    /ArnoPro-BoldDisplay
    /ArnoPro-BoldItalic
    /ArnoPro-BoldItalicCaption
    /ArnoPro-BoldItalicDisplay
    /ArnoPro-BoldItalicSmText
    /ArnoPro-BoldItalicSubhead
    /ArnoPro-BoldSmText
    /ArnoPro-BoldSubhead
    /ArnoPro-Caption
    /ArnoPro-Display
    /ArnoPro-Italic
    /ArnoPro-ItalicCaption
    /ArnoPro-ItalicDisplay
    /ArnoPro-ItalicSmText
    /ArnoPro-ItalicSubhead
    /ArnoPro-LightDisplay
    /ArnoPro-LightItalicDisplay
    /ArnoPro-Regular
    /ArnoPro-Smbd
    /ArnoPro-SmbdCaption
    /ArnoPro-SmbdDisplay
    /ArnoPro-SmbdItalic
    /ArnoPro-SmbdItalicCaption
    /ArnoPro-SmbdItalicDisplay
    /ArnoPro-SmbdItalicSmText
    /ArnoPro-SmbdItalicSubhead
    /ArnoPro-SmbdSmText
    /ArnoPro-SmbdSubhead
    /ArnoPro-SmText
    /ArnoPro-Subhead
    /Atlas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kjeonga
    /BalloonBT-ExtraBold
    /BankGothicBT-Medium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tangOldHangulJamo
    /Bauhaus93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nguiatITCbyBT-Bold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ernhardFashionBT-Regular
    /BernhardModernBT-Bold
    /BernhardModernBT-BoldItalic
    /BickhamScriptPro-Bold
    /BickhamScriptPro-Regular
    /BickhamScriptPro-Semibold
    /BigRoundR-HM
    /BigSansR-HM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lippoBT-Black
    /bluesky
    /BM-cunchb
    /BMDoHyeon
    /BM-dolchulgul
    /BM-dsynmotm
    /BM-gungseom
    /BM-gungseor
    /BMHANNA
    /BM-heseob
    /BM-heseom
    /BM-heseor
    /BM-hmsujagun
    /BM-hmsujahai
    /BM-hmsujamjo
    /BM-hmsujaye
    /BM-hmunsujago
    /BM-hwanyeb
    /BM-hwanyem
    /BM-hwanyesjukb
    /BM-hwanyesjukm
    /BM-hwanyesjukr
    /BM-hwanyewsab
    /BM-hwanyewsar
    /BM-injangb
    /BM-injangm
    /BM-injangr
    /BM-jungo
    /BM-kyungo
    /BM-kyunmjo
    /BM-narub
    /BM-narum
    /BM-narur
    /BM-sego
    /BM-semyjo
    /BM-sinmyungr
    /BM-sinyeseob
    /BM-sinyeseom
    /BM-sinyeseor
    /BM-smungo
    /BM-smunmjo
    /BM-staimjo
    /BM-taigo
    /BM-taimjo
    /BM-yeseob
    /BM-yeseom
    /BodoniBT-Bold
    /BodoniBT-BoldItalic
    /BodoniBT-Book
    /BodoniBT-BookItalic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ailleAOE
    /BremenBT-Bold
    /BritannicBold
    /Broadway
    /BroadwayEngravedBT-Regular
    /BrowalliaNew
    /BrowalliaNew-Bold
    /BrowalliaNew-BoldItalic
    /BrowalliaNew-Italic
    /BrowalliaUPC
    /BrowalliaUPC-Bold
    /BrowalliaUPC-BoldItalic
    /BrowalliaUPC-Italic
    /BrushScriptBT-Regular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buleworld
    /Bwcopm
    /BwCyrl
    /Bweess
    /Bweeti
    /Bwgrkd
    /Bwgrki
    /Bwgrkl
    /Bwgrkn
    /Bwheba
    /Bwhebb
    /Bwhebl
    /BWLexa
    /BWLexs
    /BWSymbol
    /BWSymbs
    /Bwtransh
    /Bwviet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bri-Light
    /Calibri-Light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atholic
    /Centaur
    /Century
    /Century725BT-RomanCondensed
    /Century751BT-BoldB
    /Century751BT-BoldItalicB
    /Century751BT-ItalicB
    /Century751BT-No2ItalicB
    /Century751BT-RomanB
    /Century751BT-RomanNo2B
    /Century751BT-SemiBold
    /Century751BT-SemiBoldItalicB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lbkCyrillicBT-Bold
    /CenturySchlbkCyrillicBT-BoldIt
    /CenturySchlbkCyrillicBT-Italic
    /CenturySchlbkCyrillicBT-Roman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BT-Bold
    /CenturySchoolbookBT-BoldItalic
    /CenturySchoolbookBT-Italic
    /CenturySchoolbookBT-Roman
    /CenturySchoolbook-Italic
    /CGOmega
    /CGOmega-Bold
    /CGOmega-BoldItalic
    /CGOmega-Italic
    /CGTimes
    /CGTimes-Bold
    /CGTimes-BoldItalic
    /CGTimesCyr
    /CGTimes-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LightIt
    /ChaparralPro-Regular
    /CharisSIL
    /CharisSIL-Bold
    /CharisSIL-BoldItalic
    /CharisSIL-Italic
    /CharlemagneStd-Bold
    /CharlesworthBold
    /Charting
    /ChCenturion
    /ChCenturionBold
    /ChCenturionItalic
    /Chiller-Regular
    /chococandy
    /chocomouse
    /ChosunilboNM
    /CJONLYONEBold
    /CJONLYONEMedium
    /Clarendon-Bold
    /Clarendon-Book
    /ClarendonBT-Black
    /ClarendonBT-Bold
    /ClarendonBT-Light
    /ClarendonBT-Roman
    /Clarendon-Condensed-Bold
    /ClarendonExtended-Bold
