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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류제품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

어서 필수적인 아이템 중 하나로 인류의 삶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몸을 감싸며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용 환경이라고도 불리는 

의복(Watkins, 1995/2003)은 그 간편성과 휴대성의 

장점으로 인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성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왔다. 특히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

복 요구성능의 범위와 종류는 확장되었으며, 과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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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fespans are increasing and many consumers are interested in health issues in these busy modern days, 

developing functional clothing that can be worn everyday is one of the competitive solutions in the oversatu-

rated clothing market. When developing a new item with a fresh idea, it is important to look into prior art be-

forehand to avoid unnecessa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disputes.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do-

mestic patents and utility models about functional clothing in terms of human body performance and health 

promotion in order to suggest essential data to relevant developers. We selected 324 patents and utility mo-

dels and made an analysis according to the year, functions, applied technologies, frequency of claims, target 

wearers and item types. We found problems in current functional clothing patent application trends and sug-

gested new aspects when developing innovative functional clothing items. Data was limited to Korean dome-

stic patents; however, this study is still meaningful giving references to technology roadmaps and encouraging

new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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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

술이 다방면으로 개발 및 적용되었다.

요구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성능을 부여한 

의복을 지칭하는 용어는 여러 단어가 혼재하지만 총

괄적인 의미에서 특수복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요

구성능의 종류에 따라 보호복(protective clothing), 기

능성 의복(functional clothing)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

다(Han & Nam, 2008). 인체를 하나 이상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보호복은 국제표준인 ISO

를 비롯해 KS, CEN 등에서 용어의 정의 및 제작과 성

능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관련한 연구

가 다수 존재하지만, 기능성 의복의 경우 기능의 범

위가 매우 광범위해 관련 기술 분석은 다소 한정된 

주제로만 다루어졌다.

한편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로 일상복 이상의 성능을 지닌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기능성 의류제품 개발

을 위한 포괄적 기술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레저활

동이 장려되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 착용만으로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은 포화된 

의류시장에서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

구 및 개발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

한 선행연구 조사라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기술에 대

한 특허 조사는 중복연구와 타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수

적이다(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orean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KIPO & KIPA], 2005).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창조활

동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으로 이것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

든 권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이라 칭한다(Hong & Kim, 2017). 의류산업에서 지식

재산권은 원가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던 기

존의 시장에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로 특수한 기술 고안이 적용된 기능성 의복의 시장

에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18년 한 보고에 의하면 의복을 포함한 섬유제품 

및 신발 제조업의 지식재산 침해 분쟁의 건수가 약 

9%로 전체 업종 중 4위를 차지하였다(Lim et al., 2018). 

한편 국내 의류산업에서 제품의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의류디자

인 관련 출원건수는 전체 산업디자인 출원건수에 비

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Park & Kim, 2010) 의류 창

작활동에서 디자인 권리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의류제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한 연구자

들은 특허 조사 실시를 통해 기술 개발의 현황을 파

악하여 산업경쟁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노령인

구를 위한 의류제품 시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특허 조사 연구(Jung & Lee, 2014), 사이클 의류 개

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술 조사 연구(Kim 

& Choi, 2017), 특수한 체형의 장애인 의류 개발을 위

한 선행논문 및 기술 조사 연구(Yang et al., 2014) 등은 

특수한 영역의 기능성 의복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목

적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다루

어진 기능성 의복 착용 대상자의 범위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전반적 기능성 의복의 기술 개발 동향을 파

악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기능성 의복의 지식

재산권 기술 분석을 통해 의류 기능성 개발 동향을 살

펴보는 연구가 기존에 수행된 바 있지만(Kim & Park, 

2011; Kim, 2014) 연구대상을 국제특허분류(Interna-

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A41D 13로 한정하거

나 특정 목적의 의복에 제한하여 기능성 의복의 일상

복적 측면과 관련한 키워드가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헬스케어 제품과 관련하여 최근 각광받는 웨어러

블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연구는 기술 개발적 측면

에서 다수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동

향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Han et al., 2020). 하지만 주

로 생체정보수집의 영역에 집중하고 있어 인체 기능

성을 향상시키거나 의학적 · 건강적 목적 달성을 추

구하는데 실제로 물리적 영향을 주는 기능성 의류제

품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체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일상 

착용형 의류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특허 및 실용신

안 중심의 계량적 정보 분석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술의 정량적 흐름 및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기

술적 동향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

어 관련 연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

로운 기술 개발 가능성 확대 및 신규 지식재산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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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기술 로드맵 설계 기초자료의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한다.

