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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분산 합법에 의해 무기물을 포함하는 고분자 미립자를 합성하기 해 styrene과 n- 
butyl methacrylate가 알루미나와 함께 합되었다. Styrene과 n-butylmethacrylate의 무게 비는 

3:1이었고, 입자안정제는 poly(N-vinyl pyrrolidon), 합 개시제로는 2,2'-azobis(isobutyronitrile)를 

사용하여 개시제의 농도, 분산매의 종류, 분산매의 혼합 용해도 상수 (δmix), 커 링제의 종류와 

농도에 따른 입자경을 조사하 다. 개시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경이 소폭 상승하 고 

분산매의 극성이 증가할수록 입경이 증가하 고, 분산매로서, 이소 로 올과 이온교환수를  

조성비에 따라 사용한 경우, [δmix]-4.01 ∝ 평균 입자경과 [δmix]-0.83 ∝ 입경 분포의 계를 얻을 수 

있었다. 커 링제의 종류와 농도변화에 따른 입자경  입자경 분포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ABSTRACT：In order to synthesize polymer particle containing inorganic material, styrene and n- 
butylmetacrylate were copolymerized with alumina by dispersion polymerization. The ratio in weight of 
styrene to n-butyl methacrylate was 3:1. Poly(N-vinyl pyrrolidon) and 2,2'-azobis(isobutyronitrile) were 
added as stabilizer and as initiator, respectively. The change of particle size was investigated with 
concentration of initiator, the type of medium, the mixed solubility parameter (δmix) of medium, and coupling 
agent. The enhancement in concentration of initiator resulted in slight increase of particle size. The increase 
of polarizability in medium also yielded the increase of particle size. In case of changing the ratio of 
isopropanol to distilled water, we could find relationship of [δmix]-4.01 ∝ particle size and [δmix]-0.83 ∝ 

particle size distribution(PSD). The type and the concentration of coupling agent showed no effect on 
the particle size and PSD.

Keywords：dispersion polymerization, particle size, medium, mixed solubility parameter, coupl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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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단분산 분포를 가지는 마이크론 크기의 구상 고

분자 미립자 제조  이의 공업  응용에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분자 미립자

는 표면 코 제,1,2 토 ,3-5 크로마토그래피용 각종 

충진제,6,7 용액 내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입자간 

표면 응집 반응으로 검지하는 임상 검사용 진단 

시약,8 고분자 매의 지지체,9 특수 도료의 충진제
10 등의 많은 분야에 용되고 있다. 단량체로부터 

고분자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크게 균일계와 비균

일계 합법으로 나뉘어진다. 균일계 합은 반응 

기부터 합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상을 유지하

며, 비균일계 합은 균일한 상에서 합 후 비균

일한 상으로 바 다. 균일계 합에는 괴상 합과 

용액 합법이 있다. 마이크론 크기의 구상 단분산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는 일반 으로 비균일계 

합법에 의해 제조되는데, 를 들어 탁 합,9,11 
유화 합, 분산 합, 침 합, 무유화 합 등이 알

려져 있다. 이  탁 합은 단량체 방울들을 기

계 으로 아주 강한 교반에 의해 분산시켜 단량체 

방울 내에서 합하는 방법으로 일반 으로 입자 

분포가 넓고, 타 합법에 비해 입경이 크며, 입자

들의 불안정화로 인해 입경  분산도의 조 이 

어렵다. 유화 합은 주로 마이크론 이하 크기의 입

자들을 만들어 입자들의 안정화는 용이하나, 유화

제에 의한 의존도가 커서 고분자 순도  내수성, 
조막성 등의 단 을 가진다. 이를 신하여 무유화

합,12,13 씨드-팽윤 유화 합,14,15 NAD (Non-Aqueous 
Dispersion) 합

16 등의 방법도 사용하지만 역시 순

도  내수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한 상기의 방

법들은 제조 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장시간을 

요하고 때론 고 고형분화가 불가능하다는 단 을 

갖는다. 그러나 분산 합은 이들에 비해 단분산 크

기의 구상 고분자 입자를 제조하기가 용이하고, 조
 한 쉽다. 유기용제를 분산매로 사용하는 비수

계 분산 합은 1950년경 Barrett1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어 기존하는 수계  비수계 코 제보다 물

