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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 vinylidene fluoride-co-hexafluoropropylene (PVdF-HFP) membrane were prepared by the electrospinning
technique. We had applied a DLC coating process and then the surface of the membrane and the contact angle change was
investigated. Electrospun fibrous PVdF-HFP membrane surface became to wrinkled shape by Ar plasma treatment and
treatment conditions. The wrinkled surface of PVdF-HFP membrane became super-hydrophilic. However, after DLC coating
process, it became super-hydrophobic. The resulting surfaces were characterized by water contact angle measurement,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Resultantly it was recognized
that the wett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membrane surfaces depended on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surfac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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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PVdF-HFP(Poly vinylidene fluoride-co-hexafluoropropylene) 멤
브레인을 제조하고, 그 멤브레인 표면위에 DLC(Diamond-like carbon) 코팅공정을 적용하여 멤브레인의 표면변화 및 접촉각
변화를 조사하였다. Ar 플라즈마 처리시간 및 처리조건에 따라 PVdF-HFP 멤브레인 파이버 표면이 주름(wrinkles)형태로 변
화 하였다. 이러한 Ar 플라즈마 처리가 된 PVdF-HFP 멤브레인은 초친수성(super-hydrophilic) 특성으로 변했지만, 초친수성
PVdF-HFP 멤브레인에 DLC 코팅공정을 적용하면 반대로 초소수성(super-hydrophobic) 특성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표면을 접촉각 측정과 XPS, FE-SEM 측정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화학적 조성과 표면 형상에 의해 접촉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 서 론

폴리머를 이용한 멤브레인은 이미 산업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작

한 멤브레인은 솔루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멤

브레인을 만들 수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소계 고분자는 탄소-불소간

결합거리가 작고 결합 에너지가 매우 크고, 내약품성, 내

열성, 내화학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PVdF-HFP는 불소 함유 비율이 60 % 이하로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니면서 용매(DMF, DMAc 등)에 쉽

게 용해될 수 있어서 많이 적용되는 물질이다[1, 2]. 또

한, 가공성이 우수하고 높은 이온 전도성과 압전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차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활성 물질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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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4].

DLC 박막은 비정질 고상 카본 필름의 하나로 다이아

몬드와 유사한 높은 경도, 내마모성, 윤활성, 전기 절연

성,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러한 우수

한 특성 때문에 DLC는 박막의 형태로 여러 종류의 보

호막이나 마찰부품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5]. DLC는 구

조적으로는 다이아몬드나 흑연과는 달리 비정질이지만,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다이아몬드나 흑연과 비슷하며,

카본의 결합형태는 sp3, sp2, sp1 등이 단일결합 및 이중,

삼중결합이 혼재한 형태이다[6]. 특히, 플라즈마 공정인
RF-PECVD(Radio frequency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DLC 박막을 성장시킬 경우, 탄

화수소 가스인 C2H2, CH4, C6H6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소화된 비정질 탄소 박막의 형태(a-C:H)를 가지게 된

다[7]. 이러한 박막 내에서 수소는 탄소와 sp3 결합을 하

고 있으며 band gap을 증가시키고 광학적, 전기적 특성

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소원자의 결합으

로 인해서 기계적물성인 표면경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DLC는 공정온도가 200oC

이하의 저온합성이 가능하며 유리나 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의 모재표면에 증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8, 9].

한편, 고체 표면 위에서 형성되는 물질의 접촉각은 화

학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화학적 요

인으로는 고체의 표면에너지나 액체방울의 표면장력에

의해서 접촉각이 형성되어진다. 즉, 물질의 표면에너지가

낮으면 접촉각이 커지는 소수성 표면이 되고 반대로 표

면에너지가 높으면 접촉각이 작아지는 친수성 표면이 된

다. 이와 같은 접촉각과 힘의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정리

한 Young’s equation이 많이 표현된다[10]. 물리적 요인

으로는 고체 표면의 거칠기 즉,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

라서 접촉각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는 접촉각은 Wenzel과 Cassie-Baxter의 모

델을 통하여 설명된다[11]. 먼저 Wenzel모델은 고체 표

면 위에 거칠기를 주는 요철들을 액체 방울이 완전히 뒤

덮는 경우를 가정한 모델이며, Cassie-Baxter모델은 고체

표면의 요철들이 액체 방울을 떠받치고 있는 경우를 가

정한 모델이다[12, 13].

