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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O2 membrane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are preapared by electro-
spinning method. It leads to high porosity and surface area of membrane to accommodate the proton 
conducting materials. The composite membrane was prepared by impregnating of Nafion ionomer into the 
pores of electrospun SiO2 membranes. The SiO2:heteropolyacid (HPA) nano-particles as a inorganic proton 
conductor were prepared by microemulsion process and the particles are added to the Nafion ionome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membranes was confirm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thermogravimetry analysis (TGA), and single cell performance test for PEMFC. The Nafion impregnated 
electrospun SiO2 membrane showed good thermal stability, satisfactory mechanical properties and high proton 
conductivity. The addition of the SiO2:HPA nano-particle improved proton conductivity of the composite 
membrane, which allow further extension for operation temperature in low humidity environments. The 
composite membrane exhibited a promising properties for the application in high temperature PE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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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 지(fuel cell)는 기존의 에 지 변환 방식과

는 달리 화학 에 지를 기 에 지로 직  변환함

으로써 높은 효율을 가지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일 수 있는 친환경 인 시스템으로 각 받고 있

다1). 고분자 해질 막 연료 지(PEMF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는 수소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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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소를 이용하여 물과 열을 발생시키며, 약 60∼
100℃의 온도에서 작동된다. 그  고분자 해질 
막은 연료 지의 상용화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소재로서 음극에서 생성되는 수소 이온을 

양극으로 수송할 뿐 아니라, 음극과 양극을 분리시

키는 격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분자 해질 막

은 수소 이온 도도가 높은 반면 자 도성은 낮

아야 하고, 기계  강도  화학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재 DuPont 사의 Nafion 막이 가

장 리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perfluorosulfuric 

acid 계통의 막은 수화되어 있어야만 수소 이온 

도성을 유지하므로 100℃ 이상의 고온에서는 도
도가 하되고 연료 가스의 투과가 증가하는  등

이 문제 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고분자 해질 막 연료 지를 100℃ 이상의 고온
에서 운 할 경우 양극의 반응속도가 향상되고 일

산화탄소에 의한 극의 피독 상을 일 수 있다. 

한 양극에서의 flooding으로 인한 수막 상을 

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온, 

가습 조건에서 높은 수소 이온 도도를 유지하

면서 치수안정성을 가지는 해질 막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 

그 에서도 유기물질인 고분자에 무기물을 첨가

하여 고온에서 열  안정성  치수 안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소 이온 도도를 유지하는 유-무기 

복합막의 개발이 최근 각 받고 있다
3,4)
. 특히 SiO2, 

TiO2, ZrO2와 같은 무기산화물은 표면에 있는 산소

에 물이 흡착되어 막의 함수율을 높일 수 있다
5,6)
. 

 다른 로는 이온 도성을 가지는 고체산 매

에 한 응용을 들 수 있다. 표 인 고체산 매인 

heteropoly acid(HPA)는 산성이 강하며, 심 원소

인 속이온을 바꾸어 산성도를 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산 매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에서도 12-tungsto(VI) phosphoric acid는 Keggin 

구조라 불리는 독특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 단  사이의 틈에 물과 같은 극성물질을 

채워 형태가 변형되며 이러한 기본단 의 충진방법

은 양이온이나 결정수에 따라 달라진다. 한 HPA

에 수착되는 극성물질은 표면에만 흡착되지 않고 

내부까지 들어가 액체와 비슷한 형태, 즉 의액상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
. 이를 통하여 표면뿐 

아니라 내부 활성 도 매반응에 참여할 수 있으

나 이러한 극성물질과의 친화성 때문에 HPA가 완

히 용해되어 버리므로 수화상태의 연료 지 운  

조건에서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HPA의 침출을 

방지하기 해 실리카에 HPA를 고정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9-11)
. 