성이 우수한 코 제 개발을 목 으로 사용되었다. 
기존 유기용제 타입의 코 제는 인체에 유해한 유

기용제의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  에 지 손실 

그리고 고 고형분화가 어려운 단 을 지니고 있는 

반면 수계 에멀젼 타입의 코 제는 무독성에 의한 

자연 친화성, 낮은 화재 험성, 작업의 용이성, 빠
른 합속도와 합의 용이함  고 고형분화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유기 용제형 코

제 (증발잠열: <100 cal/g)에 비해 수계 에멀젼 타

입의 코 제 (증발잠열: 580 cal/g)는 높은 증발 잠

열을 필요로 하며 낮은 피막 강도  표면 균일도, 
내수성, 내습성 등의 단 과 온 장성, 장기 

장성이 좋지 않은 단 이 있다. 이들 두 가지 형태

에 한 단 을 보완하고 코 제에 요구되는 물성

을 보유하기 한 제조 방법으로 비수계 분산 합

이 도입되었다. 비수계 분산 합에 한 정성 인 

연구  공업  응용은 국 ICI사의 Barrett 연구

들에 의해 부분 발 되어왔다. 극성 분산매 하

에서의 분산 합은 1982년 Almog17 등에 의해 처

음 소개되어, 1~6 ㎛ 크기의 단분산 폴리스티  미

립자를 1단계로 짧은 시간에 제조한 이래 기존의 

유화 합과 탁 합을 통해 제조할 수 없었던 

1~6 ㎛ 크기의 단분산 고분자 미립자 제조에 많은 

연구와 심이 보여지고 있다. 주로 극성 분산매계 

분산 합은 homopolymer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이들 분산 합은 마이크론 크기의 단분산 미

립자 제조 조건에 한 연구가 지배 이었으나, 최

근에는 여러 가지의 단량체들의 공 합도 많이 시

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요즘 산업 응용 분

야에서 이들 유기 고분자들의 피막 물성이 무기 

고분자들에 비하여 내수성, 내식성, 내용제성, 내열

수성, 경도 등이 히 떨어지는 문제에 착하

다. 물론, 무기 고분자는 가격 면에서나, 제조법, 
유연성 등에서 문제 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

한 장단 을 개선하고자 졸-겔법 등과 같은 유무기 

복합 합법들이 요즘 상당한 심을 끌고 있는 

추세이다.18,19 계 되는 연구로서 최근 들어 많은 

심을 모으고 있는 유무기 복합 합물을 만들고

자 스티 과 노말 부틸메타크릴 이트를 무기물인 

알루미나와 함께 분산 합을 시도하 는데 알루미

나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입자경이 증가하

으며 입자경 분포는 감소하 음 알 수 있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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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연속되는 연구결과로서 개시제 농도, 
분산매의 조성비, 커 링제의 종류  농도 등에 

의한 향을 조사하 다. 

Ⅱ. 실    험

1. 시약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단량체는 스티  (ST, Junsei)
과 노말 부틸메타크릴 이트 (n-BMA, 덕산화학)를 

10%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세척하여 정제한 

후 2℃로 냉장 보 하여 사용하 다. 안정제로서 

폴리 비닐피롤리돈 (PVP K-30, 분자량 40,000 
g/mol, Junsei)을 정제없이 사용하 으며 개시제로

는 2,2'-azobis (isobutyronitrile) (AIBN, Aldrich)을 침

법으로 정제하여 사용하 다. 분산매로서 물은 

이차순수 (double-distilled deionized water)와 아이소

로 올 (IPA, 덕산화학), 메탄올 (MeOH, 덕산화

학), 에탄올 (EtOH, 덕산화학), 노말 부탄올 (n-BuOH, 
삼 순약공업)을 정제없이 혼합하여 사용하 다. 
커 링제로서 3-methacryloxypropyl trimethoxy silane 
(MPTMS, Aldrich), 3-glycidoxypropyl trimethoxy silane 
(GPTMS, Aldrich), aminoethylaminopropyl trimethoxy 
silane (AEAPTMS, Aldrich), vinyl trimethoxysilane 
(VTMS, Aldrich)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 다. 무

기물로는 무기물 수분산액 제품인 Alumina sol (고
형분 3%, 평균입경 20 nm, 입자경 분포 10～30 
nm, 첨단메탈코 )을 그 로 사용하 다.

