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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icon carbide ceramics are used for oxidation resistive coating films due to their excellent properties like high strength, good
oxidation resistance, and good abrasion resistance, but they have poor formability and are prepared by vapor process which is
complicated, costly, and sometimes hazardous. In this study, preparation of silicon carbide coating film by liquid process using polymer
precursor was attempted. Coating film was prepared by dip coating on substrate followed by heat treatment in argon at 1200

o

C. By changing
the dipping speed, the thickness was controlled. The effects of plasticizer, binder, or fiber addition on suppression of crack generation
in the polymer and ceramic films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fiber additives was effective for suppressing crack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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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는 높은 강도, 경도, 우수한 고온 물성, 크립

저항성, 내방사선 특성 및 내플라즈마부식 특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온 구조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한 메카니컬 씰, 베어링, 노즐, 절삭공구, 내화판,

연마재, 피뢰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2)

탄화규소는 공유결합으로 인하여 우수한 물성을 보유

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유결합 물질의 낮은 자기확산계수

때문에 소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순수한 탄화규소는

소결조제 없이 상압소결법으로 최고밀도를 얻기 어려우며

2100
o
C 이상의 고온과 고압이 필요하다.

1,3-5)

탄화규소는 또한 내열성, 내산화성과 내마모성이 우수

하여 고온에서 모재의 산화방지를 위한 내산화 코팅으로도

사용된다.
6,7) 
탄화규소 내산화 코팅 제조법으로는 화학기

상증착법과 같은 기상법이 주로 사용된다. 화학기상증착

법은 탄소와 규소 원소를 포함하는 원료 기체의 반응에

의하여 기판상에 코팅막을 증착하는 것으로 고순도 치밀질

탄화규소를 균일 두께로 얻을 수 있지만 고가의 제조비

용과 복잡하고 유해한 제조공정이 요구된다.
8-12)

 코팅 제

조법으로 사용되는 팩세멘테이션(pack cementation)법은

탄소계 시편을 규소계 분말에 파묻고 고온에서 반응시켜서

코팅막을 제조하는 것이다.
13,14)

 이 방법은 시편 표면에 경

사 조성의 코팅이 만들어져 열팽창률 차이에서 오는 열응력

발생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1650-1750
o
C의 높은 온도를 필

요로 하며 코팅면이 불균일하다는 단점이 있다. 고분자

전구체를 이용하는 액상법은 원료 물질의 분자 수준에서의

혼합이 가능하고 성형성이 좋으며 점도와 속도 조절을 통한

코팅막의 특성 조절이 가능하므로 섬유, 대면적 코팅, 복합

재의 제조에 응용된다. 또한 비교적 저온에서의 열처리로

균일한 세라믹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라믹 공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15-17)

 하

지만 콜롬보(Colombo) 등
18)
은 폴리카보실란 고분자로 SiC

코팅막을 제조하였을 때 1 µ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고

분자 코팅막에는 균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열처리 후 최대 0.25µm 두께의 균열 없는 세라믹 코팅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홍현정
19)
은 폴리페닐카보실란 고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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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µm 두께의 세라믹 코팅막을 제조하였으나 열응력에

의하여 균열과 박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보여준 세라믹 코팅막의 균열

발생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SiC 세라믹 후막의 액상법 제

조시 가소제, 결합제, 강화 섬유 첨가제의 균열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섬유 첨가제 첨가시에 열처리 후에도 균열이

없는 세라믹 코팅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2. 실험 방법

폴리카보실란(NIPUSI, Type-UH, 분자량 3500, Nippon

Carbon Co., 일본)을 자일렌(UN1307, Mallinckrodt Baker

Inc., 미국)에 30 또는 45 무게%의 농도로 상온에서 녹이고

1시간 교반하여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였다. 딥코팅 방법으

로 탄화규소 기판 (4×3× 36 mm) 상에 고분자 코팅막을 제

조하였다. 기판을 용액에 담구고 나서 1, 2, 4 또는 8 cm/min

의 속도로 인상하고 상온에서 건조하여 고분자 코팅막을

제조하였다. 아르곤 분위기 하에서 1200-1500
o
C에서 열처

리하여 세라믹 코팅막을 제조하였다. 고분자 코팅막과 세

라믹 코팅막의 균열 억제를 위하여 가소제와 결합제를 30%

폴리카보실란 용액에 첨가하여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가

소제로는 디옥틸프탈레이트(애경유화, 한국) 2.9-19.3%, 결

합제로는 폴리스티렌(LG화학, 한국) 1%를 사용하였다. 탄

화규소 기판상에 분당 2 cm의 속도로 딥코팅하여 상온에서

10분 동안 건조하고, 아르곤 분위기의 1200
o
C에서 2 시간

열처리하여 탄화규소 코팅막을 제조하였다. 가소제와 결

합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고분자 막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섬유상 첨가제를 첨가하여 균열억제 효과를 조사하