이렇게 연구되어진 접촉각의 모델들 중 일반적으로 물

과의 접촉표면에서 접촉각이 150o 이상이 되는 표면일

때 초소수성(super-hydrophobic)이라 칭하고, 반면에 접

촉각이 5o 이하일 때는 초친수성(super-hydrophilic) 표면

이라 칭한다[14]. 이러한 초소수성 및 초친수성 표면은

펄스레이저증착(PLD)을 이용한 나노입자 코팅이나 기계

Fig. 1. Schematic of (a) Electrospinning system and (b) RF-PECV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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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공을 이용하여 표면에 미세 구조를 제작하는 등 선

행 연구가 많이 되어져 왔다[15]. 또한, 이러한 표면들은

오염방지, 습기방지, 부식방지 및 자체세정(self cleaning)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용을 위한 활발한 연

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과 낮은 표면에너

지를 가지고 있는 PVdF-HFP 폴리머를 전기방사법으로

멤브레인을 제작한 뒤, 플라즈마 CVD 공정으로 DLC

코팅공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표면변화 및 물과의 접

촉각 변화에 따른 친수성, 소수성 표면변화를 확인하고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PVdF-HFP 멤브레인을 만들기 위해 PVdF-HFP(Sigma-

aldrich)와 DMF(Daejung)를 26~28 wt%로 약 12시간

마그네틱 스틸러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교반한 후 사용하

였다.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7 kV의 전압 하에서 2 ml/

h의 유량으로 노즐 팁과 콜렉터사이 거리 12 cm에서 알

루미늄(Al6061)평판에 3시간 동안 방사하여 파이버를

가지는 PVdF-HFP 멤브레인을 제조하였다. 그 후 상온

에서 24시간 건조과정을 가졌다.

DLC 코팅공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증착장비

Fig. 2. FE-SEM images of (a) PVdF-HFP membrane and (b) Ar plasma treatment for 15 min/DLC thin film (c) Ar plasma treat-
ment for 30 min/DLC thin film, (d) Ar plasma treatment for 15 min/Si-DLC thin film and (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

Si-DLC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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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F-PECVD법으로 박막을 합성하였다. DLC 전처리공

정으로 Ar 가스를 50 sccm 넣고 RF Power 1000 W로

15분 단위로 30분까지 표면을 전처리한 샘플을 제작한

후, 두 가지 타입의 DLC 박막코팅을 적용 하였다. 첫 번

째 코팅샘플은 CH4 Gas를 50 sccm 주입하고 RF Power

를 100 W 인가한 후 30분간 DLC 증착하였고, 두 번째

코팅샘플은 Si 프리커서인 HMDSO(Hexamethyldisiloxane)

10 sccm과 CH4 Gas를 50 sccm을 주입하고 RF Power

100 W를 인가하여 Si-DLC로 증착하였다.

이때의 표면형상과 코팅 층의 두께는 FE-SEM으로 측

정하였다. 또한, 멤브레인 표면 및 DLC 코팅층에 대한

접촉각 측정은 Easy Drop(KRUSS)를 사용하여 Sessile

drop mode로 증류수(DI water)를 10 µl 떨어뜨려 시험편

표면의 임의 위치에서 5회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a)는 전기방사된 PVdF-HFP 멤브레인의 표면을

FE-SEM으로 측정한 결과로서 전기방사 된 파이버 직경은

평균 1~2 µm이다. Fig. 2(b), (c)는 전기방사된 PVdF-

HFP 멤브레인에 DLC 코팅한 표면의 FE-SEM 결과이

다. DLC 코팅공정을 수행하기 전에 PVdF-HFP 멤브레

인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0 W의 Ar 플

라즈마로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때 직경 1 µm 이하의

PVdF-HFP 파이버들은 플라즈마에 의한 표면에칭이 되

었으며, 직경 1 µm 이상의 파이버들은 주름형상으로 변형

하였고, 전처리 시간이 증가 할수록 주름은 점점 치밀해지

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000 W의

높은 RF Power로 발생한 열에 의해 PVdF-HFP 멤브레

인의 수축 및 압축으로 주름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16]. 이렇게 형성된 주름위에 플라즈마가 형성되어 상부