2. 분산 합

  75℃로 고정된 항온조 내에서 100 ㎖ Erlenmeyer 
삼각 라스크를 사용하여 교반하면서 행하 다. 

합물들은 항온조 하부에 설치된 자력 교반기와 

라스크 내 마그네틱 바를 이용하여 120 rpm으로 

교반시켰다. 먼  비이커에 입자안정제를 증류수에 

용해시켰으며 여기에  하나의 분산매인 알콜과 

무기물 분산액을 혼합하 다. 그리고, 다른 비이커

에 개시제와 커 링제를 단량체에 용해시킨 후 이

들을 비된 100 ㎖ Erlenmeyer 삼각 라스크에 

혼합하여 넣고 완 히 균일한 상태가 되면 질소기

류 하에서 1분간 purging을 한 후 항온조에 넣어 

합하 다. 이 시 을 기 으로 24시간 동안 합

하 으며 냉각 후 여과하여 량법으로 환율과 

겔 생성량을 측정하 다. 

3. 입자경 측정

  제조된 고분자 미립자의 입자 크기는 주사 자 

미경 (SEM, Jeol사 JSM 6400)으로 촬 한 사진

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SEM 촬 에 사용된 시료

는 제조된 라텍스 한 방울을 5 ㎖ 아이소 로 올

에 떨어뜨려 입자안정제를 세척한 후 40℃에서 하

루 동안 건조하여 분말 형태로 만든 다음, 이것을 

알루미늄 스투드에 부착시킨 카본 테이  에 한 

층으로 깔아서 제조하 다. 이 시료를 충분히 건조

한 후 분으로 진공  증착하여 15～20 ㎸ 하에서 

촬 하 다. 입자들의 수평균, 량평균 입자경 

( ,  ), 입경 분포도 (particle size distribution, 

PSD)는 촬 한 사진 속의 어도 100개 이상의 입

자(N)를 재어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여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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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토론

1. 합 개시제 농도에 의한 향

  Table 1은 개시제 AIBN을 변량한 처방인데 일반

으로 스티 의 분산 합에서 평균입자경은 개시

제 농도의 0.4승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21-24 
합 개시제는 라디칼 생성을 통하여 합을 시작하

게 하며, 개시제 농도가 가함에 따라 합 속도 

역시 빨라지게 된다. Lu24 등은 개시제 농도에 의

한 합 속도 변화는 주로 반응 기에서 기까

지가 많은 향을 받으며, 반응 후기에는 향이 

다고 보고하 다. 분산 합에서 반응 기에 모

든 구성 성분들이 분산매에 함께 용해되어 균일상

을 이루다가 라디칼에 의해 합 개시가 되어 임

계 분자량(분산매에 불용 직 의 분자량)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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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M photographs with concentration of initiator; (1) 1-1 (2) 1-2 (3) 1-3 (4) 1-4.

여 분산매에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 입자 핵을 생

성하게 되는데, 평균 입자경은 기 생성된 입자의 

수에 큰 향을 받게 된다. 생성된 입자 핵의 수가 

으면 최종 미립자의 크기가 증가되는데, 이는 입

자 핵이 단량체를 계속 으로 공 받아 최종 입자

로 성장해 나갈 때 입자 수가 으면 그만큼 공

될 단량체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 개시

제 농도의 증가는 라디칼 생성 수를 증가시켜 성

장하는 올리고머의 정지 반응에 의한 분자량 감소

로 생성되는 입자 핵의 수를 감소시키며, 최종 생

성된 미립자 내부에 존재하는 개시제 농도가 높은 

경우에 비해 상 으로 낮은 분자량을 가지는 많

은 수의 사슬 때문에 이들의 자유공간이 커져 최

종 평균 입자경을 증가시키게 된다. Table 1과 

Figure 1의 SEM 사진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0.97~2.08 ㎛의 비교  단분산한 입자들을 얻을 수 

Table 1. Recipe & Particle Size with Concentration of
Initiator

Ingredient(g) 1-1 1-2 1-3 1-4

Monomer
ST 6.0 6.0 6.0 6.0

n-BMA 2.0 2.0 2.0 2.0

Stabilizer PVP
K-30 0.5 0.5 0.5 0.5

Initiator AIBN 0.03 0.06 0.12 0.24
Coupling 

agent MPTMS 0.12 0.12 0.12 0.12

Medium
DIW 13.33 13.33 13.33 13.33

IPA 29.70 29.70 29.70 29.70

Filler Alumina 6.67 6.67 6.67 6.67

Total 58.35 58.38 58.44 58.56
 (㎛) 0.97 1.20 1.40 2.08
 (㎛) 0.98 1.21 1.40 2.21

PSD 1.008 1.009 1.004 1.060

Gel(%) below0.5 below0.5 below0.5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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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M photographs with type of medium; (1) 2-1 (2) 2-2 (3) 2-3 (4) 2-4.