였다. 섬유상 첨가제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무기질 섬유

(Kaowool, 직경 1.3-4 µm, Morgan Thermal Ceramic Co.,

영국)로 50%까지 첨가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화학기상증착법(CVD)으로 탄화규소 코팅

막을 제조하였다. 삼염화메틸실란(MTS: Methyltrichorosilane,

CH3SiCl3)을 원료로 사용하고 수소와 아르곤을 각각 운반 기

체와 희석 기체로 사용하여 기상증착하였다. 기판은 탄화규

소를 사용하였고 반응원료기체비(H2/MTS)는 1 또는 3으로

하였다. 증착 온도는 1150
o
C, 증착 시간은 4시간으로 하였다.

제조한 탄화규소 코팅막을 엑스선회절분석(X'pert APD

system, Philips, 네덜란드)에 의한 상분석, 전계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S-4200, 히타치, 일본)과 광학현미경(올림퍼스,

일본)으로 미세구조분석, 전자탐침미세분석기(EPMA, JSA-

8100, JEOL, 일본)로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액상법

폴리카보실란 고분자를 1300
o
C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제조한 세라믹에 대한 엑스선회절분석 결과 Fig. 1과 같이

세 개의 피크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베타 탄화규소 물질의

회절선으로 식별되었다. 회절선의 너비가 큰 것으로 보아 결

정의 크기는 2 nm 이하로 매우 작고 백그라운드 엑스선

의 높이와 형태로 볼 때 비정질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폴리카보실란 고분자가 고온에서 열분해하면서 우

선 비정질이 형성되고 그로부터 차츰 나노결정이 형성된 것

으로 사료된다.

자일렌에 녹이는 폴리카보실란의 농도를 달리하여 고

분자 용액을 제조하고 여러 가지의 속도로 딥코팅하여 고분

자 코팅막을 제조한 후에 그 두께를 측정하였다. 30% 농도

의 용액으로 딥코팅한 경우, 딥코팅의 속도가 1-4 cm/min로

증가할 때 두께가 1-2.5 µm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농도의 용액으로 딥코팅한 경우에는 30% 농도의 경

우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서 속도가 1-4 cm/min일 때, 각각

4-9µm 두께의 고분자 코팅막이 형성되었다. 1µm 이상의

두께에서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팅막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분자 코팅막에 발생하는 균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

소제를 고분자 용액에 첨가하여 코팅을 실시하였다. 여러 가

지 가소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산소의 함량이 작고 자일렌에

용해도가 높은 디옥틸프탈레이트를 선택하였다. 가소제의

양을 2.9, 5.7, 10.7, 또는 19.3%로 변화시키고 코팅 속도를

1, 2, 4, 8 cm/min으로 변화시키며 고분자막을 제조하고 두

께를 측정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시 디핑

속도 증가와 함께 코팅막 두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가소제를 첨가하였을 때 10 µm 이상의 두꺼운

고분자 코팅막이 용이하게 만들어졌으며,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소제의 양이 10.7% 미만 일 때에는 고분자 코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 of ceramic coating film after heat

treatment. Note that the three broad peaks correspond to

beta silicon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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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막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10.7% 이상일 때에는 발생하

지 않아 가소제가 균열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소제가 고분자 사슬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사슬간의

상호 침투 효과를 높여 고분자 사슬의 결속이 잘 이루어지

게 하므로 건조 시에 고분자 코팅막의 수축이 일어나더

라도 수축력에 의하여 사슬이 쉽게 풀어지지 않아 2차원의

막이 갈라지지 않고 그 형태가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
20,21)

균열 저항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최대 25µm 두께의 고분자 코팅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

렇게 얻은 코팅막을 1200
o
C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고

EPM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소와 탄소이외에 산소가 검

출되었다.

산소를 포함하는 가소제 양을 줄이고 대신에 산소를 포

함하지 않는 결합제를 사용하면 내산화 특성에 도움이 되면

서 또한 고분자막의 결합력을 높여서 균열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결합제 사용을 시도하였다. 결합제 후

보 물질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을 선발

하여 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조사한 결과 폴리에틸렌은 녹지

않았으며, 폴리프로필렌은 상온에서는 녹지 않고 가열을

통하여 녹았으며, 폴리스티렌의 경우는 상온에서도 잘 녹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폴리스티렌을 선택하였다. 가소제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0.7% 이상 첨가하여야만 균열이 발

생하지 않았으나 가소제와 결합제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

우에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결합제 1% 첨가한 경우 가

Fig. 2. Surface cracks of ceramic coating films with a thickness

of 2 µm after heat treatment.