만 DLC가 코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d), (e)는

PVdF-HFP가 전기방사된 멤브레인 표면에 HMDSO를

주입하여 각각 15분, 30분간 Si-DLC 코팅한 표면의

FE-SEM 결과이다. 이때의 파이버 표면은 더 이상 주름

형상으로 변하지 않고 주름형태에서 각각의 작은 구가

결합된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r

플라즈마 처리로 형성된 주름에 Si-DLC 박막의 반응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PVdF-HFP 파이버에 증착된

DLC 및 Si-DLC 코팅 층의 두께를 측정하기위해서 동

일조건으로 실리콘기판에 코팅박막을 증착한 단면의 두

께를 FE-SEM으로 간접측정 하여 멤브레인을 형성한 파

이버에 증착된 DLC 두께를 제시하였다. 측정결과 DLC

박막의 두께는 약 150~200 nm로 측정되었고, Si-DLC

박막의 두께는 약 750~800 nm로 측정 되었다.

한편, PVdF-HFP 멤브레인과 DLC 코팅박막 표면에

대한 친수성, 소수성 특성을 분석하기위해서 PVdF-HFP

멤브레인에 Ar 플라즈마처리 및 DLC 코팅된 시험편 표

면에 대해서 물과의 접촉각 시험을 실시하여 그 측정결

과를 Fig. 3에 모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Fig. 3(a),

(f) 및 (g) 샘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접촉각이 150o 이상

인 초소수성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Fig. 2(b), (c), (d) 및 (e)와 같이 파이버 표면의

주름으로 인해 표면 거칠기가 높아진 PVdF-HFP 파이버

에 DLC를 코팅하여 물방울이 멤브레인 속으로 침투하

지 못하여 생겨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Fig. 3(f) 및

(g)의 접촉각 측정결과는 PVdF-HFP 파이버 표면에 Ar

플라즈마를 15분, 30분으로 처리한 멤브레인 표면으로

접촉각이 약 5o 이하인 초친수성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이러한 초소수성과 초친수성 특성이 내구성

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접촉각

Fig. 3. Water contact angle of (a) PVdF-HFP membrane (b) Ar
plasma treatment for 15 min/DLC thin film, (c)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DLC thin film, (d) Ar plasma treatment
for 15 min/Si-DLC thin film, (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Si-DLC thin film, (f) Ar plasma treatment for 15 min

and (g)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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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DLC 코팅된 시험편

은 약 24시간이 경과되면서 표면접촉각이 초소수성에서

소수성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Si-DLC

Fig. 6. F1s scan spectra of (a) PVdF-HFP membrane, (b) PVdF-
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 and (c) PVdF-
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DLC thin film.

Fig. 4. Effect of exposure time after (a) DLC and Si-DLC
coating and (b) Ar plasma treatment in the air.

Fig. 5. XPS wide scan results of (a) PVdF-HFP membrane, (b)
PVdF-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 and (c)
PVdF-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DLC

thin film.

를 코팅한 멤브레인은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초소수성의

특성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폴리머인 PVdF-HFP와 DLC 박막은 서로 이종물질이라

서로 결합이 약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DLC 박막이 박

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Si-DLC 코팅은 HMDSO

를 주입하여 이러한 박리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순수한

DLC 박막보다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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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Ar 플라즈마 처리공정만 실시한 PVdF-HFP 멤

브레인은 파이브가 주름진 표면형상으로 변하였고, 초친

수성 표면을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XPS 스

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5에 XPS 스펙트럼을

wide scan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VdF-HFP가

전기방사된 멤브레인 표면은 높은 F1s의 peak가 검출되

Fig. 7. C1s scan spectra of (a) PVdF-HFP membrane, (b) PVdF-
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 and (c) PVdF-
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DLC thin film.

Fig. 8. O1s scan spectra of (a) PVdF-HFP membrane, (b) PVdF-
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 and (c) PVdF-
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30 min/DLC thin film.