II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는 구체적인 검색어 설정과 검색 결

과 정리가 용이한 WIPS ON(https://www.wipson.com)

을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본 주제

로 검색 가능한 가장 과거의 자료인 1984년 1월 1일

부터 출원연도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문서 중 

거절, 무효를 제외한 등록, 공개, 소멸, 취하, 포기상

태인 항목을 수집하였다. 특허 정보의 수집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이다. 특허의 출원

에서 공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검색한 

출원연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실제로 수

집된 가장 최근의 특허 문서 출원일은 2019년 7월이

다. 수집된 36년간의 자료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4년 단위로 그룹화하였다.

일상 착용형 기능성 의류제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검색 키워드는 기능성 의류의 대상 및 목적과 관련

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선정하였다. 목적과 관련한 키

워드로는 한글로 교정, 치료, 보정, 개선, 의료, 보호, 

완화, 압박, 지지를 사용하였으며 대상과 관련한 키

워드로 자세, 체형, 보행, 탈구, 근육, 관절, 무릎, 어

깨, 허리, 척추, 근력으로 설정하였다. 특허 정보를 검

색할 때 검색범위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IPC

를 활용하였다. IPC의 활용은 특허 정보 활용 시 다량

의 정보를 상호 관련된 기술로 분류 및 추출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세부기술 동향 파악하게 해준다는 장점

이 있다(KIPO & KIPA, 2005). 검색 시 사용된 IPC 코

드는 A41C-001/00, A41C-003/00, A41D, A41F, A61F- 

002/00, A61F-005/00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특허 

검색 시 사용된 검색식은 <Table 1>과 같다.

검색식을 활용하여 최초 890개의 자료가 수집되

었으며 이 중 본 연구의 범위에 부합하는 인체 기능

성을 향상시키거나, 의학적 · 건강적 목적 달성을 추

구하는 의류제품 관련 특허 기술 324개가 연구에 활

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특허 및 실용신안을 

Original IPC 코드 분류에 따른 빈도수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IPC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 코드가 

일부 수정되는 특성상 검색식에서 사용된 IPC 코드

와 실제 수집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Original IPC 코

드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였다.

수집된 특허 기술은 공보에 기입된 상세설명 및 

청구항, 그리고 도면 확인을 통해 특성 파악이 이루

어졌으며,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연도별 출원건

수, 출원인 국적, IPC 분류코드, 주요 기능성 및 적용 

기술, 출원 1건당 청구항 수, 착용자 및 아이템 분석 

등의 주제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 연구결과

1. Original IPC, 연도별 출원건수, 출원인 국적

에 따른 분석

수집된 기능성 의류제품 관련 기술의 Original IPC

를 살펴보면 A41D로 분류된 특허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A41D는 보호복과 부속품을 포함하는 

겉옷에 관한 항목으로, 의복 관련 기술 동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이 항목을 연구범위로 설정한 선행연구

가 존재한다(Kim, 2014; Kim, 2011). 그러나 본 연구

결과 A41D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들이 상당수 

수집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을 때 의류제품 특허 분

석에 있어서 보다 확장된 범위의 IPC 검색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범위가 단독 의

류제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섬유제품으로 확장되

었다는 점이 IPC 코드 검색 결과의 확장에 기여하였

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의 범위에 의류제품과 더불어 모자, 양말과 같은 기

Classification Formula

Key words
(correct† treat† therapy† medical† protect† relief† compress† support†) and (posture† body shape† walk† dislocate† 

muscle† joint† knee† shoulder† waist back† spine† muscular strength†) 

IPC A41C-001/00 A41C-003/00 A41D* A41F* A61F-002/00 A61F-005/00

†: Original key words used in the formula are written in Korean.