이 같은 무기 나노입자가 첨가된 복합막의 경우

엔 기계  물성이 고분자에 비해 우수하지 않아 연

료 지 해질 막에 응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한 표  방안으로 기방사 

(electrospinning) 방법이 있다. 기방사는 수십 

는 수 나노미터 직경의 연속 섬유를 쉽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용액의 조성  방사 조건에 따라 

넓은 표면 과 복잡한 기공구조를 가지므로 넓은 

비표면 을 얻을 수 있다. 한 분자수 의 조 이 

가능하여 상 이나 캐스 과 같은 다른 막 제조 방

법에 비해 독특한 분자사슬형태와 결정화도를 얻을 

수 있어 새로운 기계  구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특성의 막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

에 다공성 지지체를 이용한 복합막이 상업화에 가

장 근 한 기술로 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12,13)
. 섬유형태의 다공성 고분자에 해질을 함침

하는 연구
14)
나 는 무기물질을 기방사한 섬유형

태의 막에 해질을 함침하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
15,16)
. 앞서 언 했듯이 무기물질의 경우, 열  

안정성이 높음에도 부러지기 쉬운 성질로 인해 막 

제조가 어려워 연구가 제한 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기방사를 통해 이러한 기계  물성을 개선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5,16)
. 

본 연구에서는 기방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  

안정성과 기계  강도가 좋은 다공성의 SiO2막을 제

조하 으며, 이 막에 nano ionomer를 함침하여 합

한 수소 이온 도도를 가진 복합막을 제조하 다. 

Nano ionomer에는 Nafion ionomer와 microemulsion 

방법으로 합성한 SiO2:HPA 나노입자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막의 물성 비교를 진행하 다. 한 고온, 

가습 조건에서 운 하는 PEMFC에 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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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electrospinning setup16)

하여, 막- 극 합체(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를 구성하 으며 기화학  특성  단

지 성능평가를 진행하 다.

2. 실험방법

2.1 복합 전해질 막의 제조

2.1.1 다공성 무기 막의 제조

기방사를 한 실리카 용액은 졸-겔(sol-gel) 반

응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sigma aldrich), 에탄올, 증류수, 염산을 1 : 2 : 

2 : 0.01의 몰 비율로 각각 혼합하여 75℃에서 3시간 동
안 반응을 진행하 다. 이 용액에 dimethylformamide 

(DMF, sigma aldrich)를 첨가해 희석하여 방사용액

을 제조하 다. 기방사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high 

voltage power supply(Model 230-30R, Bertan), 

desktop robot(DTR2-33-10T-EX, DASAROBOT), 

그리고 실린지 펌 로 구성하 다. 다공성의 SiO2

막을 제조하기 해 챔버 안의 온도와 습도는 각각 

25∼30℃, 20∼40%로 유지하 으며, 분사노즐과 기

 사이의 거리는 10cm로 조 하 다. 약 19∼20kV
의 압에서 25μL/min의 속도로 용액을 분사하여  
40∼45μm 두께의 다공성 SiO2막을 제조하 다. 이 

막을 200℃에서 12시간 동안 진공 건조하 다.

2.1.2 SiO2:HPA 나노입자의 합성

SiO2:HPA 나노입자는 microemulsion 방법으로 합

성하 다. Sodium bis(2-ethylhexyl) sulfosucinate 

(AOT, sigma aldrich)를 계면활성제로 사용하 으

며, 이는 AOT/oil 상의 형성으로 cosurfactant의 첨

가 없이도 많은 양의 물을 용해시킬 수 있다. AOT

를 oil 상인 cyclohexane에 용해시켜 0.2 M의 용액

을 제조하 다. 여기에 HPA 일종인 12-tungsto(VI) 

phosphoric acid(H3(PW12O40)･nH2O, Kanto Chemical 
Co., INC)을 녹인 물을 첨가하여 microemulsion상

을 얻었다. 1시간 이상 교반시킨 후, 실리카 구체

인 TEOS를 혼합용액에 하시키고 다시 24시간 동

안 교반하 다. SiO2:HPA 나노입자가 용액 안에 형

성되는 것이 보이면, 15000rpm에서 2시간 동안 원

심분리 하여 나노입자를 분리한다. 상등액은 버리

고 아세톤과 증류수로 반복 세척한 후 상온에서 12

시간 이상 건조시킨다9).

