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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Damage Symptom of Grape (Vitis vinifera) 

by Tea Bagworm (Eumeta minuscula) and Control Efficacies 

of Several Insecticides against the Eumeta minus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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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mage of tea bagworms, Eumeta minuscula was observed for the first time from grape leaves

of grape (varieties: Cambell Early and M.B.A.) from a vinery at Gumho-up, Gyeongsan, Gyeongbuk on 31

August, 2012. Activity of insecticides [Bacillus thuringiensis var. kurstaki (serotype IIIa, IIIb) WP,

chlorantraniliprole 5% GP, methoxyfenozide 21% SC, spinetoram 5% GP, and spinosad 10% GP] was tested

on fourth instar larvae of Eumeta minuscula in laboratory. Mortality of 4th instar of Eumeta minuscula was

higher when treated with spinosad 10% WG (88.7%) and spinetoram 5% WG (67.7%) sprayed with field

recommended concentration using a home sprayer in laboratory. Mortality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

decreased, however leaf damage rat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one-fourth rate and the control.

Spinetoram 5% WG and spinosad 10% WG showed 63.7 and 55.7% respectively mortality of fourth instar

Eumeta minuscula in field. Though these two insecticides could be used for the control of bagworms on

grape, a more effective insecticide needs to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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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차주머니방(Eumeta minuscula)은 나비목(Lepidoptera) 주

머니나방과 (Psychidae)에 속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분포하고 있다(Kobayashi

and Taketani, 1994; Lee and Chung, 1997; Ades and

Kendrick, 2004). 차주머니나방은 잡식성 해충으로 일본에

서 24과 76종의 수목류 잎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나 밤나무, 벚나무, 배나무, 복숭아나

무와 같은 유실수 등 38종의 기주식물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bayashi and Taketani, 1994; Forest Research

Institute, 1995; Lee and Chung, 1997).

국내에서 보고된 주머니나방류는 6종이며 차주머니나방

은 보통 1년에 1회 발생하는데 나뭇가지에 고착시킨 주머니

속에서 월동한 유충이 다음 해 봄부터 7월까지 잎을 가해

하고, 성충은 5월 하순부터 8월에 성충이 되어 산란하고, 부

화 한 유충은 주머니에서 탈출하여 바람을 이용하여 분산

한다. 이들은 10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잎을 가해하고, 그 후

고치속에서 유충태로 월동한다(Kobayashi and Taket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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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Lee and Chung, 1997).

국내에서 포도의 재배면적은 17,445 ha이고, 생산량은

269,150톤으로, 감, 사과, 감귤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과

수작물이다(http://kosis.kr). 2011년 시도별 재배면적은 경상

북도가 8,306 ha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충청북도의 2,916ha (16.7%)와 경기도의 2,640 ha

(15.1%)로 이들 3 지역의 재배면적이 우리나라 전체의 79.4%

를 차지하고 있다(http://kosis.kr).

임업연구원(Forest Research Institute, 1995)는 포도에서

발생하는 해충 162종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주요 해충은

줄기를 가해하는 포도호랑하늘소, 포도유리나방, 박쥐나방,

말채나무공깍지벌레와 잎을 가해하는 포도박각시나방, 포

도들명나방, 두점박이애매미충, 주둥무늬차색풍뎅이, 점박

이응애, 볼록총채벌레, 포도뿌리혹벌레라고 하였다(Cha et al.,

2002).