Figure 2. Particle size with concentration of initiator.

있었다. Figure 2의 입자경과 개시제 농도의 계

에서는 각축의 원 데이터 값이 무 어서 100을 

곱한 값을 log를 취하여 롯하여 직선을 얻을 수 

있었고 기울기에서 [AIBN]0.35∝ 평균 입자경의 

향 값을 구할 수 있었다.

2. 분산매 종류에 의한 향

  분산 합에서 분산매는 매우 요한 인자이다. 
반응 기에는 균일상을 이루게 하여야 하며, 임계 

분자량에 도달하면 입자 핵이 생성되어 침 되게 

하여야 한다. 분산매의 용해도는 다른 구성 성분 

특히, 단량체의 용해도와 한 련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용해도 상수를 가

지는 극성 분산매인 메탄올, 에탄올, 이소 로 올, 
노말 부탄올을 사용하여 이들의 입경 변화 등을 

찰하기로 하 다. Table 2는 분산매의 종류에 따

른 처방이다. 용해도 상수 값은 아래의 식에 의해 

구하 고, 수행된 실험의 결과는 Table 2와 Figure 
3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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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ipe & Particle Size with Type of Medium

Ingredient(g) 2-1 2-2 2-3 2-4

Monomer
ST 6.0 6.0 6.0 6.0

n-BMA 2.0 2.0 2.0 2.0

Stabilizer PVP
K-30 0.5 0.5 0.5 0.5

Initiator AIBN 0.12 0.12 0.12 0.12
Coupling 

agent MPTMS 0.12 0.12 0.12 0.12

Medium

DIW 13.33 13.33 13.33 13.33

MeOH 29.70 - - -

EtOH - 29.70 - -

IPA - - 29.70 -

n-BuOH - - - 29.70

Filler Alumina 6.67 6.67 6.67 6.67

Total 58.44 58.44 58.44 58.44

δmix 16.66 15.80 15.20 15.17
 (㎛) 0.55 0.85 1.40 1.99
 (㎛) 0.60 1.20 1.40 2.61

PSD 1.092 1.395 1.004 1.311

Gel(%) below0.5 below0.5 below0.5 89.3

※ δ (cal1/2cm-3/2) - MeOH : 14.52,   EtOH : 12.76,
                IPA : 11.44,    n-BA : 11.3925

Figure 4. Particle size with solubility parameter of 
medium.

  δmix (cal1/2cm-3/2) =

   ×의함량 ×의함량⋯ ×의함량

  이번 실험에서 메탄올, 에탄올, 이소 로 올, 노

말 부탄올을 사용하 는데 2-1에서 2-4로 갈수록 

평균 입자경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극성

의 증가가 올리고머에 한 용해력을 떨어뜨려 입

자 핵생성 시간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며 이와 

유사한 연구
21-24와 그 결과가 같이 나왔다. 이를 통

해 사용한 극성 분산매가 용해도 상수에 따라 생

성되는 입자들의 크기에 많은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Figure 4는 입자경과 분산매의 용해

