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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두께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인장증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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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test results of 12 direct tensile specimen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ver thickness on

the tension stiffening behavior in axially loaded reinforced concrete tensile members. Six concrete cover thickness ratios are

selected as a main experimental parameter. The results showed that, as cover thickness became thinner, more extensive split

cracking along the reinforcement occurred and transverse crack spacing became smaller, making the effective tensile stiffness

of thin specimens at the stabilized cracking stage to be much smaller than that of thick specimens. This observation is not imple-

mented in the current design provisions, in which the significant reduction of tension stiffening effect can be achieved by apply-

ing thinner cover thickness. Based on the present results, a modified tension stiffening factor is proposed to account for the effect

of the cov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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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하면 강성이 저

하되고, 균열면에서 응력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균열이

발생한 단면에서 모든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하지만, 하

중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이 계속적으로 형성되면서 균열

단면 사이 부분의 콘크리트는 부착에 의해 철근으로부터

전달되는 인장력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주변

콘크리트에 의해 철근의 변형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인장

증강효과(tension stiffening effect)라고 한다. 이 인장증강

효과는 균열 발생후 작용력이 증가하면 점차 감소한다.

그런데 인장증강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착 거

동에 대한 특성이 아직까지 명료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1,2)

이러한 배경에서 CEB-FIP Model Code 1990
3)
(MC 90)

과 EUROCODE 2
4)
(EC 2)에서는 직접인장실험 결과

5-6)
를

바탕으로 인장증강효과를 Fig. 1에 보인 철근의 평균변

형률 εsm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즉, 균열이 처음 발생했

을 때 철근 변형률의 변화량인 ∆εs,max에 부착특성을 반

영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인장증강 계수를 도입

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곡선으로 이상화한 식과 1차 선

형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1a)

(1b)

여기서, fso는 균열면의 철근응력(MPa), fscr은 인장균열이

발생하는 순간의 균열면 철근응력(MPa), Es는 철근의 탄

성계수(MPa)이다. 그리고 βMC90은 MC 90의 하중형태에

따른 인장증강 계수로서 단기하중일 때 0.4, 장기 또는

반복하중일 때는 0.6을 적용하며, βEC2는 EC 2의 계수로

서 철근응력 증가에 반비례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여기서, k는 변형률 분포함수로서 EC 2에서는 1.0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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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증강효과는 부재의 응력-변형률 관계, 강성, 곡률

및 유효단면2차모멘트 등에 영향을 주며, 균열폭 및 처

짐과 같은 사용한계상태에서의 성능 요구 조건을 검증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선형함수 형태인 MC 90

의 식 (1a)는 균열폭 계산식에 사용되며, 2차 비선형 함

수인 EC 2의 식 (1b)는 처짐 계산을 위한 곡률식에 그

대로 적용된다.

식 (1a)와 (1b)는 Leonhardt
5)
와 Johson

6)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화한 것인데, 이들 식은 인장증강효과에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콘크리트의 얇은 피복두께에

의한 쪼갬균열(splitting crack)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인장부재에 하중이 작용하면 부재축에 직각인 횡

방향균열(transverse crack)과 평행한 쪼갬균열이 혼재해

서 발생하는데 이들 균열은 인장증강효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 

Abrishami와 Mitchell
7)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장부재

에 쪼갬균열이 발생하면 인장증강효과는 크게 감소하며,

피복두께에 대한 철근 직경의 비 c / db가 2.5 미만인 경

우에는 쪼갬균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

로서, 피복두께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부재의 인

장증강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성능 검증에 적용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c / db를 변수로 하는

직접인장실험을 수행하고, 이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식

(1a)와 (1b)의 인장증강 계수에 피복두께의 영향이 각각

반영되도록 수정하였다.

2. 실 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체는 Fig. 2와 같이 1,500 mm

길이의 직접인장 실험체로서, 항복강도 fy가 430 MPa인

D19 철근 1개를 단면의 중심에 배치시켰다. 모든 실험

체는 단면적과 철근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피복두께

만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장비가 다른 직사각형 형태로

하여 c / db가 1.0에서 3.5까지 0.5씩 증가되도록 단면을

결정하였다.