2.1.3 유-무기 복합막의 제조

5wt% SiO2:HPA 나노입자를 Nafion 용액 (Nafion 

5wt% soln. of lower aliphatic alcohols/H2O mix, 

EW1100, sigma aldrich)에 첨가하여 장시간 교반과 

음  세척을 진행하 다. 잘 분산된 용액을 단

면  당 0.2g이 함침 되도록 고정된 다공성의 SiO2

막에 부은 뒤, 60°C 에서 12시간 건조하고 80°C 다

시 12시간 동안 진공 건조한다. 건조 후 막의 두께는  

80∼100μm 이다. 
SiO2:HPA 나노입자의 첨가로 인한 막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Nafion 용액만이 첨가된 SiO2막을 같

은 방법으로 제조하 으며 막의 두께는 30∼50μm
이다. 한 연료 지 성능 비교를 해 상용 막인 

Nafion 212(50μm thickness, DuPont)를 사용하 다.

2.2 막-전극 접합체의 제조

극 제조를 한 매 슬러리는 40wt% Pt/C 

(HISPEC 4000, A Johnson Matthey company)와 

5wt% Nafion 용액을 사용하여 제조하 다. 백 과 증

류수, Nafion 용액, isopropyl alcohol(IPA, D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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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 : 4 : 0.4 : 12의 질량 비율로 혼합하 으며, 막의 

양 면에 백 이 0.4mg/cm
2
가 도포되도록 spray하

여 막- 극 합체를 제조하 다. 

2.3 막의 특성 분석

다공성의 SiO2막의 형태학  특성은 주사 자

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701F, JEOL)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한 막의 공극률은 물질의 이론 인 질량 계산을 

통한 apparent porosity (1)와 부탄올 분 기 내의 습윤

상태 막과 건조 막의 무게를 통한 buthanol porosity 

(2)를 통해 확인하 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

     
  (2)

의 식에서 은 건조된 상태에서의 막의 실제 

질량(g)이며, 은 막의 공극률이 0이라고 가정할 

때의 막의 질량(g)이다. 은 부탄올을 흡수한 

막의 질량(g)이며, 와 은 각각 부탄올의 

도(g/cm3)와 실리카 막의 도(g/cm3)이다.

SiO2:HPA 나노입자의 합성은 외선 분  분석

기(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um 100 

FTIR spectrometer, perkin elmer)을 통해 확인하

으며, X선 회  분석기(XRD, X-Ray diffraction, 

Miniflex, Rigaku)를 이용하여 회 각을 0에서 80° 

사이에서 변화시키면서 구조변화를 찰하 다. 복

합막의 형태학  특성은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고, 막의 열정 안정성을 확인하기 하여 

열 량 분석기(TGA, thermo gravimetric analyzer, 

TGA/DSC 1, mettler toledo)를 이용해 질소분 기

에서 50에서 800℃ 까지 10℃/min의 속도로 가열하
면서 무게변화를 측정하 다.  

2.4 연료전지의 단위전지 성능평가 

제조된 막- 극 합체는 고분자 해질 막 연료

지에 용되어 단 지를 구성하고 압과 류를 측

정하 으며, 기화학  분석  막의 항과 이온 

도도를 확인하기 해 AC impedance(PGSTAT-30, 

Autolab) 측정기를 이용하 다. 수소 이온 도도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


 (3)

(3)의 식에서, 는 수소 이온 도도(S/cm), L은 

막의 두께(cm), 그리고 A 는 막의 면 (cm2)을 

나타내며, R은 막의 bulk 항(Ohm)을 나타내고 있

다.

연료 지 운  시 반응기체의 유량은 막- 극 

합체의 활성 표면  1cm2기 에서 음극과 양극에 

수소와 산소 기체를 각각 100㎖/min와 150㎖/min이 

흐르도록 고정하 으며 외부 압력은 상압을 유지하

다. 한 고온에서 셀의 성능 평가를 해 운 온

도를 달리하여 110, 130, 150℃(각각 상 습도 50, 

30, 15%)에서의 성능을 비교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막의 특성

기방사의 경우, 섬유의 형성은 물질의 분자량, 

용해도와 같은 고유 특성  방사용액의 도, 농도, 

표면장력 등에 따라 큰 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용매의 증발과 주변의 상 습도, 용액의 공 속도, 

자기장 강도 등도 요한 인자로 작용하여 섬유의 

형성  형태 특성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

험 인 경험을 통해 기방사에 합한 방사용액 

조건  주변 환경 조성 등 기방사에 향을 미치

는 복합 인 인자를 확인하 다. 기방사를 한 

실리카 용액은 DMF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150∼
170cp의 도를 가지는 것이 합하 다. 한, 이