었고, 전기방사된 멤브레인에 Ar 플라즈마 처리한 멤브

레인 표면은 높은 O1s peak가 검출되었다. 또한, Ar 플

라즈마 처리된 멤브레인 표면에 다시 DLC 코팅을 실시

하여 XPS 스펙트럼 분석한 결과 표면은 높은 C1s peak

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Fig. 7 및 Fig. 8에 각각의 멤브레인 표면이

F1s, C1s 및 O1s 스펙트럼으로 나타남을 비교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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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6인 F1s 스펙트럼에서는 전기방사된 PVdF-

HFP 멤브레인이 C-F결합을 하는 688 eV와 686 eV가

검출되었지만, Ar 플라즈마 처리된 멤브레인 표면은 C-

F결합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LC 코팅을

적용한 멤브레인 표면은 C-F결합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의 C1s 스펙트럼에서는 전기방

사된 PVdF-HFP 멤브레인 표면이 C-C/C-H결합을 하는

292 eV, 287 eV, 285 eV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Ar 플라

즈마 처리에 의해서 멤브레인 표면은 C-C결합이 사라지

고, C-H결합이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DLC 코팅이 적용된 멤브레인 표면은 탄화수소인 CH4로

증착된 DLC 코팅으로 인해 다시 C-H결합이 증가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의 O1s 스펙트럼에서는 전

기방사 된 PVdF-HFP 멤브레인 표면에 C-O결합을 하는

532 eV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Ar 플라즈마 처리만

한 멤브레인 표면에서는 C-O결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LC 코팅이 적용된 멤브레인 표면에

서도 C-O결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DLC 박막이

주름진 파이버 상부에만 증착되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

다[17].

따라서 Ar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전기방사된 멤브레

인 표면은 C-F결합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C-O결합이

형성되어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주름

진 표면으로 인해 물방울이 멤브레인 속으로 빠르게 침

투하게 되어 초친수성 표면으로 변하게 된 것으로 판단

된다[18, 19].

이러한 초소수성과 초친수성 특성을 가지는 샘플이미

지를 Fig. 9에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진 PVdF-HFP를

전기방사법으로 파이버 구조의 멤브레인을 제조하였고,

그 표면에 플라즈마 CVD 공정인 RF-PECVD 법으로

DLC 박막코팅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표면형상 및 접촉각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DLC 코팅의 전처리 공정인 Ar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전기방사 된 PVdF-HFP 멤브레인의 파이버 표면은

주름 형상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

한 표면의 접촉각 특성은 초친수성 특성을 나타내고 장

시간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또한, 주름 형상 표면인 PVdF-HFP 멤브레인에

DLC 박막과 Si-DLC 박막을 증착하여 물과의 접촉각

측정결과 150o 이상의 초소수성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HMDSO를 도핑한 Si-DLC 박막은 36시간 이상의

장시간 동안 초소수성 특성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4) PVdF-HFP 멤브레인에 DLC 전처리 공정인 Ar 플

라즈마 처리를 적용함으로서 초친수성 표면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표면에 DLC 코팅을 추가함으로서 표면을

초소수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이에 따라 전기방사법과 DLC 코팅공정은 대면적

제작이 가능한 방법으로 향후 초소수성 표면이나 초친수

성 표면이 요구되는 산업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 고 문 헌

[ 1 ] C. Yao, X. Li, K.G. Neoh, Z. Shi and E.T. Kang, “Anti-
bacterial activities of surface modified electrospun
poly(vinylidenefluoride-co-hexafluoropropylene) (PVDF-
HFP) fibrous membranes”, Appl. Surf. Sci. 255 (2009)
3854.

[ 2 ] S.W. Choi, J.R. Kim, Y.R. Ahn, S.M. Jo and E.J.
Cairns, “Characterization of electrospun PVdF fiber-
based polymer electrolytes”, Chem. Mater. 19 (2007)
104.

[ 3 ] G.G. Kumar, K.S. Nahm and R.N. Elizabeth, “Electro
chemical properties of porous PVdF-HFP membranes
prepared with different nonsolvents”, J. Membr. Sci.
325 (2008) 117.