    /Clocks
    /CMSquish
    /CocaCola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micSansMS-BoldItalic
    /ComicSansMS-Italic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operBT-Black
    /CooperBT-Black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BT-Bold
    /CopperplateGothicBT-Roman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diaNew
    /CordiaNew-Bold
    /CordiaNew-BoldItalic
    /CordiaNew-Italic
    /CordiaUPC
    /CordiaUPC-Bold
    /CordiaUPC-BoldItalic
    /CordiaUPC-Italic
    /Coronet
    /Courier
    /Courier10PitchBT-Roman
    /Courier-Bold
    /Courier-BoldOblique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Oblique
    /Crayon
    /CreChoC
    /CreChoM
    /CreCjaB
    /CreCjaL
    /CreCjaM
    /CreHearM
    /CurlzMT
    /CwritB
    /CwritL
    /CwritM
    /CwritUL
    /Daum_Regular
    /Daum_SemiBold
    /DaunPenh
    /DauphinPlain
    /David
    /David-Bold
    /DEATH-NOTE-B
    /DeVinneBT-Text
    /DFCalligraphicOrnamentsLET
    /DFDiversionsLET
    /DFDiversitiesLET
    /DFGothic-EB-WIN-RKSJ-H
    /DFKaiSho-Bd-WING-RKSJ-H
    /DFKaiSho-Bd-WINP-RKSJ-H
    /DFKaiSho-Bd-WIN-RKSJ-H
    /DFKaiSho-Lt-WING-RKSJ-H
    /DFKaiSho-Lt-WINP-RKSJ-H
    /DFKaiSho-Lt-WIN-RKSJ-H
    /DFKaiSho-Md-WING-RKSJ-H
    /DFKaiSho-Md-WINP-RKSJ-H
    /DFKaiSho-Md-WIN-RKSJ-H
    /DFKaiSho-SB-WIN-RKSJ-H
    /DFKaiSho-SU-WING-RKSJ-H
    /DFKaiSho-SU-WINP-RKSJ-H
    /DFKaiSho-SU-WIN-RKSJ-H
    /DFKaiSho-UB-WING-RKSJ-H
    /DFKaiSho-UB-WINP-RKSJ-H
    /DFKaiSho-UB-WIN-RKSJ-H
    /DFKaiSho-XB-WING-RKSJ-H
    /DFKaiSho-XB-WINP-RKSJ-H
    /DFKaiShu-SB-Estd-BF
    /DFMincho-SU-WIN-RKSJ-H
    /DFMincho-UB-WIN-RKSJ-H
    /DFMincho-W5-WIN-RKSJ-H
    /DFPOP1-W9-WIN-RKSJ-H
    /Dgyoung
    /DilleniaUPC
    /DilleniaUPCBold
    /DilleniaUPCBoldItalic
    /DilleniaUPCItalic
    /Dinbla
    /Dinbol
    /DINEngschriftLT
    /DINEngschriftLT-Alternate
    /DINEngschriftStd
    /Dinlig
    /Dinmed
    /DINMittelschriftLT
    /DINMittelschriftLT-Alternate
    /DINMittelschriftStd
    /DINNeuzeitGroteskLT-BoldCond
    /DINNeuzeitGroteskLT-Light
    /DINNeuzeitGroteskStd-BdCond
    /DINNeuzeitGroteskStd-Light
    /Dinreg
    /Diploma
    /DirectionsMT
    /DokChampa
    /doremipasol
    /Dotum
    /DotumChe
    /DotumOldHangulJamo
    /DoulosSIL
    /DSVWrittingB
    /DungunB
    /DungunL
    /DungunM
    /DungunR
    /DungunSB
    /Dutch801BT-Bold
    /Dutch801BT-BoldItalic
    /Dutch801BT-ExtraBold
    /Dutch801BT-Italic
    /Dutch801BT-Roman
    /DwarfSpiritsBB
    /DXKPGB-KSCpc-EUC-H
    /DXKPGL-KSCpc-EUC-H
    /DXKPMB-KSCpc-EUC-H
    /Ebrima
    /Ebrima-Bold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ctronicsRegular
    /Elegant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mbassyBT-Regular
    /English111VivaceBT-Regular
    /EngraversGothicB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crosiaUPC
    /EucrosiaUPCBold
    /EucrosiaUPCBoldItalic
    /EucrosiaUPCItalic
    /Eunjin
    /EunjinNakseo
    /EuphemiaCAS
    /EuroBatang
    /EuroDotum
    /EuroGulim
    /EuroGungso
    /EuroSig
    /Exotic350BT-Bold
    /Exotic350BT-DemiBold
    /ExpoB-HM
    /ExpoL-HM
    /ExpoM-HM
    /FangSong
    /FangSong_GB2312
    /FarEast
    /FBLee2000-Medium
    /FBLee2000T-Bold
    /FBLee2000T-Light
    /FBLee2000T-Medium
    /FBLee2001-Medium
    /FBLee2001T-Bold
    /FBLee2001T-Medium
    /FBLee80-Medium
    /FBLee80T-Bold
    /FBLee80T-Light
    /FBLee80T-Medium
    /FBLee90-Medium
    /FBLee90T-Bold
    /FBLee90T-Light
    /FBLee90T-Medium
    /FelixTitlingMT
    /FootlightMTLight
    /FormalScript421BT-Regular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ankRuehl
    /Freeform721BT-Bold
    /Freeform721BT-BoldItalic
    /Freeform721BT-Italic
    /Freeform721BT-Roman
    /Freehand521BT-RegularC
    /Freehand591BT-RegularA
    /FreesiaUPC
    /FreesiaUPCBold
    /FreesiaUPCBoldItalic
    /FreesiaUPC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uturaBlackBT-Regular
    /FuturaBT-Bold
    /FuturaBT-BoldItalic
    /FuturaBT-Book
    /FuturaBT-BookItalic
    /FuturaBT-ExtraBlack
    /FuturaBT-Light
    /FuturaBT-LightItalic
    /FuturaBT-Medium
    /FuturaBT-MediumItalic
    /FZBSJW--GB1-0
    /FZCCHFW--GB1-0
    /FZCCHJW--GB1-0
    /FZCQFW--GB1-0
    /FZCQJW--GB1-0
    /FZCSFW--GB1-0
    /FZCSJW--GB1-0
    /FZCYFW--GB1-0
    /FZDBSFW--GB1-0