게 기방사 된 다공성 실리카 막을 200℃에서 소
결하면 유기물질  불순물이 제거되어 결정화도가 

높은 막을 얻을 수 있다. Fig. 2는 기방사한 실리

카 막의 SEM image이다. 실리카가 원형단면을 갖

는 매끄러운 섬유 형태로 분사되어 층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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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the electrospun SiO2 membrane

Fig. 3 SEM images of SiO2:HPA nano-particles

Fig. 4 FT-IR spectrum of HPA and SiO2:HPA nano-particles 
(and the Keggin structure of PW12O40

3-, identifying the four 
type of oxygen in the structure)

Fig. 5 XRD data of HPA and SiO2:HPAnano-particles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섬유의 두께는 약 0.5∼1.0
㎛로 층된 섬유 사이로 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있
다. 기방사한  실리카 막의 공극률을 확인해 보면 

apparent porosity는 92%, buthanol porosity는 96 

%로, SiO2막의 많은 기공으로 인해 유-무기 복합 

막 제조 시 무기 나노입자가 첨가된 이오노머가 충

분히 함침된 막을 얻을 수 있었다. 

Fig. 3은 microemulsion 방법으로 합성된 SiO2:HPA 

나노입자의 SEM image이며, Fig. 4는 HPA과 SiO2:HPA 

나노입자의 외선 분  분석기를 통한 흡수 스펙

트럼을 나타내었다. 합성에 사용한 Keggin 구조를 

가지는 HPA의 흡수 스펙트럼은 Ｐ－Ｏａ는 1075 
cm-1, Ｗ＝Ｏｄ는 980cm

-1, Ｗ－Ｏｂ－Ｗ는 890cm-1, 
그리고 Ｗ－Ｏｃ－Ｗ는 810cm-1에서 나타난다. SiO2: 
HPA 나노입자의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Ｐ－Ｏａ의 비
칭 신축진동이 1064cm-1에서, Ｗ＝Ｏｄ의 비 칭 신

축진동이 950cm-1에서 나타난다. 한 Ｗ－Ｏｂ－Ｗ
은 898cm-1 에서 매우 약하게 나타나며, Ｗ－Ｏｃ－Ｗ
은 792cm-1에서 신축진동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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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images of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Fig. 7 TGA data of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이러한 스펙트럼의 변화는 합성과정  TEOS의 가

수분해반응 동안 Keggin anion이 SiO2 matrix에 매

여서 고정되므로 이 안에서의 Keggin구조가 찰

되기 때문이다
9)
. 한 SiO2:HPA 나노입자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H3O
+
이온이 1705cm

-1
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polyanion 안에서 acidic proton의 

이동이 H3O
+ 
는 H5O2

+
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요한 요소  하나이다. Fig. 5는 HPA과 

SiO2:HPA 나노입자의 X선 회  분석의 결과를 보

여 다. HPA는 0에서 80°의 회 각에서 피크가 나

타나는데, SiO2:HPA 나노입자에서는 이 피크들이 

사라지면서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PA이 SiO2 matrix안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SiO2/nano ionomer복합막의 단면은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면을 보면 섬유상의 SiO2막 사이

로 nano ionomer가 함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열 량 분석 결과로, 기방사한 SiO2

막과 SiO2/nano ionomer 복합막의 온도에 따른 질량

변화를 나타낸다. 기방사한 SiO2막의 경우 800℃
의 온도까지 약 20%의 질량감소를 보여 열 인 안정

성이 확보됨을 확인하 다. SiO2/nano ionomer 복합

막의 경우, 막의 수화로 인한 질량감소가 나타나는 

역인 50∼200℃에서는 약 7%의 질량감소를 보
으며, 이후 320℃부터는 유기물질인 Nafion ionomer
의 구조 붕괴에 의해 격한 감소를 보 다.  