Table 1. The search formula us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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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섬유제품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산업

적인 측면에서 보다 확장된 범위의 IPC 분류코드를 

적용한 기술 검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A41D 항목

에 이어 A41C 코르셋과 브래지어 항목, A41B 셔츠 

및 속옷 등의 항목, A61F 인체의 붕괴를 방지하는 장

치 등의 항목에 포함되는 기술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하여 겉옷과 더불어 내의 관련 기술들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과적 보조장치의 역할을 하

는 섬유제품 관련 기술도 개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4년부터 2019년까지 36년간 기능성 의류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현황을 4년 단위로 살펴보

면 <Fig. 1>과 같다. 전반적인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기능성 의류제품 관련 출원건수는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8~2011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이 관찰되

었다. 2012~2015년의 전체 출원건수에 비하여 2016~ 

2019년 출원건수는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

는 출원에서 공개까지 소요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등록된 특허의 경우 수집이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출

원건수 파악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한 번 

분석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기능성 의류제품의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건수 

관계를 살펴보면 특허의 출원건수가 실용신안 출원

건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특

허와 실용신안을 합친 출원건수의 4.7% 정도를 차지

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Korean Intellectual Pro-

perty Office [KIPO], 2019), 기능성 의류제품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용신안이 차지하는 비율

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섬유 제품 영

역에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유행 주기는 다른 영

역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특허에 비

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 기준으로 심사하는 실용

Section Class Sub Class n Descriptions

A 321 Human necessities

A41 304 Wearing apparel

A41B 21 Shirts; underwear; baby linen; handkerchiefs

A41C 46 Corsets; brassières

A41D 234 Outerwear; protective garments; accessories

A41F 2 Garment fastenings; suspenders

A41H 1 Appliances or methods for making clothes

A61 16 Medical or veterinary science; hygiene

A61F 14 Filters implantable into blood vessels; prostheses; devices providing patency to, or pre-

venting collapsing of, tubular structures of the body

A61H 2 Physical therapy apparatus

A63 1 Sports; games; amusements

A63B 1 Apparatus for physical training, gymnastics, swimming, climbing, or fencing; ball 

games; training equipment

B 2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B62 2 Land vehicles for travelling otherwise than on rails

B62J 2 Cycle saddles or seats; auxiliary devices or accessories specially adapted to cycles and 

not otherwise provided for

D 1 Textiles; paper

D04 1 Braiding; lace-making; knitting; trimmings; non-woven fabrics

D04B 1 Knitting

Total 324 -

Table 2. Frequency of patents and utility models according to Original 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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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이 제품의 생명 주기에 대응하는 지적재산권 보

호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으로 보인다(Hong & Kim, 

2017). 하지만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권리의 존속

기간이 짧고 보호대상의 범위가 좁아 지적재산권 보

호에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실

용신안에 비해 특허 출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의류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인의 국

적 구성을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전체 출원인 중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는 274건(84.6%), 국외인 경

우는 50건(15.4%)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이 

국외인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출원건수는 31건으로 나타났으며 출원

인이 대한민국인 경우 PCT 출원건은 한 건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해외 출원인의 비율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시장으로 관련 제품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해외 제

품의 국내 시장 진출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품의 해

외 시장 진출 및 국제적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PCT 

출원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 기능성에 따른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기능성 의류제품 특허 및 

Fig. 1. Frequency of patent and utility model application per four years.

Fig. 2. Percentage of applicants’ nationality for patents and uti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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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의 주요 기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4년 

단위 연도별 출원건수를 <Fig. 3>, 주요 기능성에 따

른 적용 기술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기능성 의류제품에서 주로 추구하는 기능성은 체

형보정(90건, 27.8%), 신체부하감소(86건, 26.5%), 충

격보호(82건, 25.3%), 자세교정(31건, 9.6%), 착탈의용

이(12건, 3.7%), 건강증진(10건, 3.1%), 근력증가(4건, 

1.2%), 환부보호(4건,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항목(5건, 

1.5%)도 있었다. 여기서 체형보정은 시각적인 신체의 

실루엣을 보정 또는 교정하는 기능, 신체부하감소는 

중력 또는 외부의 압력 등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부

하를 감소하는 기능, 충격보호는 비교적 짧은 순간 

신체에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큰 힘이 가해지거나 가

해질 것이라 예상되는 부위를 보호하는 기능, 자세교

정은 잘못된 신체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 착탈의용이는 다른 섬유제품에 비하

여 입고 벗기 쉬운 기능, 건강증진은 혈류증가 등을 

통해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 근력증

가는 착용 시 근육의 단련을 도모하는 기능, 환부보

Fig. 3. Frequency of patents and utility models according to the type of function per four years.