    /FZDBSJW--GB1-0
    /FZDHTJW--GB1-0
    /FZFSFW--GB1-0
    /FZFSJW--GB1-0
    /FZH4FW--GB1-0
    /FZHLFW--GB1-0
    /FZHLJW--GB1-0
    /FZHPFW--GB1-0
    /FZHPJW--GB1-0
    /FZHTFW--GB1-0
    /FZHTJW--GB1-0
    /FZKANGFW--GB1-0
    /FZKTFW--GB1-0
    /FZKTJW--GB1-0
    /FZL2FW--GB1-0
    /FZL2JW--GB1-0
    /FZLBFW--GB1-0
    /FZLBJW--GB1-0
    /FZLSJW--GB1-0
    /FZMHJW--GB1-0
    /FZNBSJW--GB1-0
    /FZNSTFW--GB1-0
    /FZPHFW--GB1-0
    /FZPHTFW--GB1-0
    /FZPHTJW--GB1-0
    /FZPWFW--GB1-0
    /FZPWJW--GB1-0
    /FZS3JW--GB1-0
    /FZSEFW--GB1-0
    /FZSEJW--GB1-0
    /FZSHJW--GB1-0
    /FZSJSFW--GB1-0
    /FZSJSJW--GB1-0
    /FZSSFW--GB1-0
    /FZSSJW--GB1-0
    /FZSTFW--GB1-0
    /FZSYFW--GB1-0
    /FZSYJW--GB1-0
    /FZSY--SURROGATE-0
    /FZSZFW--GB1-0
    /FZXBSFW--GB1-0
    /FZXBSJW--GB1-0
    /FZXDXJW--GB1-0
    /FZXH1FW--GB1-0
    /FZXH1JW--GB1-0
    /FZXKFW--GB1-0
    /FZXLFW--GB1-0
    /FZXQFW--GB1-0
    /FZXQJW--GB1-0
    /FZXSHFW--GB1-0
    /FZXSHJW--GB1-0
    /FZXSSFW--GB1-0
    /FZXXLFW--GB1-0
    /FZY1FW--GB1-0
    /FZY1JW--GB1-0
    /FZY3FW--GB1-0
    /FZY3JW--GB1-0
    /FZY4FW--GB1-0
    /FZY4JW--GB1-0
    /FZYTFW--GB1-0
    /FZYTJW--GB1-0
    /FZYXFW--GB1-0
    /FZZDXFW--GB1-0
    /FZZDXJW--GB1-0
    /FZZHYFW--GB1-0
    /FZZHYJW--GB1-0
    /FZZKFW--GB1-0
    /FZZQFW--GB1-0
    /FZZQJW--GB1-0
    /FZZYFW--GB1-0
    /FZZYJW--GB1-0
    /Gabriola
    /Gadugi
    /Gadugi-Bold
    /Gaeul
    /GaligMongol
    /GaramB-HM
    /Garamond
    /Garamond-Antiqua
    /Garamond-Bold
    /Garamond-Halbfett
    /Garamond-Italic
    /Garamond-Kursiv
    /Garamond-KursivHalbfett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autami
    /Gautami-Bold
    /GeographicSymbolsNormal
    /Geometric212BT-BookCondensed
    /Geometric212BT-HeavyCondensed
    /Geometric231BT-BoldC
    /Geometric231BT-HeavyC
    /Geometric231BT-RomanC
    /Geometric415BT-BlackA
    /Geometric706BT-BlackCondensedB
    /GeometricSlab703BT-Bold
    /GeometricSlab703BT-BoldCond
    /GeometricSlab703BT-BoldItalic
    /GeometricSlab703BT-Medium
    /GeometricSlab703BT-MediumCond
    /GeometricSlab703BT-MediumItalic
    /GeometricSlab703BT-XtraBold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F_007GoldenPig
    /GF_Aspirin
    /GF_Assarabia
    /GF_BabyAndHoney
    /GF_BabyNavel
    /GF_BournePrincess
    /GF_BroadHips
    /GF_Cats
    /GF_ChildsHeart
    /GF_Cider
    /GF_ClothesPin
    /GF_CutePero
    /GF_EyePrince
    /GF_FreezeGame
    /GF_GoodDay
    /GF_GoodMorning
    /GF_GreenGrape
    /GF_HideYourself
    /GF_Huckleberry
    /GF_JingleBellRock
    /GF_LittleNavel
    /GF_Lunch
    /GF_MariMaria
    /GF_OceanFriends
    /GF_OrangeMong
    /GF_PaperAirplane
    /GF_Ridiculous_M
    /GF_RollingPaper
    /GF_RomanHoliday
    /GF_ShyKingkong
    /GF_SnowFlower
    /GF_TallLankGirl
    /GF_Tricycle
    /GF_WhiteCat
    /GF_WhoAreU
    /GF_WoollalaGirls
    /GFFonttoBlack-Regular
    /GFFonttoWhite-Regular
    /GFManuscriptPaper-Regular
    /GFPickingStars-Regular
    /GFPicnic-B
    /GFSnowDeco-Free
    /GFSnowDeco-In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isha
    /Gisha-Bol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thicB-HM
    /GothicL-HM
    /GothicNewsletter-HM
    /GothicRoundB-HM
    /GothicRoundL-HM
    /GothicRoundR-HM
    /GothicRoundXB-HM
    /GothicXB-HM
    /GoudyHandtooledBT-Regular
    /GoudyOldStyleBT-Bold
    /GoudyOldStyleBT-BoldItalic
    /GoudyOldStyleBT-Italic
    /GoudyOldStyleBT-Roman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aphicB-HM
    /GraphicChe
    /GraphicNewR-HM
    /GraphicR-HM
    /GraphicSansB-HM
    /GraphicSansR-HM
    /GTB
    /Gulim
    /GulimChe
    /GulimOldHangulJamo
    /Gungsuh
    /GungsuhChe
    /GungsuhOldHangulJamo
    /GungsuhR-HM
    /H_ESPERANTO
    /H2bdrM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drrB
    /H2drrM
    /H2gprB
    /H2gprM
    /H2gpsM
    /H2gsrB
    /H2gtrE
    /H2gtrL
    /H2gtrM
    /H2hdkB
    /H2hdkM
    /H2hdrM
    /H2mjmM
    /H2mjrB
    /H2mjrE
    /H2mjrL
    /H2mjrM
    /H2mjsM
    /H2mjuM
    /H2mkpB
    /H2mkrB
    /H2mppB
    /H2mppL
    /H2mprB
    /H2porB
    /H2porL
    /H2porM
    /H2sa1B
    /H2sa1L
    /H2sa1M
    /H2sa2B
    /H2sa2L
    /H2sa2M
    /H2snrB
    /H2sorB
    /H2supE
    /H2supL
    /H2ta2B
    /H2ta2L
    /H2wulE
    /H2yerB
    /H2yerM
    /H2ysrM
    /HaanBaekjeB