3.1 막의 전기화학적 특성 및 단위전지 
성능평가

Nano ionomer 종류에 따른 막의 특성을 분석하

기 앞서, 기방사한 SiO2막과 상용막인 Nafion 212 

막의 연료 지 성능을 비교하 다. 상용막이 가장 

최 화된 성능을 보이는 조건인 75℃와, 이에 비해 
고온 가습 조건인 110℃에서 연료 지를 운 하

으며 성능곡선을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의 (a)는 75℃의 온도에서, (b)는 110℃의　온도
에서 연료 지 운  시 상용 막과 기방사를 이용

한 복합 막의 성능 곡선이다. 75℃에서는 상용막인 
Nafion 212 막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110℃
에서는 기방사한 실리카 막의 matrix에 Nafion 

용액을 함침하여 만든 막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다. Nafion 막은 충분히 수화된 환경에서만 수소 이

온 도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100℃이상의 고온
에서는 상 습도가 낮아져 격한 수소 이온 도

도의 감소로 성능이 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나 기방사를 통해 제조된 막은 나노 섬유의 3차원

으로 연결된 기공구조와 높은 기공도가 이온이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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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larization curve of the commercial Nafion 212 mem-
brane and the SiO2/Nafion ionomer composite membrane (a) 
75℃ (b) 110℃

Fig. 9 AC impedance data of the SiO2/Nafion ionomer com-
posite membrane and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at 110, 130, 150℃

통과하는 것을 쉽게 하고, 넓은 표면 은 두 성분 사

이의 친화성과 더불어 해질에 의한 섬유의 수화를 

개량할 수 있게 한다. SiO2 matrix는 TEOS의 축합

반응을 통해 Si-O-Si 형태로 연결되며, hydrolysis 

반응에 의해 얻어진 nano silica 입자 형태로 이 져 

있다. 따라서 SiO2/nano ionomer 복합막이 고온에

서도 구조 으로 안정된 지지체 역할을 한다. 한 

실리카의 –OH 기가 수분을 머 고 있기 때문에 단

일막에 비해 hydrophillic한 부분이 증가하는데, 이

러한 함수율의 증가는 주로 bound water molecule 

함량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가습조건이 

낮아지는 100℃이상의 운 환경에서도 연료 지 성

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방사한 SiO2막에서 nano ionomer의 향에 

따른 기화학  특성은 Fig. 9의 AC Impedance 

측정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인 해질 막의 

Impedance 결과는 Fig. 9와 같은 Nyquist plot으로 

나타나는데, 원 에서부터 plot이 시작되는 까지

의 x축 항 값이 막에 의한 bulk 항 값이며, 반원

형의 plot에서 반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x축 항 값

이 계면이 층에서의 charge transfer 항이다17). 온

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활성도가 낮아지므로 charge 

transfer 항이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iO2:HPA 나노입자를 첨가한 막이 그 지 않은 막

보다 더 작은 charge transfer 항을 나타냈으며, 

특히 100℃ 이상에서 두 항 값 사이에 더욱 큰 차
이가 보 다. 이는 SiO2:HPA 나노입자의 첨가로 인

해 막- 극 합체 내에서 열  안정성  수분함

유량이 좋아져 수소 이온의 이동이 더욱 원활해졌

음을 상할 수 있다. Fig. 10에서는 다양한 온도에

서 AC Impedance 측정으로 얻은 막 항 값을 막의 

단  두께 ㎛ 당 항값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
다. 막 항은 100℃ 이상의 온도에서 상 습도가 

어듦으로써 막의 수화도가 떨어져 그 값이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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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mbrane resistance data of the SiO2/Nafion ionomer 
composite membrane and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Fig. 11 Proton conductivity of the SiO2/Nafion ionomer com-
posite membrane and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Fig. 12 Polarization curve of the SiO2/Nafion ionomer com-
posite membrane and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
posite membrane (a) 110℃ (b) 130℃ (c) 150℃

가하게 되는데, SiO2:HPA 나노입자를 첨가한 막이 

그 지 않은 막보다 확연히 더 작은 항 값  증

가율을 보 다. 이로 인해 Fig. 11과 같은 막의 수소 

이온 도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소 이온 도도 

결과를 보면, 두 가지 막 모두 90℃에서 가장 좋은 
도도를 나타냈으며, SiO2:HPA 나노입자를 첨가하

을 경우 수소이온 도도가 1.62×10-1S/cm로 첨가



나희수 ･황형권 ･이찬민 ･설용건

Tra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2011. 10), Vol. 22, No. 5 577