한편 재배 작물의 변화와 기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

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해충들이 관건 해충화 되거나 갑

자기 발생량이 급증하여 돌발해충화 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기 발견과 초기 대처가 미흡하

여 밀도가 높아지거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아까시잎혹파

리(Obolodiplosis robiniae)의 경우 2002년에 피해가 나타나

기 시작한 후 200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방제약제

에 대한 선발은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Park et al., 2009b),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꽃매미(Lycorma

delicatula)의 경우도 방제약제에 대한 연구가 2009년과

2010년에 이루어져(Park et al., 2009a; Shin et al., 2010) 신

규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되지 못하여 피해면적이 급속

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었다. 한편 2009년과 2010

년에 국지적으로 발생한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의 경우 2011년에 살충제에 대한 감수성 연구가 수행되어

신속한 방제 대책을 강구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Ahn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포도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 조사를 수행하던 중 포도에

서 피해가 없었던 차주머니나방에 의한 피해가 발견되어 이

에 대한 보고와 피해 확산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우선적

으로 포도에 피해를 주는 나방류 해충에 등록되어 있는 작

물보호제들의 살충력을 실내와 야외에서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발생조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

도 화성과 충북 영동, 경북 상주와 영천, 전북 남원지역의

수출농가와 일반농가에서 포도 생육기 중에 조사를 수행하

였다. 2012년에는 5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월 1회 조사

하였다. 차주머니나방의 피해가 확인 된 영천지역은 5월 19

일과 6월 29일, 7월 27일, 8월 31일 수출단지 지정과원 5곳

과 일반과원 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각 조

사 과원의 규모가 1 ha 미만이어서 과원별로 20주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는데 주당 10개 이상의 순과 10송이의 포도 및

10개 순에 붙어 있는 잎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피해 확인과 분류동정

차주머니나방에 의한 피해는 2012년 8월 31일 조사에서

확인이 되어 조사당일 가해하고 있던 주머니나방 유충을 피

해 엽과 함께 30엽 이상을 채집하여 지퍼팩에 넣어 실험실

로 가져왔다. 그리고 포도 잎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

여 기 피해엽에 건전한 포도 잎을 올려 놓은 후 주머니나방

의 섭식 여부를 12시간 후 확인 하였다. 채집 된 주머니나방

은 도감과 인터넷 검색자료를 이용하여 동정하였으며, 영기

는 Nishida (1983)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살충활성 검정

차주머니나방에 대한 살충효과가 높은 약제선발을 위하여

포도들명나방의 방제약제로 등록되어 있는 5종의 작물보호

제 즉, Bacillus thuringiensis var. kurstaki (serotype IIIa,

IIIb) 수화제 (wettable powder; WP), chlorantraniliprole 5%

입상수화제 (wettable granular; WG), methoxyfenozide 21%

액상수화제 (suspension concentrates; SC), spinetoram 5%

WG, spinosad 10% WG를 사용하였다(KCPA, 2012).

차주머니나방은 경북 영천의 피해 농가에서 포도 잎을 가

해하고 있던 유충을 2012년 9월 13일 포도 잎과 함께 채집

하여 실험실로 가져와서 9월 14일 실험에 이용하였다. 포도

잎 한 장이 붙어있는 줄기를 전정가위로 잘라 오아시스에

꽂은 뒤, 직경 10 cm ×높이 8 cm의 플라스틱 용기에 놓고,

차주머니나방 4령충을 15마리씩 방사하였다. 잎은 신엽을

사용하였으며 잎에서 떨어진 주머니나방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오아시스에 부착하지 못하게 오아시스 위쪽에 여과지

1장을 끼워 두었다. 방사 30분 후 차주머니나방 유충이 포도

잎에 완전히 정착한 것을 확인한 후, 기준량 농도로 희석한

각각의 방제제를 가정용 스프레이로 충분히 엽 전체에 고루

살포하였다. 약제 살포 1시간 후 처리 된 잎으로부터 차주

머니나방이 외부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리한 포도

잎을 넣은 것과 동일한 플라스틱 통을 위에 구멍을 4-5개

낸 뒤 씌웠다. 무처리는 물만 살포하였으며 하나의 처리를

한 반복으로 4반복 처리하였다. 처리 후 실험실 내의 사육

상에 두면서 12:12의 명:암 조건을 부여하였다. 처리 5일 후

각 처리별로 차주머니나방을 수거하여 주머니에서 꺼낸 뒤

현미경 하에서 붓이나 핀으로 자극을 가하여 반응이 없는

것을 치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충율을 구하였으며 엽 피해

면적은 photoshop CS5 program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1차 실내 실험에서 차주머니나방에 방제 효과가 높았던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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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물보호제(Bt WP, methoxyfenozide 21% SC, spinetoram