    /HaanBaekjeM
    /HaanCjaB
    /HaanCjaL
    /HaanCjaM
    /HaanSaleB
    /HaanSale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anSollipB
    /HaanSollipM
    /HaanSomangB
    /HaanSomangM
    /HaanYGodic23
    /HaanYGodic24
    /HaanYGodic25
    /HaanYHeadB
    /HaanYHeadL
    /HaanYHeadM
    /Haettenschweiler
    /HanS-Calli
    /HanS-CalliGothic
    /HanS-CalliLove
    /HanS-CalliLove2
    /HanS-CalliPunch
    /HanWangLiSuMedium
    /HarlowSolid
    /Harrington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BatangExtB
    /HCRBatangExtB-Bold
    /HCRDotum
    /HCRDotum-Bold
    /HCRDotumExt
    /HeadG
    /HeadlineR-HM
    /HeadlineSansR-HM
    /Helvetica
    /Helvetica-Black-SemiBold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InseratLTStd-Roman
    /HelveticaLTStd-Blk
    /HelveticaLTStd-BlkCond
    /HelveticaLTStd-BlkCondObl
    /HelveticaLTStd-BlkObl
    /HelveticaLTStd-Bold
    /HelveticaLTStd-BoldCond
    /HelveticaLTStd-BoldCondObl
    /HelveticaLTStd-BoldObl
    /HelveticaLTStd-Comp
    /HelveticaLTStd-Cond
    /HelveticaLTStd-CondObl
    /HelveticaLTStd-ExtraComp
    /HelveticaLTStd-Fractions
    /HelveticaLTStd-FractionsBd
    /HelveticaLTStd-Light
    /HelveticaLTStd-LightCond
    /HelveticaLTStd-LightCondObl
    /HelveticaLTStd-LightObl
    /HelveticaLTStd-Obl
    /HelveticaLTStd-Roman
    /HelveticaLTStd-UltraComp
    /Helvetica-Narrow
    /Helvetica-Narrow-Bold
    /Helvetica-Narrow-BoldOblique
    /Helvetica-Narrow-Oblique
    /HelveticaNeue-Black
    /HelveticaNeue-BlackCond
    /HelveticaNeue-BlackCondObl
    /HelveticaNeue-BlackExt
    /HelveticaNeue-BlackExtObl
    /HelveticaNeue-BoldExt
    /HelveticaNeue-BoldExtObl
    /HelveticaNeue-BoldItalic
    /HelveticaNeue-BoldOutline
    /HelveticaNeue-Condensed
    /HelveticaNeue-CondensedObl
    /HelveticaNeue-ExtBlackCond
    /HelveticaNeue-ExtBlackCondObl
    /HelveticaNeue-Heavy
    /HelveticaNeue-HeavyCond
    /HelveticaNeue-HeavyCondObl
    /HelveticaNeue-HeavyExt
    /HelveticaNeue-HeavyExtObl
    /HelveticaNeue-Light
    /HelveticaNeue-LightCond
    /HelveticaNeue-LightCondObl
    /HelveticaNeue-LightExt
    /HelveticaNeue-LightExtObl
    /HelveticaNeueLTCom-BdCn
    /HelveticaNeueLTCom-BdCnO
    /HelveticaNeueLTCom-BdEx
    /HelveticaNeueLTCom-BdExO
    /HelveticaNeueLTCom-BdOu
    /HelveticaNeueLTCom-Blk
    /HelveticaNeueLTCom-BlkCn
    /HelveticaNeueLTCom-BlkCnO
    /HelveticaNeueLTCom-BlkEx
    /HelveticaNeueLTCom-BlkExO
    /HelveticaNeueLTCom-Hv
    /HelveticaNeueLTCom-HvCn
    /HelveticaNeueLTCom-HvCnO
    /HelveticaNeueLTCom-HvEx
    /HelveticaNeueLTCom-HvExO
    /HelveticaNeueLTCom-It
    /HelveticaNeueLTCom-Lt
    /HelveticaNeueLTCom-LtCn
    /HelveticaNeueLTCom-LtCnO
    /HelveticaNeueLTCom-LtEx
    /HelveticaNeueLTCom-LtExO
    /HelveticaNeueLTCom-Th
    /HelveticaNeueLTCom-ThCn
    /HelveticaNeueLTCom-ThCnO
    /HelveticaNeueLTCom-ThEx
    /HelveticaNeueLTCom-ThExO
    /HelveticaNeueLTCom-UltLt
    /HelveticaNeueLTCom-UltLtCn
    /HelveticaNeueLTCom-UltLtCnO
    /HelveticaNeueLTCom-UltLtEx
    /HelveticaNeueLTCom-UltLtExO
    /HelveticaNeueLTCom-XBlkCn
    /HelveticaNeueLTStd-BdCn
    /HelveticaNeue-Thin
    /HelveticaNeue-ThinCond
    /HelveticaNeue-ThinCondObl
    /HelveticaNeue-ThinExt
    /HelveticaNeue-ThinExtObl
    /HelveticaNeue-UltraLigCond
    /HelveticaNeue-UltraLigCondObl
    /HelveticaNeue-UltraLigExt
    /HelveticaNeue-UltraLigExtObl
    /HelveticaNeue-UltraLight
    /Helvetica-Oblique
    /HelveticaRoundedLTStd-Bd
    /HelveticaRoundedLTStd-BdCn
    /HelveticaRoundedLTStd-BdCnO
    /HelveticaRoundedLTStd-BdO
    /HelveticaRoundedLTStd-Black
    /HelveticaRoundedLTStd-BlkO
    /HelveticaWorld-Bold
    /HelveticaWorld-BoldItalic
    /HelveticaWorld-Italic
    /HelveticaWorld-Regular
    /HeummBombi152
    /HGGothicE
    /HGPGothicE
    /HGSGothicE
    /HGSS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raganaRegular
    /HiTelSupBase
    /HiTelWulTitle
    /HL-CH
    /HMKBP
    /HMKBS
    /HoboStd
    /HolidayPiBT-Regular
    /HomePlanning
    /HomePlanning2
    /HoonLemonsodaR
    /HoonMakdR
    /HoonSaemaR
    /HoonSomsR
    /HoonWhayangR
    /HoonWhillR
    /HUBubbB
    /HUBubbS
    /HUBusancake140
    /HUCreA
    /HUCreB
    /HUDoran152
    /HUDungB
    /HUFace16
    /HUFairy150
    /HUFairy170
    /HUGoth310
    /HUGoth320
    /HUGoth330
    /HUGoth340