하지 않은 막에 비해 2배 가량 더 크게 나타났다. 10

0℃이상의 온도 범 에서는 수소이온 도도가 감소

하 지만 SiO2:HPA 나노입자를 첨가한 막이 일정

하게 더 높은 수소 이온 도도를 유지함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Nafion 상용 막이 75℃ 부근에서 
최  성능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 을 때, 기

방사한 SiO2 matrix가 막 내부의 함수율을 향상시

킴으로써 고온에서 Nafion의 수소 이온 도도를 

유지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

다. 한 SiO2:HPA 나노입자는 100℃ 이상의 고온, 
가습 조건에서도 함수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HPA의 이온 도성으로 인해 수소이온 도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100℃ 이상 고온에서의 단 지 성능 평가 곡선

은 Fig. 12에 나타내었다. 110℃에서는 SiO2:HPA 
나노입자의 첨가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온도가 130, 150℃로 증가하면서 성능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 고, SiO2:HPA 나노입

자를 첨가한 막이 더 높은 OCV(open circuit voltage)

를 유지함을 확인하 다. 150℃, 상 습도 15%에서 

비교해보면, 0.6V의 일정한 압에서 SiO2:HPA 나

노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막이 0.06A/cm
2
, 첨가한 막

이 0.11A/cm
2
의 류 도로 2배 정도의 성능 차이

를 보인다. 이는 앞서 확인한 막의 수소 이온 도도

의 결과와도 경향이 일치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방사를 이용하여 다공성의 SiO2

막을 제조하 으며 수소이온 도도를 가지는 nano 

ionomer를 기공에 함침하여 복합막을 제조하 다. 

nano ionemer로 Nafion ionomer와 SiO2:HPA 나노

입자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막의 물성 비교를 진행

하 으며 고온 PEMFC에 용하여 기화학  특

성  단 지 성능평가를 진행하 다.

 

1) 기방사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다공성의 SiO2

막은 우수한 열 안정성  치수안정성을 가지며, 

약 95%의 높은 공극률을 가지므로 nano ionomer

가 충분히 함침된 복합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2) microemulsion 방법을 통해 합성된 SiO2:HPA 나

노입자는 FT-IR과 XRD를 통해 확인하 으며, 

HPA가 SiO2에 잘 분산된 상태로 고정되어있어 

물에 용해되지 않으면서도 넓은 활성표면 으로 

인해 좋은 수소 이온 도도를 가짐을 확인하 다.

3) 기방사된 SiO2막은 기존의 상용 Nafion 막에 

비해 온에서는 낮은 연료 지 성능을 보 지

만 고온, 가습 조건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

여, 구조  지지체 역할을 하는 섬유형태의 SiO2

막이 고온에서 ionomer의 구조붕괴  수분함유

량을 개선하여 수소 이온 도도를 유지함을 확

인하 다. 

4) SiO2:HPA 나노입자를 nano ionomer에 첨가한 

막은 첨가하지 않은 막에 비해 고온에서 항의 

감소  수소 이온 도도의 개선을 확인하 다. 

150℃ 온도의 연료 지 성능평가에서는 0.6V에

서 0.11A/cm
2
의 높은 류 도를 보여 고온, 

가습 조건에서도 안정 인 성능을 확인하 다.

후      기

이 논문 는 서는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한국연구재단-2009-C1AAA001-2009- 

0092926).

본 연구는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

에 지 기술 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

한 연구 과제입니다(No. 20104010100500).

참 고 문 헌

1) B. C. H. Steele, A. Heinzel, “Materials for fuel- 
cell technologies”, Nature, Vol. 414, 2001, pp. 
345-352.

2) S. Bose, T. Kuila, T. X. H. Nquyen, N. H. Kim, 
K. Laua, J. H. Lee, “Polymer membranes for high 
temperature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Recent advances and challenges”, Prog. Polym. 
Sci., Vol. 36, 2011, pp. 813-843.



전기방사를 이용한 SiO2/nano ionomer 복합 막의 제조 및 고온 PEMFC에의 응용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2권 제5호 2011년 10월578

3) B. P. Tripathi, V. K. Shahi,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s 
for fuel cell applications”, Prog. Polym. Sci., 
Vol. 36, 2011, pp. 945-979.