Fig. 4. Frequency of patents and utility models according to the type of function an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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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외과적 치료 후 상처에 대한 보호 등의 기능을 

의미한다.

적용되는 기술의 종류는 탄성체적용(149건, 46.0%), 

패드적용(117건, 36.1%), 의복구성설계(36건, 11.1%), 

프레임적용(22건, 6.8%)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여

기서 탄성체적용은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제품에 적

용하는 기술, 패드적용은 일반 섬유에 비해 두께나 

강도가 다른 패드를 제품에 적용하는 기술, 의복구성

설계는 의복의 패턴과 같은 구조적 요소를 달리하여 

제품에 적용하는 기술, 프레임적용은 지지하는 특성

을 지닌 구조를 제품에 적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능성과 적용 기술별 대표 예시는 <Table 3>과 같

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형보정 기능의 경우 주

로 탄성원단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압박하거나 볼

륨 패드 등을 원하는 부위에 덧대어 원하는 추구하

는 실루엣을 형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Table 

3(a)>의 체형교정용 바지(Korea Patent No. 10-1064031, 

2011)는 각 신체부위별로 다른 특성의 탄성원단을 

적용함으로써 체형보정의 효과를 부여한 대표적인 

예시이다. 체형보정의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탄

a b c

Image

Korea Patent No. 10-1064031 

(2011)

Korea Patent No. 10-2019-7004271 

(Application number) (2017)

Korea Patent No. 10-1981207 

(2019)

Title Body shape correction pants Body-enhancing garment

Bottom wear for preventing hip 

dislocation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Main 

function
Body shaping Body shaping Physical load reduction

Applied 

technique
Applying stretch material Designing clothing construction Applying stretch material

d e f

Image

Korea Patent No. 10-1344117 

(2013)

Korea Patent No. 10-1608845 

(2016)

Korea Patent No. 20-0170284 

(1999)

Title Pants combined chair Safe riding breeches for beginners A breast protecting device

Main 

function
Physical load reduction Shock protection Shock protection

Applied 

technique
Applying frame Applying pad Designing clothing construction

Table 3. Representative cases of functional clothing patent and ut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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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단이 아닌 의복구성의 변경기술을 적용한 대표

적인 예시로 <Table3(b)> 신체개선의류를 들 수 있는

데(Korea Patent No. 10-2019-7004271 (Application num-

ber), 2017) 압박을 통한 물리적인 체형보정 효과를 

부여한 것이 아닌 절개부분 등의 변화를 주어 시각적

인 변화를 주었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이가 있다. 신

체부하감소 기능을 추구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서 

역시 탄성체 또는 패드를 적용하는 기술을 주로 사용

하였음을 <Fig.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허리디스크, 습관성 탈구, 관절염 등과 같은 외과적 

질병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 및 실용신안

도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Table 3(c)> 예시의 소아

마비 환아를 위한 바지(Korea Patent No. 10-1981207, 

2019)는 <Table 3(a)> 예시와 같이 탄성원단을 적용하

는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탈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

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된 기능성의 차

이가 있다. 신체에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키는 기능

성은 장시간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특정 부위의 압

력이 가해지는 작업을 주로 하는 직업군을 위한 발명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Table 3(d)> 의자가 결합

된 바지 예시(Korea Patent No. 10-1344117, 2013)와 같

이 일반적인 바지에 프레임을 적용하여 의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물리적 부하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충격보호 기능을 추구하는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의 경우 <Table 3(e)> 예시의 초보자용 승마안전

바지(Korea Patent No. 10-1608845, 2016)와 같이 해당 

부위에 충격을 흡수하는 패드를 적용한 경우가 대부

분인 것으로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Table 

3(f)> 예시의 흉부보호대(Korea Patent No. 20-0170284, 

1999)와 같이 벨트 여밈 구조의 변경을 통해 발생하

는 충격을 상쇄하는 기술을 적용한 예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자세교정 기능의 경우 탄성원단을 사용한 예가 가