    /HUGoth350
    /HUGoth360
    /HUGoth370
    /HUHome152
    /HUJingo210
    /HUJingo215
    /HUJingo220
    /HUJingo225
    /HUJingo230
    /HUJingo235
    /HUJingo240
    /HUJingo245
    /HUJingo250
    /HUJingo255
    /HUJingo260
    /HUJingo265
    /Humanist521BT-Bold
    /Humanist521BT-BoldItalic
    /Humanist521BT-Italic
    /Humanist521BT-Light
    /Humanist521BT-LightItalic
    /Humanist521BT-Roman
    /Humanist777BT-BlackB
    /Humanist777BT-BlackCondensedB
    /Humanist777BT-BoldCondensedB
    /Humanist777BT-LightB
    /Humanist777BT-RomanB
    /Humanist777BT-RomanCondensedB
    /HunminYSB
    /HunminYSL
    /HunminYSM
    /HUSketch120
    /HUSkygoth120
    /HUSkygoth130
    /HUSkygoth140
    /HUSkygoth150
    /HUSkymjo150
    /HUSun132
    /HUToda13
    /HUTok15
    /HUVaca13
    /HUVaca15
    /HYbdaL
    /HYbdaM
    /HYbsrB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prM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mjrE
    /HYmprL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illGi-Light
    /HYPop-Medium
    /HYporM
    /HYsanB
    /HYShortSamul-Light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A
    /HYSymbolB
    /HYSymbolC
    /HYSymbolD
    /HYSymbolE
    /HYSymbolF
    /HYSymbolG
    /HYSymbolH
    /HYTaJa-Bold
    /HYTaJaFull-Medium
    /HYTaJa-Light
    /HYTaJa-Medium
    /HYtbrB
    /HYwulB
    /HYwulM
    /Iam-Hueca
    /ICS5
    /IIpa93sSILDoulosRegular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nterGTL
    /InterGTM
    /IPA93cnDRegular
    /IpajaddSILDoulosRegular
    /IpaminzuIpaminzuSILDoulosBold
    /IpaPanADDRegular
    /IpaPanNew
    /IrisUPC
    /IrisUPCBold
    /IrisUPCBoldItalic
    /IrisUPCItalic
    /IskoolaPota
    /IskoolaPota-Bold
    /Jabmlv40
    /Jahglv40
    /Jahsmv40
    /Jajgmv40
    /Jajmmv40
    /Japanese
    /JasmineUPC
    /JasmineUPCBold
    /JasmineUPCBoldItalic
    /JasmineUPCItalic
    /JasuB-HM
    /JasuL-HM
    /JasuR-HM
    /JasuXB-HM
    /Jatgbv40
    /Jatmbv40
    /JavaneseText
    /Jaxgxv40
    /JejuGothic
    /JejuGothicOTF
    /JejuHallasan
    /JejuHallasanOTF
    /JejuMyeongjo
    /JejuMyeongjoOTF
    /jeongum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mja-1
    /Jung-Bold
    /Jurchen
    /KabelITCbyBT-Book
    /KabelITCbyBT-Ultra
    /KaiTi
    /Kalinga
    /Kalinga-Bold
    /Kartika
    /Kartika-Bold
    /KaufmannBT-Regular
    /Khitan_Large_Script
    /KhmerUI
    /KhmerUI-Bold
    /KodchiangUPC
    /KodchiangUPCBold
    /KodchiangUPCBoldItalic
    /KodchiangUPCItalic
    /Kokila
    /Kokila-Bold
    /Kokila-BoldItalic
    /Kokila-Italic
    /Komikazoom
    /KoPubBatangBold
    /KoPubBatangLight
    /KoPubBatangMedium
    /KoPubDotumBold
    /KoPubDotumLight
    /KoPubDotumMedium
    /KoreanCM-R
    /KoreanDREAM5-R
    /KoreanERIN-L
    /KoreanGD10-R
    /KoreanGD11-R
    /KoreanGD12-R
    /KoreanGD13-R
    /KoreanGD14-R
    /KoreanGD15-R
    /KoreanGD16-R
    /KoreanGD17-R
    /KoreanGD18-R
    /KoreanGD19-R
    /KoreanGESP-B
    /KoreanGESP-M
    /KoreanGEUDH-B
    /KoreanGEUDH-M
    /KoreanHANA-B
    /KoreanHANA-L
    /KoreanHANA-M
    /KoreanHS-R
    /KoreanIJ-R
    /KoreanPGD-B
    /KoreanPGD-L
    /KoreanPGD-M
    /KoreanPGS-B
    /KoreanPGS-L
    /KoreanYNIBG-B
    /KoreanYNIBG-L
    /KoreanYNMYT-B
    /KoreanYNMYT-L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oUI
    /LaoUI-Bold
    /Latha
    /Latha-Bold
    /LatinWide
    /Leelawadee
    /LeelawadeeBold
    /Leelawadee-Bold
    /LeelawadeeUI
    /LeelawadeeUI-Bold
    /LeelawadeeUI-Semilight
    /LEFI
    /LEFI2013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evenimMT
    /LevenimMT-Bold
    /LilyUPC
    /LilyUPCBold
    /LilyUPCBoldItalic
    /LilyUPCItalic
    /Lithograph-Bold
    /LithographLight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obib
    /lobif
    /Love
    /lovecharge
    /Lover-Bold
    /Lover-Regular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kgeolli
    /MalgunGothic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
    /Mangal-Bold
    /Mangal-Regular
    /Marlett
    /Masb
    /Masque
    /MaturaMTScriptCapitals
    /MDAlong
    /Mdam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eiryo
    /Meiryo-Bold
    /Meiryo-BoldItalic
    /Meiryo-Italic
    /MeiryoUI
    /MeiryoUI-Bold
    /MeiryoUI-BoldItalic
    /MeiryoUI-Italic
    /Menksoft__ipafont
    /Menksoft2007