4) O. Savadogo, “Emerging membranes for electro-
chemical systems Part II. High temperature com-
posite membranes for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PEFC) applications”, J. Power Sources, Vol. 
127, 2004, pp. 135-161.

5) Y. M. Kim, S. H. Choi, H. C. Lee, M. Z. Hong, 
K. Kim, H. I. Lee, “Organic-inorganic composite 
membranes as addition of SiO2 for high tem-
perature-operation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PEMFCs)”, Electrochim. Acta, Vol. 
49, 2004, pp. 4787-4796.

6) 박기태, 정환, 최동웅, 김성 , “고온/ 가
습 PEMFC운 을 한 Nafion®/ZrO2-TiO2 복
합 해질 막의 특성연구, 한국수소  신에
지학회 논문집, Vol. 22, No. 1, 2011, pp. 

60-68. 
7) F. Meng, N. V. Aieta, S. F. Dex, J. L. Horan,  

D. Williamson, M. H. Frey, P. Pham, J. A. Turner, 
M. A. Yandrasits, S. J. Hamrock, A. M. Herring, 
“Structural and transport effects of doping per-
fluorosulfonic acid polymers with the heteropoly 
acids, H3PW12O40 or H4SiW12O40”, Electrochim. 
Acta, Vol. 53, 2007, pp. 372-1378.

8) 황용구, 이 문, 우제 , 정장훈, 문상 , 강
안수, “수 해용 공유가교 SPEEK/HPA 복합
막의 제조  물리화학  특성”, 한국수소  
신에 지학회 논문집, Vol. 20, No. 2, 2009, 
pp.95-103.

9) H. J. Kim, Y. G. Shulm H. Han, “Synthesis of 
heteropolyacid(H3PW12O40)/SiO2 nano-particl-es 
and their catalytic properties”, Appl. Catal. A-Gen., 
Vol. 299, 2006, pp. 46-51.

10) Y. Izumi, K. Hisano, T. Hida, “Acid catalysis 
of silica-included heteropolyacid in polar reaction 
media”, Appl. Catal. A-Gen., Vol. 181, 1999, 
pp. 277-282.

11) H. J. Kim, Y. G. Shul, H. Han, “Sulfonic- 
functionalized heteropolyacid-silica nanoparticles 
for high temperature operation of a direct methanol 
fuel cell”, J. Power Sources, Vol. 18, No.1, 2006, 
pp. 137-142.

12) A. Greiner, J. H. Wendorff, “Electrospining: A 
fascinating Method for the Preparation of Ultrathin 
Fibers”, Angew, Chem. -Int. Edit., Vol. 46, 2007, 
pp. 5670-5703.

13) J. Choi, K. M. Lee, R. Wycisk, P. N. Pintauro, 
P. T. Mather, “Nanofiber Network Ion-Exchange 
Membranes”, Macromolecules, Vol. 41, No. 13, 
2008, pp. 4569-4572.

14) 이홍연, 황형권, 박상선, 최성원, 설용건, “Nafion 
용액 함침과 기방사를 이용한 고분자 해

질 연료 지용 폴리에테르술폰 막”, 멤
인, Vol. 20, No.1, 2010, pp. 1-7.

15) Y. Liu, S. Sagi, R. Chandrasekar, L. Zhang, N. 
E. Hedin, H. Fong, “Preparation and Charac-
terization of Electrospun SiO2/Nano fibers”, J. 
Nanosci. Nanotechnol., Vol. 8, No. 3, 2008, pp. 
1528-1536.

16) S. W. Lee, Y. U. Kim, S. S. Choi, T. Y. Park, 
Y. L. Joo, S. G. Lee, “Preparation of SiO2/TiO2 
composite fibers by sol-gel reaction and electro-
spinning”, Mater. Lett., Vol. 61, No. 3, 2007, 
pp. 889-893.

17) T. E. Springer, T. A. Zawodzinski, M. S. Wilson, 
S. gottesfeld, “Charaterization of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 Using AC Impedance Spectroscopy” 
J. Electrochem. Soc., Vol.143, No. 2, 1996, pp. 
587-599.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