장 많은 것으로 <Fig. 4>에서 확인되며, 다른 기능들

에 비하여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출원건수가 크

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고를 살펴

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10만 명 이상이 척

추측만증 진료를 받고 있고 이중 40%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

ment Service [HIRA], 2016), 국민건강보험의 2018년 

보고에 따르면 일자목증후군 질환으로 진료 받는 인

원이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

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2018). 이러한 보

고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세 관련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더불어 올바른 자세

를 통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관련

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기능성 의류제품의 출원 1건당 청구항 수 평균을 

특허 타입, 기능성 및 기술별로 산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특허에서 청구항은 1건의 출원에 포함되

는 발명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명의 질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기대가치를 반영한다

(Ryu et al., 2012). 특허 평균 청구항 수는 6.9항, 실용

신안의 청구항 수는 4.4항으로 도출되었는데 국내 특

허 및 실용신안의 평균 청구항 수가 각각 9.5항, 3.4항

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KIPO, 2009) 특허 

평균 청구항 수는 다소 적으나 실용신안의 평균 청구

항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의류에서 추구하는 기능 분류에 따른 평균 

청구항 수를 살펴보면 체형보정, 신체부하감소, 환

부보호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청구항 수가 상

Category Type
Claims

/Application

Patent type
Patent 6.9

Utility model 4.4

Function

Body shaping 6.6

Physical load reduction 6.9

Shock protection 4.6

Posture correction 5.9

Easy don and doff 3.6

Health promotion 3.6

No explanation 4.2

Physical power supporting 4.8

Surgical site protection 6.3

Technique

Applying stretch material 7.6

Applying pad 4.3

Designing clothing construction 4.2

Applying frame 4.5

Total mean of claims/application=5.9

Table 4. Mean of claims per application according to pa- 

tent type, function an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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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많지만 착탈의용이, 건강증진과 관련된 특

허 및 실용신안의 청구항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능성 의류제품에 적용된 기술 종류에 따른 평

균 청구항 수를 살펴보면 탄성체적용 기술을 사용하

는 특허 및 실용신안 그룹이 다른 기술을 적용하는 

그룹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청구항 수를 지닌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탄성체원단을 사용하는 기술의 경

우 체형보정, 신체부하감소, 자세교정, 건강증진, 근

력증가를 주요 기능으로 제시한 특허 및 실용신안에

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섬유의 신축 특성을 인체에 적용하는 기술은 다른 기

술들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성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패드를 적용하는 기술을 적용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건수는 높으나 평균 청구항 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드 적용 기술은 탄성

체적용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 범위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착용대상 및 의복종류 분석

기능성 의류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착용 대상자

별로 분류하여 보면 크게 특정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

(191건, 59.0%), 스포츠 또는 특수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 활동인 대상(77건, 23.8%), 노약자, 장애인, 임

산부, 환자 대상(56건, 17.3%)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

으며 변화 추이를 4년 단위로 살펴보면 <Fig. 5>와 같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허 출

원 시 특허 보호권의 다중 적용을 위해 착용대상자를 

특정 계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최대 다수를 대상으로 

출원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몸을 감싸는 

의복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착용대상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체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제품보다 특정 계

층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높은 제품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제품의 건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들은 특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

복의 간편성과 기능성을 접목한 제품이 더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기능성 의류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 의복(13건, 40.7%), 벨트, 보호대 

등을 포함하는 액세서리(111건, 34.3%), 속옷(62건, 

19.1%), 의복부자재(14건, 4.3%), 수영복(5건, 1.5%)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변화 추이를 4년 단위로 살

펴보면 <Fig. 6>과 같다. 일상복 형태 다음으로 액세

서리 형태의 제품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형과 같은 변

수의 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인 기능성 제공이 가

능하며 착용하는 복종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착

탈의를 가능케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속옷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2000~2003년 이

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국내 내의시

장이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고와 

상반된 결과이다(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

Fig. 5. Frequency of patents and utility models according to the wearer per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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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s [KOFOTI], 2019). 이는 최근 자기 몸 긍정주의에 

따른 기능성 속옷시장의 약세와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유입에 따른 국내 내의 브랜드 위기 상황이(Kim, 

2019) 기능성 의류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IV. 결론및고찰

본 연구는 일상 착용형 인체 기능성 향상 의류제품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 분석을 통하여 기술의 정량적 