콘크리트는 Table 1과 같은 배합을 적용하여 설계기준

압축강도 fck가 25 MPa인 실험체를 각 c / db별로 2개씩

총 12개를 제작하였다. 양생 중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건

조수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타설 후 거푸집 탈형까지는

부직포를 이용한 습윤양생을 하였고, 이후 실험전까지 4

주 동안은 수중양생을 하였다.

하중재하 및 측정은 Fig. 3에 보인 것과 같은 변위제어

방식 가력기와 200 kN 용량의 로드셀(load cell)을 이용하

였다. 하중재하시 실험체에 편심이 작용하지 않도록 가력

기와 실험체가 평행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실험체의 자

중은 고려하지 않았다. 실험체 양단 사이에서 균열에 의

한 길이방향 변형량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장실

험체의 양쪽 하중단에 철근과 같이 거동할 수 있는 변위

계 지지판 설치용 클램프를 부착한 후에 4개의 변위계

(LVDT)을 설치하여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이용하여 하

중-변위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하중 단계마다 발

생한 균열을 기록하여 실험체의 균열거동을 파악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피복두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측정된

하중-변형률 관계를 Fig. 4에 정리하였다. 그림을 살펴보

면, 각 실험체의 콘크리트 단면적과 보강 철근이 동일함

에도 불구하고, 피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인장증강효과

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Tension stiffening behavior in axial loaded members

Fig. 2 Specimens geometry 

Table 1 Mixture design of concrete

W/C
S/a

(%)

Slump

(mm)

Unit weight (kg/m
3
)

C W S G

0.60 45 150 385 229 810 991

Fig. 3 Test setup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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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실험체의

하중-변형률 그래프상에 횡방향균열이 처음 발생한 하중

Ntr과 쪼갬균열 발생하중 Nsp를 굵은점과 화살표를 이용

하여 표시하였다. 횡방향균열 발생하중은 육안관찰 및

LVDT에서 측정된 변형량의 변화를 종합하여 결정하였

으며, 쪼갬균열 발생하중은 육안관찰에 의해 측정된 결

과를 이용하였다. 

Fig. 4에 정리한 균열 발생하중을 분석한 결과, 12개

실험체의 횡방향균열하중 Ntr은 콘크리트 인장강도에 의

한 균열하중 크기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쪼갬균열

하중 Nsp는 피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얇은 피복두께를 갖는 TS10과 TS15 실험체

에서는 쪼갬균열이 횡방향균열보다 먼저 발생하여 철근

을 따라 확장되어가면서 실험체의 변형이 증가하여 결국

은 인장증강효과가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두꺼운

피복을 갖는 실험체인 TS30과 TS35에서는 횡방향균열이

모두 발생한 이후 쪼갬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최

종 하중 단계에서도 매우 짧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균열은 실험체의 인장증강효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각 피복두께별

로 횡방향균열과 쪼갬균열의 발생하중을 정리한 Fig. 5를

살펴보면, 각 실험체의 단면적과 철근양이 같기 때문에

횡방향균열이 발생하는 하중은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상

Fig. 4 Comparison between test results and predicted response for MC 90 and EC 2

Fig. 5 Cracking load of transverse crack and splitting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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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쪼갬균열은 피

복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균열 발생 하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Table 2에 정리된 각 실험체에 발생된 횡방향

균열의 평균 간격을 도해한 그래프이고, Fig. 7은 각 실

험체의 균열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피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균열간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Broms
8)
와 CEB-FIP Model

Code 1978
9)
에서 제시한 평균 균열간격과 잘 부합되고 있

다. 다만, 피복두께가 가장 얇은 c / db가 1.0인 실험체의

균열간격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균열 발생 단계의 초

기부터 과도하게 발생된 쪼갬 균열의 영향인 것으로 판

단된다.