    /Menksoft2012
    /MenksoftAmgalang
    /MenksoftAmgalang_cn
    /MenksoftGarqag
    /MenksoftGarqag_cn
    /MenksoftGarqag_mirror
    /MenksoftHara
    /MenksoftHara_cn
    /MenksoftHara_mirror
    /MenksoftHawang
    /MenksoftHawang_cn
    /MenksoftHawang_mirror
    /MenksoftQagan
    /MenksoftQagan_cn
    /MenksoftQagan_mirror
    /MenksoftScnin
    /MenksoftScnin_cn
    /MenksoftScnin_mirror
    /MeorimyungjoB-HM
    /MeorimyungjoXB-HM
    /MesquiteStd
    /Mgonsm
    /MHunmin
    /MicrosoftHimalaya
    /MicrosoftJhengHeiBold
    /MicrosoftJhengHeiLight
    /MicrosoftJhengHeiRegular
    /MicrosoftJhengHeiUIBold
    /MicrosoftJhengHeiUILight
    /MicrosoftJhengHeiUIRegular
    /MicrosoftLogo95
    /MicrosoftNewTaiLue
    /MicrosoftNewTaiLue-Bold
    /MicrosoftPhagsPa
    /MicrosoftPhagsPa-Bold
    /MicrosoftSansSerif
    /MicrosoftTaiLe
    /MicrosoftTaiLe-Bold
    /MicrosoftUighur
    /MicrosoftUighur-Bold
    /MicrosoftYaHei
    /MicrosoftYaHei-Bold
    /MicrosoftYaHeiLight
    /MicrosoftYaHeiUI
    /MicrosoftYaHeiUI-Bold
    /MicrosoftYaHeiUILight
    /Microsoft-Yi-Baiti
    /MingLiU
    /MingLiU-ExtB
    /Ming-Lt-HKSCS-ExtB
    /Ming-Lt-HKSCS-UNI-H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niskirt
    /Miriam
    /MiriamFixed
    /miro12
    /Mistral
    /Mjam
    /MJB
    /Mla
    /Mlan
    /ModakR-HM
    /Modern-Regular
    /Moebius
    /Moebius-Bold
    /MoebiusKorea-Bold
    /MoebiusKorea-Regular
    /MoeumTB-HM
    /MoeumTL-HM
    /MoeumTR-HM
    /MoeumTXB-HM
    /MogfilB
    /MogfilL
    /MogfilM
    /MongolianBaiti
    /MonotypeCorsiva
    /MoolBoran
    /morris9
    /MorseCode
    /Mpop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sul
    /MT-Extra
    /MVBoli
    /MyanmarText
    /MyanmarText-Bold
    /MyriadArabic-Bold
    /MyriadArabic-BoldIt
    /MyriadArabic-It
    /MyriadArabic-Regular
    /MyriadHebrew-Bold
    /MyriadHebrew-BoldIt
    /MyriadHebrew-It
    /MyriadHebrew-Regular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MyungjoB-HM
    /MyungjoL-HM
    /MyungjoNewsletter-HM
    /MyungjoSKB-HM
    /MyungjoXB-HM
    /NamuB-HM
    /NamuL-HM
    /NamuR-HM
    /NamuXB-HM
    /NanayRus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Bold
    /NanumBarunGothicLight
    /NanumBarunGothicOTF-YetHangul
    /NanumBarunGothicUltraLight
    /NanumBarunGothic-YetHangul
    /NanumBarunpen
    /NanumBarunpen-Bold
    /NanumBrush
    /NanumBrushOTF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GothicLight
    /NanumGothicOTF
    /NanumGothicOTFBold
    /NanumGothicOTFExtraBold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MyeongjoOTF
    /NanumMyeongjoOTFBold
    /NanumMyeongjoOTFExtraBold
    /NanumMyeongjoOTF-YetHangul
    /NanumMyeongjo-YetHangul
    /NanumPen
    /NanumPenOTF
    /Narkisim
    /Nature-Block
    /NaverDictionary
    /Navi_azi
    /Navi_Christmas
    /Navi_cutecats
    /Navi_flyingGirl
    /Navi_hellosanta
    /Navi_Icandoit
    /Navi_loveinlove
    /Navi_Noonnoo
    /Navi_okok
    /Navi_ShootingStar
    /Navi_socool
    /Navi_tangtangball
    /NewBatang
    /NewDotum
    /NewGulim
    /NewGungsuh
    /News701BT-BoldA
    /News701BT-ItalicA
    /News706BT-BoldC
    /NewsGothicBT-Bold
    /NewsGothicBT-BoldItalic
    /NewsGothicBT-Italic
    /NewsGothicBT-Light
    /NewsGothicBT-Roman
    /NewsGothicBT-RomanCondensed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irmalaUI
    /NirmalaUI-Bold
    /NirmalaUI-Semilight
    /NSimSun
    /NuevaStd-Bold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evaStd-Italic
    /Nuggim
    /NVggzzM
    /NVgmM
    /Nyala-Regular
    /OCRAbyBT-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CRB10PitchBT-Regular
    /OldEnglishTextMT
    /Ongdalsam
    /Onyx
    /Optima-BoldOblique
    /Optima-DemiBold
    /OptimaleBold
    /OptimaLTStd
    /OptimaLTStd-BoldItalic
    /OptimaLTStd-DemiBold
    /OptimaLTStd-MediumItalic
    /OptimaLTStd-XBlackItalic
    /Optima-Medium
    /OratorStd
    /OratorStd-Slanted
    /Orkhon
    /OSeongandHanEum-Bold
    /OSeongandHanEum-Regular
    /OzHandicraftBT-Roman
    /Pado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mNewB-HM
    /PamNewL-HM
    /PamNewM-HM
    /PanhwaR-HM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anutsGangDings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hags-paver_1.3
    /Phags-paver_1.3t�?f??