5% WG, spinosad 10% WG)를 이용하여 9월 24일 농도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방법은 1차 실내 실험과 동일하

게 하였으며 처리 약제의 농도는 기준량과 1/2배량, 1/4배량

으로 처리하였다. 무처리는 물만 살포하였으며 하나의 처리

를 한 반복으로 4반복 처리하였다. 처리 후 실험실 내의 사

육상에 두면서 12:12의 명:암 조건을 부여하였다. 처리 5일

후 각 처리별로 차주머니나방을 수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사충율과 엽 피해면적을 구하였다.

포장 실험

포도 나방류 등록 작물보호제들 중 실내 생물검정에서 차

주머니나방에 대해 효과가 높았던 4종의 작물보호제(Bt WP,

methoxyfenozide 21% SC, spinetoram 5% WG, spinosad 10%

WG)를 이용하여 9월 25일 야외 방제효과를 검정하였다. 실

험은 차주머니나방의 피해가 최초 확인된 경북 영천의 캠벨

얼리 포도원에서 수행하였다. 20마리 이상의 차주머니나방

유충이 가해하고 있던 3-5엽을 대상으로 기준량 농도로 희석

한 각각의 작물보호제들을 가정용 500 mL 스프레이를 이용

하여 충분히 살포하였다. 살포 후 차주머니나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을 씌워 노끈으로 고정시켰다. 무처리는

물만 살포하였으며 하나의 처리를 한 반복으로 4반복 처리

하였다. 처리 7일 후 각각의 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엽들을

채취하여 엽에 있는 차주머니방을 주머니에서 들어내어 현

미경 하에서 붓이나 핀으로 자극을 가하여 반응이 없는 것

을 치사 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충율을 구하였다. 또한 처리

3일과 5일, 7일 후에 잎에 발생하는 약해 유무를 달관 조사

하였다. 처리 당일 평균기온은 17.9oC였으며 최저기온과 최

고기온은 각각 12.3oC, 24.6oC였고, 강우는 약제 처리 때부

터 효과 조사 때까지 없었다.

통계처리

백분율로 나온 모든 실험결과는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arcsin√변환하였으며 각 처리의 평균값 비교를 위하여 Tukey

HSD test로 분산분석하였으며(Analytical software, 2003),

결과는 변환전의 값으로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차주머니나방 유충에 의한 포도 잎 피해는 2012년 8월 31

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관행재배 농가에서(N 35o55'51.7'',

E 128o53'14.9'') 목격되었다. 피해를 받고 있던 잎을 채취하

여 건전한 잎을 제공하였을 때 차주머니나방은 주머니를 쓴

채로 새로운 잎으로 이동하여 가해를 시작하였다(Fig. 1A).

야외에서 확인된 피해품종은 캠벨얼리와 M.B.A였다(Fig.

1B, C). 포도 잎의 피해는 표면과 배면 모두에서 나타났는

데, 유충이 엽육 표피부분만 식해하여 나머지 부분이 갈색

으로 변하거나 엽육 전체를 식해하여 그물처럼 구멍이 생기

는 피해를 주었다(Fig. 1D).

차주머니나방 4령충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엽면살포 5일 후

포도 나방류 등록 약제들에 대한 실험 결과, chlorantraniliprole

5% 입상수화제(30.2% 보정사충율)를 제외한 모든 처리에서

무처리(13.6% 사충율)에 비해 낮은 생충율을 보였다(df = 5,

18, F = 10.0, P < 0.0001)(자료 미제시). 1차 실험에서 효과

Fig. 1. Damage of grape leaf by Eumeta minuscula. A; Eumeta minuscula moved to undamaged leaf of grape, B; Damage in variety
Cambell Early, C; Damage in variety M.B.A., D; Damage symptom of grape leaf by Eumeta minus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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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았던 4가지 방제제의 농도별 실험결과 1차 실험과 같

이 spinosad 처리에서 효과가 가장 높았는데 희석배수가 높을

수록 사충율은 감소하였다(df = 12, 26, F = 9.03, P < 0.0001).