4. 인장증강 계수의 수정

앞 절에서 밝힌바와 같이 각 설계기준의 인장증강 계

수 β는 MC 90에서 0.4, EC 2의 경우 fscr / fso로서 작용하

중의 증가에 따라 1.0에서 0으로 감소하는 값을 갖는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Fig. 4에 보인 것과 같이 피복두께에

따라 실험체의 인장증강효과가 변화하고 있으며, MC 90

과 EC 2에서 규정하는 인장증강 계수로서 예측한 결과와

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C 90

과 EC 2에서 규정하는 인장증강 계수로는 부재의 인장증

강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피복두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8은 MC 90과 EC 2의 인장증강효과 모델을 다음

과 같이 인장증강 계수에 대한 식으로 수정한 후, 각 실
 

Table 2 Specimen properties and test results 

Specimen
Cover thickness

 ratio (c / db)

Cross sectional

dimensions

a × b (mm)

Measured concrete strength Initial cracking load
Number of 

primary

transverse crack

Average

crack spacing

(mm)

Compressive

strength

fck (MPa)

Splitting

tensile strength

fsp (MPa)

Transverse

crack

Ntr (kN)

Splitting

crack

Nsp (kN)

TS10-A
1.0 60 × 385

25.4 1.96

55 42 7 188

TS10-B 54 36 10 136

TS15-A
1.5 80 × 290

55 39 8 167

TS15-B 46 46 12 115

TS20-A
2.0 100 × 230

51 53 10 136

TS20-B 48 62 9 150

TS25-A
2.5 115 × 200

52 68 7 188

TS25-B 47 84 9 150

TS30-A
3.0 135 × 170

51 84 6 214

TS30-B 52 86 5 250

TS35-A
3.5 150 × 155

45 93 4 300

TS35-B 50 93 6 214

Fig. 6 Average crack spacing

Fig. 7 Final crack configuration (seri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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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체로부터 측정된 하중과 철근의 평균 변형률을 이용하

여 작용하중 증가에 따른 인장증강 계수의 변화를 분석

한 것이다. 

(3a)

(3b)

이 그림을 살펴보면, 굵은실선 및 점선으로 표시한 MC

90과 EC 2의 인장증강 계수는 모든 피복두께에서 실험

체의 인장증강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실험 결과

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

해서 각 설계기준 별로 분석해보면, MC 90의 인장증강

계수는 피복두께가 얇은 TS10, TS15 실험체에서는 상대

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TS20, TS25 및 TS30 실

험체에서는 피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평균값이 MC 90

의 값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TS35 실험체에서는 MC 90

의 β계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EC 2의 인장증강 계수는 모든 실험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피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그 차

이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각 설계기준의

인장증강효과 모델이 피복두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인장증강 계수를 수정하였다.

먼저 MC 90의 경우에는 0.4라는 고정값으로 계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식 (3a)로 계산되는 각 실험체의 인장증

강 계수를 균열하중부터 항복하중까지 평균하여 대푯값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값들과 피복두께와의 관계를

Fig. 9에 도해하였다.

Fig. 9의 결과로부터 피복두께와 인장증강 계수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c / db가 1.5 보다 작거나 3.0 보다 큰

경우에는 일정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c / db가 1.5에서 3.0

사이에서 인장증강 계수는 Abrishami와 Mitchell
7)
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직선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인장증강

계수에 피복두께의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피

복두께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인장증강 계수를 정의하였다.

(4a)

βMC90

fso

fscr
-------

Esεsm

fscr
-------------–=

βMC2

fso Esεsm–

fscr
-------------------------=

βMC90 0.2 c/db 1.5<( )=

Fig. 8 Distribution of tension stiffening factor with applied loading ratio

Fig. 9 Relationships of βMC90 vs c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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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4c)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식 (4)는 실험을 수행한 피복두께

인 c / db가 1.0에서 3.5까지의 관계만을 정의한 것이고, 특

히 Abrishami와 Mitchell
7)
과 Kim 등

10)
의 연구 결과보다

정확하게 피복두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C 2의 경우에는 MC 90과 다르게 철근응력에 반비례

( fscr / fso)하는 비선형 함수로서 인장증강 계수를 정의한

다. 따라서 피복두께의 영향을 이 계수에 반영하기 위해

서는 식 (2)에서 설명한 비선형 형상함수 k값을 수정하

여야 한다. 피복두께의 변화에 따른 k값의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하여 각 실험체에서 측정된 하중과 철근의 평균

변형률을 다음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를 Fig.