도 상수 값에 각각 10을 곱한 값을 log를 취하여 

롯하고 직선의 기울기에서 [δmix]-12.22 ∝ 평균 입

자경의 비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3. 분산매 조성 비에 의한 향

  극성 분산매  알코올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소

로 올과 증류수의 비를 조 함으로써 계의 혼

합 용해도를 변화시켜 실험을 Table 3의 처방에 따

라 수행하 다. 이소 로 올과 증류수의 비가 

60:40의 경우 계 체의 혼합 용해도 상수가 증가

하여 입경 분포가 넓어짐을 보인다. ST-MA의 분

Table 3. Recipe & Particle Size with Ratio of Medium

Ingredient(g) 3-1 3-2 3-3 3-4

Monomer
ST 6.0 6.0 6.0 6.0

n-BMA 2.0 2.0 2.0 2.0

Stabilizer PVP
K-30 0.5 0.5 0.5 0.5

Initiator AIBN 0.12 0.12 0.12 0.12

Coupling 
agent MPTMS 0.12 0.12 0.12 0.12

Medium
DIW 17.20 13.33 8.60 4.30

IPA 25.83 29.70 34.43 38.73

Filler Alumina 6.67 6.67 6.67 6.67

Total 58.44 58.44 58.44 58.44

 δmix 16.19 15.20 13.89 12.58
 (㎛) 0.62 1.40 1.49 1.98

 (㎛) 1.00 1.40 1.50 2.32

PSD 1.620 1.004 1.010 1.172

Gel(%) below0.5 below0.5 below0.5 below0.5

※ δ - ST : 9.34, BMA : 8.25, IPA : 11.44, DIW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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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M photographs with ratio of medium; (1) 3-1 (2) 3-2 (3) 3-3 (4) 3-4.

Pareicle size

Pareicle distribution

Figure 6. Particle size with solubility parameter by ratio 
of medium.

산공 합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26 이소 로

올과 증류수의 비가 90:10 이상이거나 55:45 이하

일 경우 안정 인 입자 분포를 얻지 못함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성 성분의 경우, 60:40 
이하이거나 90:10 이상의 경우 입경 분포가 넓어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조성의 용해도 상수 값

은 Table 3에서 나타내었고, 입자 크기와 입경 분

포 등은 Table 3, Figure 5에서는 SEM 측정 결과를 

Figure 6은 입경과 분산매의 용해도 상수와의 롯

에서 각축의 값이 어서 10을 곱한 값을 log를 취

하여 직선을 얻었다.

4. 커 링제 종류에 의한 향

  실란 커 링제는 공업 으로 무기물의 표면을 

유기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번 연구에서 산업 반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커 링제를 이용하여 이들의 합 결과를 

찰하기로 하 다. 실란 커 링제의 종류 변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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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M photographs with type of coupling agent; (1) 4-1 (2) 4-2 (3) 4-3 (4) 4-4.

Table 4. Recipe & Particle Size with Type of Coupling 
Agent   

Ingredient(g) 4-1 4-2 4-3 4-4

Monomer
ST 6.0 6.0 6.0 6.0

n-BMA 2.0 2.0 2.0 2.0

Stabilizer PVP
K-30 0.5 0.5 0.5 0.5

Initiator AIBN 0.12 0.12 0.12 0.12

Coupling
agent

VTMS 0.12 - - -
GPTMS - 0.12 - -
MPTMS - - 0.12 -

AEAPTMS - - - 0.12

Medium
DIW 13.33 13.33 13.33 13.33
IPA 29.70 29.70 29.70 29.70

Filler Alumina 6.67 6.67 6.67 6.67
Total 58.44 58.44 58.44 58.44
 (㎛) 1.23 1.28 1.40 1.33
 (㎛) 1.23 1.30 1.40 1.35

PSD 1.005 1.016 1.004 1.011
Gel(%) below0.5 below0.5 below0.5 below0.5

한 합 처방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커 링제의 실란올기는 무기 산화물과 결합하여 

표면에 유기 능기를 가지게 하고 그 유기 부분

은 고분자와 결합을 하여 유기-무기 결합을 이루게 

된다. 무기물이 고분자 미립자 내부에 잘 분산되어 

결합함으로써 열 , 기계  특성이 더욱 증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내포로 인한 입자들의 

형태와 평균 입자경, 입경 분포에 하여 찰해 

보기로 하 다. 실험의 결과는 Table 4와 Figure 7
에 나타내었다. 반 인 합 안정성과 입자의 분

산도는 양호하 으며, VTMS를 사용한 4-1, GPTMS
를 사용한 4-2, MPTMS를 사용한 4-3, AEAPTMS를 

사용한 4-4의 경우 각각 1.23 ㎛, 1.28 ㎛, 1.40 ㎛, 
1.33 ㎛의 평균 입자경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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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M photographs with concentration of coupling agent; (1) 5-1 (2) 5-2 (3) 5-3 
(4) 5-4.