흐름 및 특징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분야 신규 지식

재산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324개 특허 및 실용신

안의 분석 결과와 이를 통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성 의류제품 개발에 있어서 특허 출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 의류제품은 특허에 비

해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가지며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

으로 짧아 변화가 빠른 의류시장에 대응하기 유리하

지만, 존속기간이 짧고 보호대상의 범위가 특허에 

비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기능성 의류에 

적용되는 기술은 패션제품으로서 특성보다 인체와 

의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

어 개발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 효과적 지

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 추구 기능성 의류제품 설계에 있어서 탄

성체를 적용하는 기술은 추구하는 기능성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다양한 구현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패드를 적용하거나 프레임을 적용하는 기

술들에 비하여 탄성체를 적용하는 기술이 다양한 기

능성 구현에 기여하여 보다 폭넓은 발명 결과로 제시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의 압박, 신장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탄성체 적용 기

술의 활용을 다방면으로 고민해본다면 혁신적인 제

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인체 보호 및 교정 기능성 의류제품 개발에 있

어서 보다 세분화된 타깃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노약자 및 장애인과 같

은 특수한 체형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 

의류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출원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 특성상 기술 적용 대상을 특

정 인구에 한정하는 것 보다 일반인으로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유리하나, 기능성 의류의 경우 착용자의 체

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원하는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깃 그룹의 세분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로 인한 관련 의류 시장의 확대, 체형의 다양성에 대

한 이해를 추구하는 현 시대를 반영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 관련 이슈를 적용한 기능성 의류제품을 제

시한다면 포화된 의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강 추구 기능성 의류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체형 보정 기능성 추구와 관련된 건수는 증가하

고 있으나 속옷 아이템 관련 건수는 감소한다는 사실

Fig. 6. Frequency of patents and utility models according to the item type per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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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기능성 속옷에

서 탈개념화 한 체형보정 기능성 제품이 추구되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레깅스와 같이 탄

력 있는 소재로 제작된 섬유제품을 속옷이 아닌 겉옷

으로 착용하는 트렌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탄성 소

재에 관한 이해와 체형보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

탕으로 제품 개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능성 의류제품 검색에 있어서 보다 다양

한 IPC 코드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

해 수집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의복 카테고리에 포

함되지 않는 항목이 다수 있었으며, 섬유제품 분석 

시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섬유제품 개발 시 의류제품에 한정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까지 확장하는 

사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에 한정하였다는 

점, 스마트 웨어러블 관련 제품을 배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나 확장적인 의미에서 

일상 착용형의 인체 기능성 향상 의류제품 관련 정보

를 수집하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의 방법과 결과를 토대로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의 

출원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기능성 제품 관련 특허를 

비교해 국내 기능성 의류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

략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Chae, B. G. (1999). A breast protecting device, Korea Patent No. 

20-0170284.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ho, J. D. (2011). Body shape correction pants, Korea Patent No. 

10-1064031.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n, H., Jang, M., & Lee, Y. (2020). Analysis on the develop-

ment trend of flexible materials and platforms for wearable 

devices based on fiber - Based on domestic & international 

patent data -.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

sign Association, 22(1), 33–44. doi:10.30751/kfcda.2020.22.

1.33

Han, S.-A., & Nam, Y.-J.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dome-

stic and international protective clothing standard - Focused 

on ISO, ASTM, CEN, K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0(1), 92–100.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6, Decem-

ber 23). 성장기 청소년, 척추 건강 주의보 [The growing 

adolescents, spine health advisor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Retrieved from http://www.hira.or.kr/

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

No=4&brdBltNo=9281

Hong, D., & Kim, J. (Eds.). (2017).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 

지침서 [IP-R&D 지침서] [Guidebook on IP-R&D for rese-

archers]. Seoul: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Jung, H.-K., & Lee, J.-R. (2014). Actual conditions of functional 

clothing development for the elderly - Based on patent analy-

sis of functional products -.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

nal, 16(6), 971–978. doi:10.5805/SFTI.2014.16.6.971

Kim, C., & Choi, K. (2017). Patent information analysis of cycl-

ing w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

tiles, 41(5), 901–913. doi:10.5850/JKSCT.2017.41.5.901

Kim, E. Y. (2019, July 24). 속옷 시장 쑥쑥 크는데, 토종 업체

는 내리막길 [Underwear market grows fast, but domestic 

brands are falling down]. ChosunBiz. Retrieved from https://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2