Fig. 3. Changes in thickness of polymer coating films with a

dip-coating speed when the amount of plasticizer was

(a) 2.9, (b) 5.7, (c) 10.7, and (d) 19.3%. 

Fig. 4. Surface of the polymer coating films prepared from

coating solution with addition of (a) 2.9, (b) 5.7, (c)

10.7, and (d) 19.3% plasticizers.

Fig. 5. Surface of polymer coating film prepared using polymer

solution with addition of 1% binder and 4% plasticizer.

Note that no crack was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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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를 4%까지 줄여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고분자 코팅

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200
o
C 열처리

후에는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팅막에 발생하는 균열은 건조 또는 열분해에 의한 부피

감소 때문이고 부피 감소가 코팅면 상에서의 수축으로 이

어질 때 균열이 발생한다. 코팅면 상의 수축을 억제하기 위

하여 가로세로비가 큰 섬유상 첨가제를 첨가하여 균열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분자량 2000과 분자량 3500의 고분자

사슬의 길이가 다른 두 가지 폴리카보실란에 대하여 용매를

자일렌과 톨루엔의 두 가지로 하여 네 가지 종류의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고 직경 5 µm, 길이 1 mm 이하의 무기질 단

섬유를 첨가하여 고분자 코팅막을 제조하였다. 그 결과 용

매로 톨루엔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균열이 존재하였으나 자

일렌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균열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자일렌이 톨루엔에 비하여 비등점이 높고 평형증기압이

낮아 건조 과정이 더 느리고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균열발생에 대한 고분자의 분자량 차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분자 막

을 열처리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막에는 균열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상 첨가제의 균열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섬유의 종류,

모양, 함량 등에 따른 균열 억제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기상법

비교를 위하여 화학기상증착법(CVD)으로 탄화규소 코

팅막을 제조하였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원료

기체비(H2/MTS)가 1일 경우에는 평균 4.3 µm 두께를 가

지는 얇은 탄화규소막이 형성되었지만 반응원료기체비가

3일 경우에는 평균 56.3 µm 두께를 갖는 두꺼운 탄화규

소막을 형성할 수 있었다.
8)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상법으로 제조한 코팅막의 표면 미세구조는 두께가 얇을

때에는 액상법으로 제조한 탄화규소 코팅막과 비슷하지만

두께가 두꺼워질 때에는 입자 구조가 심화되어 전혀 다른

미세구조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분해 공정(액

상법)과 증착 공정(기상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입자 크

기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제조한 코팅막에 대하

여 전자탐침미세분석(EPMA)을 실시한 결과 규소와 탄소

만이 검출되었고 산소는 검출되지 않아 순수한 탄화규소

막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1. 폴리카보실란 용액(용매: 자일렌)으로 딥코팅하여 고

분자 코팅막을 제조하고 이를 열처리하여 탄화규소 코팅

막을 제조하였다. 딥코팅시 용액의 농도가 높거나 딥코팅

속도가 빠를수록 더 두꺼운 고분자 코팅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45% 용액에 4 cm/min의 속도로 딥코팅 하였을 경우

9 µm 두께의 고분자 코팅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2. 고분자 코팅막의 두께가 1 µm 보다 두꺼울 경우 균

열이 발생하였다. 고분자 용액에 디옥틸프탈레이트 가소

제를 10.7% 이상 첨가할 경우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4 cm/min의 속도로 딥코팅하여 10µm 두께의 무균열 고분자

코팅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00
o
C에서 열처리하

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막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폴리

스티렌을 결합제로 1% 첨가할 경우 가소제의 양을 4%로

줄여도 건조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200
o
C에서

열처리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막에서는 여전히 균열이

발생하였다.

3.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섬유를 50% 첨가하여 제조한 결과

고분자 코팅막은 물론이고 열처리후의 세라믹 코팅막에

서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섬유상 첨가제가 균열억제효

과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기상법을 이용하여 탄화규소막을 증착한 결과 반응원

료 기체비, 증착 시간을 조절하여 수 마이크론의 얇은 막과

수십 마이크론의 균열 없는 두꺼운 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Fig. 6. Surface microstructure of ceramic coating film after heat

treatment of polymer coating film with an inorganic fibers

addition.