5. 커 링제 농도에 의한 향

  Table 5는 커 링제 MPTMS의 농도 변화에 따른 

합 처방이다. 분산 합에서 사용되는 커 링제는 

졸-겔 로세서에 의해 MPTMS의 M-OR가 무기 

산화물인 알루미나의 M'-OH나 분산매 의 물

(H-O-H)과 결합하게 되면 알콜이 축합물로 생성되

게 된다.18,19,27 알콜의 생성은 분산매의 극성을 증

가시켜 올리고마에 한 용해력을 감소시켜 입자 

핵생성 시간이 감소되면서 핵생성 수가 증가되어 

입경이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커 링제의 증

가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것을 측하 지

만 Table 5와 Figure 8에서 보듯이 입자경의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아 커 링제의 농도 증가에 따른 

알콜 생성의 차이가 미미하여 입자경의 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Recipe & Particle Size with Concentration of 
Coupling Agent

Ingredient(g) 5-1 5-2 5-3 5-4

Monomer
ST 6.0 6.0 6.0 6.0

n-BMA 2.0 2.0 2.0 2.0

Stabilizer PVP
K-30 0.5 0.5 0.5 0.5

Initiator AIBN 0.12 0.12 0.12 0.12
Coupling

agent MPTMS 0.06 0.12 0.18 0.24

Medium
DIW 13.33 13.33 13.33 13.33

IPA 29.70 29.70 29.70 29.70

Filler Alumina 6.67 6.67 6.67 6.67

Total 58.38 58.44 58.50 58.56
 (㎛) 1.44 1.40 1.59 1.38
 (㎛) 1.46 1.40 1.59 1.39

PSD 1.013 1.004 1.002 1.009
Gel(%) below0.5 below0.5 below0.5 below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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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스티 과 노말 부틸 메타크릴 이트와 알루미나

를  분산 합할 때에 AIBN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 입자경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 [AIBN]0.35∝평균 입자경의 값을 확인하

다. 수계 분산 합에서 주로 사용되는 극성 분산매

인 MeOH, EtOH, IPA, n-BuOH을 사용하여, 이들이 

포함된 계의 혼합 용해도 상수의 변화에 따른 평

균 입자경의 변화를 찰하 다. 입자경은 MeOH< 
EtOH<IPA<n-BuOH 순서로 분산매의 극성이 증가

할수록 올리고머에 한 용해력을 떨어뜨려 입자 

핵생성 기간의 감소에 따라 입자크기는 증가하

고 [δmix]-12.22 ∝ 평균 입자경의 비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IPA:DIW의 비를 60:40에서 90:10으로 변화

하면서 이들의 평균 입자경과 입경 분포를 찰하

고 [δmix]-4.01∝평균 입자경과 [δmix]-0.83∝PSD의 

계값을 구할 수 있었다. 무기물의 표면 유기 처리

를 해 VTMS, GPTMS, MPTMS, AEAPTMS의 커

링제를 사용하 는데, 모두 합 안정성과 입자

의 분산도는 양호하 으며, VTMS의 경우 1.23 ㎛, 
GPTMS의 경우 1.28 ㎛, MPTMS의 경우 1.40 ㎛, 
AEAPTMS의 경우 1.33 ㎛의 평균 입자경을 얻었

고, PSD는 모두 1.004~1.016의 범 의 값을 나타내

었다. MPTMS의 농도를 0.10에서 0.41%로 증가하

을 때, 각각 1.44 ㎛, 1.40 ㎛, 1.59 ㎛, 1.38 ㎛의 

평균 입자경을 확인하 고, 1.002~1.013 범 의 

PSD를 나타내었는데, 커 링제의 종류와 농도변화

에 따라서는 입자경과 입자경 분포의 뚜렷한 차이

가 없었다. 

감사의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

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결과이며 이

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K. E. J. Barrett, Ed., “Dispersion Polymerization in 
Organic Media”, p. 184, J. Wiley & Sons, New 

York, 1975.
2. A. J. Backhouse, U.S. Patent, 4,403,003 (1983). 
3. A. Makabe, S. Araki, M. Kimura, and Y. Aida,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Copolymers used 
as Printer Toner”, Jpn. J. Appl. phys., 33, 122 
(1994).

4. M. Kamiyama, M. Maeda, H. Totsuka, and T. 
Hamanaka, “Preperties of Polymerized Toner”, J. 
Imaging, Sci. and Tech., 39, 433 (1995).

5. J. B. Choi and M. S. Park, “Synthesis of Polymer-
ic Toner with TCP Powder”, Abstracts Presented at 
the 13th KSIEC Meeting, 103 (1997). 