099.html

Kim, H., & Park, C. (2011). Domestic design patent analysis of 

functional cloth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

ing Industry, 13(1), 1–6. doi:10.5805/KSCI.2011.13.1.001

Kim, H. J. (2013). Pants combined chair, Korea Patent No. 10-

1344117.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m, H. J. (2014). Technological trend of functional clothing by 

analysis of Korean patent.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

nal, 16(1), 160–166. doi:10.5805/SFTI.2014.16.1.160

Kim, Y. (2011).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patent and utility 

models by fashion firms in Korea-Focus on IPC A41B and A

41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2), 192–205. doi:10.5850/JKSCT.2011.35.2.192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9, December 24). 

Korea fashion industry research - 2019 research analysis & 

2020 market forecasting -.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

tries. Retrieved from http://www.kofoti.or.kr/Opboard/View.

asp?Code=TREND&Uid=1183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09, July 7). 지식재산강

국을 향한 의미있는 변화 [Significant changes toward intel-

lectual property powerhous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trieved from https://www.kipo.go.kr/kpo/BoardA

pp/UIpInfOthApp?a=&board_id=others&cp=1&pg=1&np

p=10&catmenu=m04_02_05&sdate=&edate=&searchKey

=1&searchVal=%C1%F6%BD%C4%C0%E7%BB%EA%

B0%AD%B1%B9%C0%BB+%C7%E2%C7%D1+%C0%

C7%B9%CC%C0%D6%B4%C2+%BA%AF%C8%AD&

bunryu=all&st=&c=1003&seq=8748&gubu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9, September 30). 특허 

등 출원/등록건수 현황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일상 착용형 인체 보호 및 교정 기능성 의류제품 관련 국내 특허 동향 분석

– 775 –

and registrations]. e-narasystem. Retrieved from http://www. 

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7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orea Invention Promo-

tion Association. (2005).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 정보 핸

드북 [Patent information handbook for science technicians]. 

Daejeon and Seoul: Author.

Kwon, Y. A. (2016). Safe riding breeches for beginners, Korea 

Patent No. 10-1608845.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

perty Office.

Lim, S., Cho, N., & Kim, A. R. (2018, December).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Korea Institute of In-

tellectual Property. Retrieved from https://www.kiip.re.kr/

research_report/view.do?bd_gb=report&bd_cd=1&bd_ite

m=0&po_item_gb=rgb_10&po_no=R0595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Febrary 25). ‘일자목

증후군’ 평상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 운동 

필요 [‘Straight neck syndrom’ Maintaining correct posture 

and stretching exercise are recommend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trieved from https://www.nhis.or.kr/

bbs7/boards/B0039/25539

Park, C. C., & Kim, H. J. (2010). Development trends of domes-

tic apparel design by analyzing patent applica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2(4), 508–512. doi: 

10.5805/KSCI.2010.12.4.508

Pesheck, D. J., Mark, J. T., Marion, B., Stephens, K., Hoffman, 

D., & Zades, S. H. (2017). Body-enhancing garment, Korea 

Patent No. 10-2019-7004271 (Application number).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yu, J. S. (2019). Bottom wear for preventing hip dislocation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Korea Patent No. 10-1981207.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yu, T.-K., Jung, C. S., Kim, B. T., Lim, S., Lim, H., Choo, Y. 

W., …  Jo, G. H. (2012, December).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IP competitiveness and characteristics.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Retrieved from https://www.kiip.re.kr/

research_report/view.do?bd_gb=report&bd_cd=1&bd_item

=0&po_item_gb=rgb_10&po_no=R0332

Watkins, S. M. (2003). 의복과 환경 (개정판) [Clothing: The 

portable environment (Rev. ed.) ]. (H. S. Choi, Tran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Yang, C. E., Lee, J. H., & Park, G. A. (2014). An analysis on do-

mestic and interantional research papers and patents of cloth-

ing products to improve functionality of the clothing for the 

disabled in wheelchairs.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2, 

7–16. doi:10.21326/ksdt.2014..42.001

이 아 람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한 현 정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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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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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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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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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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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