    /Phonetic
    /PianoB
    /PianoL
    /PianoM
    /pigflower
    /Pilgi1
    /PlantagenetCherokee
    /Playbill
    /PMingLiU
    /PMingLiU-ExtB
    /PNHBell
    /PNHBluerose
    /PNHForrest
    /PNHStyle
    /Pointers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ostB
    /PosterBodoniBT-Roman
    /PostL
    /PostM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yunjiR-HM
    /qpdi
    /Raavi
    /Raavi-Bold
    /RadiosinMotionHard
    /RageItalic
    /Ravie
    /RixButterflyM
    /RixCatSofaM
    /RixComingsoonB
    /RixComingsoonM
    /RixDearGiraffeM
    /RixDictationM
    /RixEggFriM
    /RixGoB
    /RixGoEB
    /RixGoL
    /RixGoM
    /RixGoMaejumM
    /RixGrimmM
    /RixMagicianB
    /RixMelangchollyM
    /RixMjB
    /RixMjEB
    /RixMjL
    /RixMjM
    /RixMoonL
    /RixMoonM
    /RixNoonmoolM
    /RixPigM
    /RixPrincessLoveM
    /RixSquirrel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d
    /RosewoodStd-Regular
    /SachunM
    /SaenaegiB-HM
    /SaenaegiL-HM
    /SaenaegiR-HM
    /SaenaegiXB-HM
    /SakkalMajalla
    /SakkalMajalla-Bold
    /SamNewB-HM
    /SamNewL-HM
    /SamNewM-HM
    /San02L
    /San02M
    /SanBgB
    /SanBgL
    /SanBgM
    /SanBoB
    /SanBsB
    /SanBsL
    /SanBsU
    /SanDaB
    /SanDaL
    /SandAr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M
    /SanDaU
    /SandEgB
    /SanDfB
    /SanDfS
    /SanDfT
    /SanDjB
    /SandJg
    /SanDjM
    /SandKg
    /SandKm
    /SandSaB
    /SandSaM
    /SandSm
    /SandTg
    /SandTm
    /SanEgL
    /SanEgM
    /SanHgB
    /SanHgL
    /SanHgM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JhR
    /SanKbB
    /SanKbL
    /SanKsB
    /SanKsL
    /SanMrB
    /SanMrJ
    /SanPkM
    /SanPuB
    /SanPuW
    /SBLGreek
    /SBLHebrew
    /SchadowBT-Bold
    /SchadowBT-Roman
    /ScriptMTBold
    /SegoePrint
    /SegoePrint-Bold
    /SegoeScript
    /SegoeScript-Bold
    /SegoeUI
    /SegoeUIBlack
    /SegoeUIBlack-Italic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Emoji
    /SegoeUI-Italic
    /SegoeUI-Light
    /SegoeUI-LightItalic
    /SegoeUI-Semibold
    /SegoeUI-SemiboldItalic
    /SegoeUI-Semilight
    /SegoeUI-SemilightItalic
    /SegoeUISymbol
    /SeH-CB
    /SeH-CBL
    /SeH-CEB
    /SeH-CL
    /SeH-CM
    /SeN-CB
    /SeN-CBL
    /SeN-CEB
    /SeN-CL
    /SeN-CM
    /SeoulHangangB
    /SeoulHangangEB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oulNamsanvert
    /SeoulPineTreeM
    /SeoulScript
    /SerifaBT-Bold
    /SerifaBT-Italic
    /SerifaBT-Roman
    /SerifaBT-Thin
    /SeUtum
    /Shadow9
    /SHeadG
    /SHeadR
    /ShonarBangla
    /ShonarBangla-Bold
    /ShowcardGothic-Reg
    /Shruti
    /Shruti-Bold
    /Siberia
    /SILDoulosIPA
    /SILDoulosIPA93Regular
    /SILDoulosIPA-Regular
    /SILManuscriptIPA
    /SILSophiaIPA
    /SimHei
    /SimplifiedArabic
    /SimplifiedArabic-Bold
    /SimplifiedArabicFixed
    /SimSun
    /SimSun-ExtB
    /SimSun-PUA
    /SinMyungJoyakja
    /SitkaBanner
    /SitkaBanner-Bold
    /SitkaBanner-BoldItalic
    /SitkaBanner-Italic
    /SitkaDisplay
    /SitkaDisplay-Bold
    /SitkaDisplay-BoldItalic
    /SitkaDisplay-Italic
    /SitkaHeading
    /SitkaHeading-Bold
    /SitkaHeading-BoldItalic
    /SitkaHeading-Italic
    /SitkaSmall
    /SitkaSmall-Bold
    /SitkaSmall-BoldItalic
    /SitkaSmall-Italic
    /SitkaSubheading
    /SitkaSubheading-Bold
    /SitkaSubheading-BoldItalic
    /SitkaSubheading-Italic
    /SitkaText
    /SitkaText-Bold
    /SitkaText-BoldItalic
    /SitkaText-Italic
    /SJBangu
    /SJDeepWater
    /SJDungule
    /SJMerryChristmas
    /SJRainbowSherbet
    /SJSecret
    /SJSoju1
    /SJSoju2
    /SJTeriteri
    /SMJGothic10Std-Regular
    /SMJGothicStd-Regular
    /SMKGothicStd-Regular
    /SMSSMyungJo10Std-Regular
    /SMSSMyungJoStd-Regular
    /SnapITC-Regular
    /SohaR-HM
    /SoltB
    /SoltL
    /SouvenirITCbyBT-Demi
    /SouvenirITCbyBT-DemiItalic
    /SouvenirITCbyBT-Light
    /SouvenirITCbyBT-LightItalic
    /Square721BT-Bold
    /Square721BT-BoldCondensed
    /Square721BT-Roman
    /Square721BT-RomanCondensed
    /Staccato222BT-Regular
    /Stencil
    /StencilStd
    /STZhongsong
    /sweetcity
    /Swiss721BT-Black
    /Swiss721BT-BlackCondensed
    /Swiss721BT-Bold
    /Swiss721BT-BoldCondensed
    /Swiss721BT-BoldCondensedItalic
    /Swiss721BT-BoldItalic
    /Swiss721BT-Heavy
    /Swiss721BT-Italic
    /Swiss721BT-ItalicCondensed
    /Swiss721BT-Light
    /Swiss721BT-LightExtended
    /Swiss721BT-LightItalic
    /Swiss721BT-Roman
    /Swiss721BT-RomanCondensed
    /Swiss911BT-ExtraCompressed
    /Sylfaen
    /SymbolMT
    /TaeGP
    /TaeGulim
    /TaeKo
    /TaeM
    /TaeUtum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NewRomanMon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aditionalArabic
    /TraditionalArabic-Bold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ansliterationTimes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rubetzkoy