6. V. Smigol, F. Svec, K. Hosoya, Q. Wang, and J. 
M. J. Frechet, “Synthesis and Properties of Mono-
disperse Polystyrene and Poly(methacrylate) Latex 
Seeds”, Angrew. Makromol. Chem., 195, 151 
(1992).

7. Y. C. Liang, F. Svec, and J. M. J. Frechet, 
“Monodisperse Polymer Beads as Packing Material 
for High-Performance Liquid-Chromatography-Pre-
paration of Macroporous Poly(2,3-Epoxypropyl 
Vinylbenzyl Ether-Co-Divinylbenzene) Beads, Their 
Properties, and Application to HPLC Separations”, 
J. Polym. Sci., Polym. Chem. Ed., 33, 2639 (1995).

8. M. Shahar, H. meshukam, and S. Margel, “Synthe-
sis and Characteristics of Microspheres of Polystyr-
ene Derivatives”, J. Polym. Sci., Polym. Chem. Ed.,  
24, 203 (1986).

9. David C. Sherrington, “Preparation, Mod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lymer-Supported Species”, 
Br. Polym. J., 16, 164 (1984).

10. Rohm and Haas Company, “Process for preparing 
core-shell particle dispersion”, KOR1019870012171 
(1987). 

11. K. C. Lee, B. K. Song, and D. J. Lee, “Inverse 
Suspension Polymerization of Acrylamide”, Polymer 
(Korea), 25, 460 (2001).

12. J. W. Goodwin, J. Hearn, C. C. Ho, and R. H. 
Ottewill, “Studies on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
isation of Monodisperse Polystyrene Laticee. III. 
Preparation without Added Surface Active Agents”, 
Colloid Polym. Sci., 252, 464 (1974).

13. V. Smigol and F, Svec,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Uniform Beads Based on Macroporous Glycidyl 



240 방 수․조을룡

엘라스토머 제43권 제4호, 2008

Methacrylate-Ethylene Dimethacrylate Copolymer: 
Use of Chain Transfer Agent for Control of Pore 
Size Distribution”, J. Appl. Polym. Sci., 48, 2033 
(1993).

14. J. Ugelsted, P. C. Mark, K. G. Kaggerud, J. 
Ellingsen, and A. Berge, “Swelling of Oligomer- 
Polymer Particles. New Methods of Preparation”, 
Adv. Coll. Interface Sci., 13, 101 (1980).

15. J. W. Vanderhoff, M. S. El-Aasser, F. J. Micale, 
E. D. Sudol, C. M. Tseng, D. M. Kornfeld, And 
F. A. Vincente, “Preparation of Large Particle Size 
Monodisperse Latex in Space: Polymerization 
Kinetics and Process Development”, J. Dispers. Sci. 
Technol., 5, 231 (1984).

16. Brown, Philip, “Non-Aqueous Dispersion Finish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Metal finishing, 73(3), 
38 (1975). 

17. Y. Almong, S. Reich, and M. Levy, “Monodisperse 
Polymeric Spheres in the Micron Size Range by a 
Single Step Process”, Br. Polym. J., 14, 131 
(1982).

18. J. Zarzycki, “Past and Present of Sol-Gel Science 
and Technology”, J. Sol-Gel Sci, Tech., 8, 17 
(1997).

19. C. J. Brinker and G. W. Scherer, “Sol-Gel Science: 
The Physycs and Chemistry of Sol-Gel Processing”, 
p. 2, Academic Press, San Diego, 1990.

20. H. S. Bang and U. R. Cho, “Study on Dispersion 
Copolymerization of Styrene/n-Butylmethacrylate and 
Alumina”, Polymer(Korea), 32(6), 1 (2008).

21. C. M. Tseng, Y. Y. Lu, M. S. El-Aasser, and J. 
W. Vanderhoff, “Uniform Polymer Particles by 
Dispersion Polymerization in Alcohol”, J. Polym. 
Sci., Polym. Physics, Ed., 24, 2995 (1986).

22. A. J. Paine, W. Luymes, and J. McNulty, “Disper-
sion Polymerization of Styrene in Polar Solvents. 
6. Influence of Reaction Parameters on Particle 
Size and Molecular Weight in Poly(N-Vinylpyrroli-
done)-Stabilized Reactions”, Marcromolecules, 23, 
3104 (1990).