[ 4 ] M. Stolarska, L. Niedzicki, R. Borkowska, A. Zalewska
and W. Wieczorek, “Structure, transport properties and
interfacial stability of PVdF/HFP electrolytes contain-
ing modified inorganic filler”, Electrochim. Acta 53
(2007) 1512.

[ 5 ] D.W. Han, Y.H. Kim, D.J. Choi and H.K. Baik, “Hydro-
gen ion effect on the formation if DLC thin film by

Fig. 9. Sample images of (a) PVdF-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15 min/Si-DLC thin film and (b) PVdF-HFP

membrane Ar plasma treatment for 15 min.



40 Tae Dong Lee, Hyun Cho, Su Jong Yoon and Tae Gyu Kim

negative carbon ion beam”, J. Korean Cryst. Growth
Cryst. Technol. 10 (2000) 324.

[ 6 ] J.C. Park, O.G. Jeong, S.Y. Kim, S.J. Park, Y.H. Yun
and H. Cho, “Silicon surface texturing for enhanced
nanocrystalline diamond seeding efficiency”, J. Korean
Cryst. Growth Cryst. Technol. 23 (2013) 86.

[ 7 ] B.G. Choi, J.H. Shin, C.I. Ahn and K.B. Shim, “Bond-
ing structure of the DLC films deposited by RF-
PECVD”, J. Korean Cryst. Growth Cryst. Technol. 14
(2004) 27.

[ 8 ] Y. Rahmawan, M.W. Moon, K.S. Kim, K.R. Lee and
K.Y. Suh, “Wrinkled, dual-scale structures of diamond-
like carbon (DLC) for superhydrophobicity”, Langmuir
26(1) (2010) 484.

[ 9 ] J. Robertson, “Diamond-like amorphous carbon”, Mater.
Sci. Eng. R 37 (2002) 129.

[10] R.N. Wenzel, “Resistance of solid surfaces to wetting by
water”, Ind. Eng. Chem. Res. 28 (1936) 988.

[11] P. Roach, N.J. Shirtcliffe and M.I. Newton, “Progess in
superhydrophobic surface development”, Soft Matter 4
(2008) 224.

[12] K.L. Johnson, K. Kendall and A.D. Roberts, “Surface
energy and the contact of elastic solids”, Proc. R. Soc.
A. 324 (1971) 301.

[13] D.K. Owens and R.C. Wendt, “Estimation of the sur-
face free energy of polymers”, J. Appl. Polym. Sci. 13

(1969) 1741.
[14] Y. Miyauchi, B. Ding and S. Shiratori, “Fabrication of a

silver-ragwort-leaf-like super-hydrophobic micro/nanop-
orous fibrous mat surface by electrospinning”, Nano-
technology 17 (2006) 5151.

[15] J.P. Youngblood and T.J. McCarthy, “Ultrahydrophobic
polymer surfaces prepared by simultaneous ablation of
polypropylene and sputtering of poly(tetrafluoroethyl-
ene) using radio frequency plasma”, Macromolecules 32
(1999) 6800.

[16] B.G. Choi, S.Y. Kim, C.W. Park, J.H. Park, Y.P. Hong
and K.B. Shim, “Effect of deposition pressure on the
morphology of TiO2 nanoparticles deposited on Al2O3

powders by pulsed laser deposition”, J. Korean Cryst.
Growth Cryst. Technol. 23 (2013) 167.

[17] M.J. Jung, J.W. Lim, I.J. Park and Y.S. Lee, “Fluorina-
tion of polymethylmethacrylate (PMMA) film and its
surface characterization”, Appl. Chem. Eng. 21 (2010)
317.

[18] M.D. Duca, C.L. Plosceanu and T. Pop, “Surface modi-
fications of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under rf Ar
plasma”, Polym. Degrad. Stab. 61 (1998) 65.

[19] T.G. Kim, J.K. Kim, H. Cho, S.J. Yoon and H.S. Kim,
“Electrical, transparence and wetting properities of dia-
mond like carbon films”, Int. J. Mod. Phys. B 25 (2011)
4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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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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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