    /TSThgrgl
    /TSTNamr
    /TSTPenC
    /TTDongwhacaekB
    /TTDongwhacaekL
    /TTDongwhacaekR
    /TTHayanbunpilR
    /TTOboksanghoeR
    /Tunga
    /Tunga-Bold
    /Tunga-Regular
    /Turk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oBabyHeartM
    /TypoCrayonM
    /TypoDecoSolidSlash
    /TypoEnterForever10
    /TypoUprightBT-Regular
    /Umschrift_TTn-BoldPS
    /Umschrift_TTn-ItalicPS
    /Umschrift_TTnPS
    /UrduTypesetting
    /UrduTypesetting-Bold
    /Utsaah
    /Utsaah-Bold
    /Utsaah-BoldItalic
    /Utsaah-Italic
    /Utum
    /Vani
    /Vani-Bold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jaya
    /Vijaya-Bold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Vrinda-Bold
    /Webdings
    /Webpop10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oriBatang
    /WooriDotum90C1
    /WoorinR-HM
    /X-
    /Xanty
    /Xanty-Bold
    /Xanty-Italic
    /YBatang110
    /YBatang120
    /YBatang130
    /YBatang140
    /YBatang150
    /YBatang160
    /YDBomnalL
    /YDBomnalM
    /YDEunhasu
    /YDIAsphaltB
    /YDIAsphaltL
    /YDIBingB
    /YDIBingL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BlueB
    /YDIBlueEB
    /YDIBlueL
    /YDIBlueM
    /YDIBurnB
    /YDIBurnG
    /YDIBurnW
    /YDIChbinB
    /YDIChbinL
    /YDIChbinM
    /YDIChooB
    /YDIChooL
    /YDIChooM
    /YDIChunB
    /YDIChungB
    /YDIChungCB
    /YDIChungL
    /YDIChungM
    /YDIChunL
    /YDIChunM
    /YDICMjoB
    /YDICMjoL
    /YDICMjoM
    /YDICosB
    /YDICosD
    /YDICosL
    /YDICstreB
    /YDICstreL
    /YDICstreM
    /YDICstreUL
    /YDIDanB
    /YDIDanL
    /YDIDanM
    /YDIFadeB
    /YDIFadeL
    /YDIFadeM
    /YDIFireB
    /YDIFireL
    /YDIFireM
    /YDIGasiIIB
    /YDIGasiIIL
    /YDIGasiIIM
    /YDIGirlB
    /YDIGirlL
    /YDIGirlM
    /YDIGoldB
    /YDIGoldL
    /YDIGoldM
    /YDIGomB
    /YDIGomL
    /YDIGomM
    /YDIGukB
    /YDIGukL
    /YDIGukM
    /YDIGurmB
    /YDIGurmL
    /YDIGurmM
    /YDIHoopB
    /YDIHoopL
    /YDIHoopM
    /YDIHoopwM-KSCpc-EUC-H
    /YDIHsangIIB
    /YDIHsangIIL
    /YDIHsangIIM
    /YDIIrisB
    /YDIIrisL
    /YDIIrisM-KSCpc-EUC-H
    /YDIJininB
    /YDIJininL
    /YDIJininM
    /YDIManB
    /YDIManL
    /YDIManM
    /YDIMatrix01
    /YDIMatrix02
    /YDIMatrix03
    /YDIMatrix04
    /YDIMatrix05
    /YDIMatrix06
    /YDIMatrix07
    /YDIMatrix08
    /YDIMatrix09
    /YDIMokB
    /YDIMokL
    /YDIMokM
    /YDIMonoB
    /YDIMonoL
    /YDIMonoM
    /YDINeoulB
    /YDINeoulL
    /YDINeoulM
    /YDIOffIIB
    /YDIOffIIEB
    /YDIOffIIL
    /YDIPaintB
    /YDIPaintL
    /YDIPaintM
    /YDIPinoB
    /YDIPinoL
    /YDIPinoM
    /YDIPu
    /YDIPuM
    /YDISaoB
    /YDISaoL
    /YDISaoM
    /YDISaoUL
    /YDISapphIIB
    /YDISapphIIL
    /YDISapphIIM
    /YDISmileB
    /YDISmileL
    /YDISmileM
    /YDISnailM
    /YDISolM-KSCpc-EUC-H
    /YDISongB
    /YDISongL
    /YDISongM
    /YDISprIIB
    /YDISprIIL
    /YDISprIIM
    /YDISumB
    /YDISumL
    /YDISumM
    /YDIWebBatan
    /YDIWebDotum
    /YDIWindB
    /YDIWindL
    /YDIWinIIB
    /YDIWinIIL
    /YDIWinIIM
    /YDIWriSin
    /YDIYahwaB
    /YDIYahwaL
    /YDIYahwaM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headB-KSCpc-EUC-H
    /YDIYheadM-KSCpc-EUC-H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IYSin
    /YDIYuroB
    /YDIYuroL
    /YDIYuroM
    /YDMan
    /YDotum110
    /YDotum120
    /YDotum130
    /YDotum140
    /YDotum150
    /YDotum160
    /YDParismorning
    /YDPigpigyo
    /YDPingkeurilli
    /YDSAH
    /YDSDJ
    /YDSHO
    /YDSHS
    /YDSJH
    /YDSJY
    /YDSMJ
    /YDSoodadingbat
    /YDSoodagongju
    /YDSpringwaltz
    /YDSSH
    /YDStartsatang
    /YDSunilove
    /YDWoman
    /Yellow10
    /YeopseoR-HM
    /YetR-HM
    /YetSansB-HM
    /YetSansL-HM
    /YetSansR-HM
    /YetSansXB-HM
    /YGO520
    /YGO530
    /YGO540
    /YGO550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mjo420
    /Ymjo440
    /Ymjo450
    /YMjO520
    /YMjO530
    /YMjO540
    /YMjO550
    /YonseiB
    /YonseiL
    /YuGothic-Bold
    /YuGothic-Light
    /YuGothic-Regular
    /YuMincho-Demibold
    /YuMincho-Light
    /YuMincho-Regular
    /ZapfElliptical711BT-Bold
    /ZapfElliptical711BT-BoldItalic
    /ZapfElliptical711BT-Italic
    /ZapfElliptical711BT-Roman
    /ZurichBT-BlackExtended
    /ZurichBT-RomanExtended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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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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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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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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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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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 2400]
  /PageSize [595.276 841.89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