23. A. Tuncel, R. Kahraman, and E. Piskin, “Monosize 
Polystyrene Microbeads by Dispersion Polymeriza-
tion”, J. Appl. Polym. Sci., 50, 303 (1993).

24. Y. Y. Lu, M. S. El-Aasser, and J. W. Vanderhoff, 
“Dispersion Polymerization of Styrene in Ethanol: 
Monomer Partitioning Behavior and Locus of 
Polymerization”, J. Polym. Sci., Polym. Physics, 
Ed., 26, 1187 (1988).

25. Allan F. M. Barton, “Handbook of Solubility 
Parameters and Other Cohesion Parameters”, p. 94, 
CRC, Florida, 1985.

26. K. C. Lee, H. S. Bang, S. Y. Lee, and B. K. 
Song, “Effect of Reaction Parameters on the 
Disperison Copolymerization of Styrene and Methyl 
Acrylate”, J. Ind. Eng. Chem., 12, 1 (2006).

27. M. L. Zheludkevich, I. Miranda Salvado, and M. 
G. S. Ferreira, “Sol-Gel Coatings for Corrosion 
Protection of Metals”, Journal of Material Chemis-
try, 48, 5099 (200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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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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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gencyFB-Bold
    /AgencyFB-Reg
    /AmiR-HM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Demi
    /AvantGardeITCbyBT-Demi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Batang
    /BatangChe
    /BlackadderITC-Regular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stellar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urlzMT
    /Dotum
    /DotumChe
    /DungunM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xpoM-HM
    /FelixTitlingM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nchScriptMT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utami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gttB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mppB
    /H2mppL
    /H2porL
    /H2porM
    /H2sa1M
    /H2supB
    /H2supE
    /H2supL
    /H2supM
    /H2wulB
    /H2wulE
    /H2wulL
    /H2wul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ettenschweiler
    /HeadlineR-H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eadLine-Bold
    /HyhwpEQ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okGak-Bold
    /HYMokPan-Bold
    /HYmprL
    /HYMyeongJo-Bold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PillGi-Light
    /HYporM
    /HYPost-Bold
    /HYRGoThic-Bold
    /HYRGoThic-Medium
    /HYSeNse-Bold
    /HYShortSamul-Bold
    /HYShortSamul-Light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ymbolA
    /HYSymbolB
    /HYSymbolC
    /HYSymbolD
    /HYSymbolE
    /HYSymbolF
    /HYSymbolG
    /HYSymbolH
    /HYTaJa-Bold
    /HYTaJaFull-Bold
    /HYTaJaFull-Light
    /HYTaJaFull-Medium
    /HYTaJa-Light
    /HYTaJa-Medium
    /HYTeBack-Bold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rintMT-Shadow
    /Kartika
    /Latha
    /LucidaConsole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iandraGD-Regular
    /Mangal-Regular
    /MDAlong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icrosoftSansSerif
    /MingLiU
    /MoeumTR-HM
    /MogfilB
    /MogfilL
    /MogfilM
    /MonotypeCorsiva
    /MS-Gothic
    /MS-Mincho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VBoli
    /NewGulim
    /NSimSun
    /OCRAExtended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MingLiU
    /Pristina-Regular
    /PyunjiR-HM
    /Raavi
    /RageItalic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SanHgM
    /SanIgM
    /ScriptMTBold
    /Shruti
    /SimHei
    /SimSun
    /Sylfaen
    /SymbolMT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rinda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P-ArabicScriptSihafa
    /WP-ArabicSihafa
    /WP-BoxDrawing
    /WP-CyrillicA
    /WP-CyrillicB
    /WP-GreekCentury
    /WP-GreekCourier
    /WP-GreekHelve
    /WP-HebrewDavid
    /WP-IconicSymbolsA
    /WP-IconicSymbolsB
    /WP-Japanese
    /WP-MathA
    /WP-MathB
    /WP-MathExtendedA
    /WP-MathExtendedB
    /WP-MultinationalAHelve
    /WP-MultinationalARoman
    /WP-MultinationalBCourier
    /WP-MultinationalBHelve
    /WP-MultinationalBRoman
    /WP-MultinationalCourier
    /WP-Phonetic
    /WPTypographicSymbols
    /YetR-HM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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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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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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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