Fig. 7. Surface microstructure of ceramic coating films prepared

by vapor deposition under the condition of 1150
o

C and a

gas ratio of (a) 1 or (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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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으로 제조한 코팅막과 액상법으로 제조한 코팅막의

미세구조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S. Lee and H. Kim, “Recent Trend in Silicon Carbide Sintering

Technology,” Ceramist, 13 [6] 26-34 (2010).

2. D. Ryu, D. Sin, E. Bak, K. Jo, and S. Heo, “Recent Trends

in Silicon Carbide Fibers Technology for Aerospace Application,”

Ceramist, 12 [1] 72-82 (2009).

3. S. Prochazka and R. M. Scanlan, “Effect of Boron and Carbon on

Sintering of SiC,” J. Am. Ceram. Soc., 58 [1-2] 72 (1975). 

4. F. F. Lange and T. K. Gupta, “Sintering of SiC with Boron

Compounds,” J. Am. Ceram. Soc., 59 [11-12] 537-38 (1976).

5. Y. Takeda, K. Nakamura, K. Maeda, and Y. Matsushita,

“Effects of Elemental Additives on Electrical Resistivity of

Silicon Carbide Ceramics,” J. Am. Ceram. Soc., 70 [10]

266-67 (1987).

6. S. Yi, “Preparation of Oxidation Resistive Coating Film on

Graphite Substrate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Mas-

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2006.

7. G. Gang, “Crack Healing and Recovery of Mechanical

Strength in Silicon Carbide Ceramics by Functional Coating

Film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2010.

8. J. H. Oh, C. H. Wang, D. J. Choi, and H. S. Song, “Fabrication

of CVD SiC Double Layer Structure from the Microstructural

Change Through Input Gas Ratio,” J. Kor. Ceram. Soc., 36

[9] 937-45 (1999).

9. H. Sone and T. Kaneko, “In Situ Measurements and Growth

Kinetics of Silicon Carbide Chemical Vapor Deposition from

Methyltrichlorosilane,” Crystal Growth, 219 245-52 (2000).

10. J. I. Kim and W. J. Kim, “Deposition of Compositionally

Graded SiC/C Layer on C-C Composites by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Nucl. Mater., 307-11 1084-87

(2002).

11. K. L. Choy, “Chemical Vapor Deposition of Coatings,” Prog.

Mater. Sci., 48 57-170 (2003).

12. J. Yun, Y. Choi, and H. Lee, “Crack-healing Capability and

High Temperature Oxidation Resistance of Multilayer Coat-

ings for Carbon-Carbon Composites,” J. Ceram. Proc. Res.,

10 [3] 340-43 (2009).

13. Q. Fu, H. Li, X. Shi, K. Li, and G. Sun, “Silicon Carbide

Coating to Protect Carbon/carbon Composites Against Oxi-

dation,” Script. Mater., 52 [9] 923-27 (2005).

14. J. Kim, I. Oh, and H. Joo, “Mechanical Properties & Abla-

tion Mechnism of SiC Coated Carbon/Carbon Composite by

Pack-cementation Method,” Carbon Sci., 2 [1] 27-36 (2001).

15. G. Mun, G. Min, H. Im, and D. Gim, “Comparison Study of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Polycarbosilane as a Precursor

for Silicon Carbide,” J. Kor. Chem. Eng. Soc., 9 [2] 159-65

(1998).

16. M. Peuckert, T. Vaahs, and M. Bruck, “Ceramics from Orga-

nometallic Polymers,” Adv. Mater., 2 [3] 398-404 (1990).

17. H. Q. Ly, R. Taylor, and R. J. Day, “Conversion of Poly-

carbosilane to SiC-based Ceramic Part 1. Characterization

of PCS and Curing Products,” J. Mater. Sci., 36 4037-43

(2001).

18. P. Colombo, T. E. Paulson and C. G. Pantano, “Synthesis of

Silicon Carbide thin Films with Polycarbosilane,” J. Am.

Ceram. Soc., 80 [9] 2333-40 (1997).

19. H. Hong, “Multilayer Coating for Promoting Oxidation Resistance

and Effect of Boron Addition on the Interface of Silicon

Carbide and Carbon when Forming Conversion Layer of

Carbon by Chemical Vapor Reaction,”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8.

20. R. Gächter and H. Müller, Plastics Additives Handbook,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0.

21. O. Olabisi, L. M. Robeson, and M. T Shaw, Polymer-Poly-

mer Miscibility, Academic Press, New York,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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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