무처리구의 치사율은 17.3%였다.

한편 실내에서 포도 나방류 등록 약제 처리는 1차 실험과

2차 실험 모두에서 차주머니나방에 의한 포도 잎 피해를 유의

하게 감소시켰는데(1차 실험: df = 5, 18, F = 8.2, P < 0.0003)

2차 실험에서 엽 피해는 methoxifenozide 처리를 제외하고

는 모든 방제제의 기준량 처리에서 무처리 대비 상대적 피

해 엽면적율이 90% 이상 낮았다(df = 12, 26, F = 17.0, P <

0.0001)(Table 1).

실내실험에서 살충 효과가 높았던 약제들을 대상으로 9월

27일 야외에서 처리한 후 효과를 조사 한 결과 spinosad 처

리구의 보정사충율이 63.7%로 가장 높았고, spinetoram 처

리구에서는 55.7%의 보정사충율을 나타내었다(df = 4, 15,

F = 20.8, P < 0.0001)(Table 2). 모든 처리구에서 약해는 발

생하지 않았다.

포도의 차주머니나방에 의한 피해는 최초로 확인되었다. 차

주머니나방은 차나무의 주요 해충의 하나이다(Hsiao, 2004).

잡식성으로 다양한 수목류의 잎을 가해한다. 산지보다는 정

원수나 가로수, 수목원 등에서 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obayashi and Taketani, 1994; Lee and Chung, 1997;

Nishida, 1983). 주머니나방류는 국부적으로 집단발생하여

피해를 주는데(Lee and Chung, 1997; Lee et al., 1997), 포

도과원에서 발견된 차주머니나방의 경우도 조기 방제를 하

지 않으면 인근의 포도원으로 확산이 우려되었다. 

피해 확인된 포도원에서는 일부에서만 피해가 나타났는데

연속으로 4고랑의 포도에서 확인되었다. 동일 고랑에서도

연속적으로 포도 줄기를 따라 피해엽이 나타났으며 국부적

으로 띄엄띄엄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인접한 인근의 3개

포도과원에서는 피해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과원의 경우 우

연한 기회에 유입된 차주머니나방이 최초 정착지의 포도나

무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랑을 따라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 고랑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은점,

이전 7월 27일 조사에서 확인 되지 않았던 점, 가해 유충의

영기가 4령충인 점(Nishida, 1983), 성충의 산란수가 1700-

3000개인 점(Kobayashi and Taketani, 1994) 등을 고려하면

7월 이전에 유입한 소수의 성충에 의한 산란으로 피해가 발

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피해 과원 주변에 있던 감

나무(Diospyros kaki)와 대추나무(Zizyphus jujuba var. inermis),

벚나무(Prunus jamasakura), 호박(Cucurbita moschata), 콩

(Glycine max), 고구마(Ipomoea batatas)에서는 피해가 확인

되지 않았다.

Table 1. Efficacy of some insecticides registered for lepidopteran pest control in grapes against 4th instar of Eumeta minuscula 5 days
after treatment in laboratory

Treatment Concentration (folds) Corrected mortality(%) Corrected leaf damage rate(%)

Bacillus thuringiensis var. kurstaki WP

1000 × 34.8bcda) 98.1b

2000 × 15.5cd 94.0b

4000 × 0d 76.9b

Methoxyfenozide 21% SC

4000 × 53.1abc 83.8b

8000 × 33.8bcd 82.9b

16000 × 30.6cd 88.0b

Spinetoram 5% WG

2000 × 67.7abc 94.4b

4000 × 68.6abc 97.7b

8000 × 87.3ab 92.6b

Spinosad 10% WG

2000 × 88.7a 93.1b

4000 × 53.1abc 94.4b

8000 × 62.0abc 94.4b

Control - -d -a

a)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s HSD test P < 0.001).
Leaf damaged rate was calculated by total leaf area-damaged leaf area.