10에 피복두께와의 관계로 도해하였다.

(5)

Fig. 10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피복두께와 EC 2의

인장증강 계수의 비선형 형상함수인 k의 관계는 MC 90

의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c / db가 1.5 보다 작거나 3.0

보다 큰 경우에는 고정값으로, 1.5에서 3.0 사이에서는

직선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EC 2의 인장증강 계수에 피

복두께의 영향을 반영하는 형상함수는 MC 90과 마찬가

βMC90 0.2c/db 0.1– 1.5 c/db 3.0≤≤( )=

βMC90 0.5 c/db 3.0>( )=

k log f
scr

f
so

-------⎝ ⎠
⎛ ⎞

f
so

E
s
ε
sm

–

f
scr

--------------------------⎝ ⎠
⎛ ⎞

=

Fig. 10 Relationships of kEC2 vs c / db

Fig. 11 Comparison between test results and modified predicted response for MC 90 and E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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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피복두께를 3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6a)

(6b)

(6c)

이상과 같이 수정된 MC 90과 EC 2의 인장증강 계수

식 (4)와 (6)을 이용하여 계산한 인장증강 효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11에 정리하였다. 이 그림을 살펴

보면, 균열발생단계에서 균열하중의 차이는 발생하였지

만, 인장증강효과를 정의하는 균열안정화 단계에서는 실

험값과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능 검증에 적용

되는 사용하중 단계는 횡방향균열이 거의 발생하여 균열

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한

계상태에서의 사용성능 검증을 위한 균열안정화 단계에

서의 인장증강효과를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MC

90과 EC 2의 인장증강 계수에 피복두께의 영향을 고려

한 식 (4)와 (6)은 직접인장부재의 균열 후 인장증강효과

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이 결과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능 검증

요소인 균열폭과 처짐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균열폭 및 처짐에 대

한 사용성능 검증을 위한 기반이론이 되는 인장증강효과

에 대해서 피복두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2개의 직

접인장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인장증

강 계수를 수정한 것으로서, 피복두께를 주변수로 하는

인장증강효과 및 계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쪼갬균열은 인장증강효과에 큰 영향을 주며 피복두

께가 두꺼워질수록 쪼갬균열이 발생하는 하중은 증

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장증강효과도 개선되었다.

2) 피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균열간격은 증가하며, 쪼

갬균열 발생하중은 피복두께의 증가율에 비례하였다.

3) 피복두께의 변화에 따른 인장증강효과의 차이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는 MC 90과 EC 2의 인장증강효

과 모델에 피복두께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인장

증강 계수를 각각 도입하여 정식화하였다. 이 계수

들은 인장부재의 균열 후 인장증강효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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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인장증강효과에 대한 피복두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12개의 축하중을 받는 직접인장

실험체의 실험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이다. 피복두께와 철근 직경의 비를 주 변수로 선정하여 6개의 서로 다른 피복

두께를 갖는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피복두께가 얇을수록 쪼갬균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인장증강효과와 균열간격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균열안정화 단계에서의 인장증강효과도 피복두께가 얇아질

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행 설계기준의 인장증강효과 모델들은 피복두께의 변화에 따른 인장증강 거동의 차

이를 반영할 수 없으며, 특히 피복두께가 얇을수록 인장증강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및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인장증강효과에 피복두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인장증강 계수

수정식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피복두께, 균열간격, 직접인장부재, 쪼갬균열, 인장증강

kEC2 3.0 c/db 1.5<( )=

kEC2 4.5 c/db 1.5 c/db 3.0≤ ≤( )–=

kEC2 1.5 c/db 3.0>( )=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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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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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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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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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