Table 2. Efficacy of some insecticides registered for lepidopteran
pest control in grape on mortality of Eumeta minuscula larvae
in field

Treatment
Mortality

(%, Mean±SE)
Corrected 

mortality(%)

Bacillus thuringiensis var. 
kurstaki WP

52.7±5.1aa) 49.5

Methoxyfenozide 21% SC 46.1±3.3a 42.5

Spinetoram 5% WG 58.5±8.0a 63.7

Spinosad 10% WG 66.0±4.9a 55.7

Control 6.3±2.6b -

a)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s HSD tes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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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머니나방 방제를 위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작물보호제

는 현재까지 없다(KCPA, 2012). 따라서 포도에서 차주머니

나방이 집단 발생하여 피해를 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처

리 가능한 방제제는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작물보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도에 등록된 작물보호제들 중 나방

류에 등록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실내

실험에서는 8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으나

야외 실험에서는 63.7%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정사충율을

보였다. 야외 실험에서는 처리 후 피해엽율을 구할 수 없어

피해엽율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내실험에

서 피해엽율의 방제가가 90% 내외로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pinosad나 spinetoram과 같이 치사율이나 엽피

해율 모두 낮은 방제제 뿐만 아니라 치사율은 낮지만 엽피

해율이 낮은 chlorantraniliprole과 같은 방제제도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극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으로 처리하

였기 때문에 살아있기는 하지만 활동성이 없거나 주머니에

서 이탈한 개체들의 치사 확률이 높아질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적인 방제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차주머니나방은 유충으로 월동한 후 다음 해 봄에도 섭식

활동을 한다. 4-7령충으로 월동한 유충이 가해를 하기 때문

에 섭식량이 많다(Nishida, 1983; Lee and Chung, 1997). 따

라서 섭식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6월에 방제

제를 처리할 경우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차주머니나방의 천적으로 32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

히 기생성 천적에 의한 기생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shida(1983)에 의하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차주머니

방 유충의 기생성 천적 기생율은 9.6%이고, 번데기의 기생

율은 37.7%였다. 따라서 천적 자원을 활용한 차주머니나방

의 밀도 억제도 중요하지만 포도과원에 차주머니나방이 돌

발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준 다면 spinosad나 spinetoram

과 같은 스피노신계 약제나 BT와 같은 생물농약을 처리하

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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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약제의 차주머니방에 대한 방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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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주머니나방에 의한 포도 잎 피해증상을 2012년 8월 31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서 국내 최초로 확인하

였다. 실내에서 5종 약제[Bacillus thuringiensis var. kurstaki (serotype IIIa, IIIb) WP, chlorantraniliprole 5% GP,

methoxyfenozide 21% SC, spinetoram 5% GP, spinosad 10% GP]를 추천농도로 포도 잎 분무처리에 의한 차주머니

나방 4령충의 살충율은 spinosad 10% WG와 spinetoram 5% WG에서 각각 65% 및 70%로 높았다. 추천농도 이하에

서는 치사율이 감소하였고, 엽 피해면적율은 추천농도의 1/4배 처리에서도 무처리에 비하여 낮았다. 4령 유충에 대해

직접살포법으로 야외에서 효과조사를 한 결과는 spinetoram 5% WG와 spinosad 10% WG 처리의 보정사충율이 각

각 63.7, 55.7%였다. 따라서 포도 차주머니나방 방제를 위해 spinetoram과 spinosad의 활용가능성을 나타내었으나,

보다 효과적인 약제선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색인어 차주머니나방, 포도, 방제, 돌발해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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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ticBoldnes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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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