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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연료 개질 시스템은 수소 발생기, 산화기, 일산화탄소 제거기로 구성되어 있다.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계에서 시스템의 기동 시간은 매우 중요한 설계 인자이다. 특히, WGS 반응기의 기동 시간

은 리포메이트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기동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량의 일

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리포메이트 가스를 WGS 반응기에서 산화시킴으로써 WGS 반응기를 가열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때 공급되는 공기는 WGS 반응기 입구에 공급되어 기동 초기에 발생되는 과량의 일산화탄소가 함유된 리

포메이트 가스를 제거하므로써, 운전 중에 일산화탄소의 과잉 공급없이 안정적으로 리포메이트를 공급함으로써 기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Abstract − The fuel processor for the portable fuel cell includes multi-step processes consisting of hydrogen genera-

tor, heat generator and several CO clean-up stages. One of requirements of the fuel processor for portable fuel cell sys-

tem is a rapid start-up time. Especially, the warm-up time for WGS reactor is crucial factors for total start-up time. In

this paper, active heating protocol, which is the heating protocol of WGS reactor supplied by the oxidation of CO rich

reformate in the initial stage, is used for a rapid start-up. The air stream fed to the inlet of WGS reactor rapidly oxidize

the CO rich reformate in the WGS reactor. Therefore, CO concentration in reformate quickly stabilized at the desired

concentration without CO su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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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전원 공급 시스템 분야는 전기 자동차, 가정

용, 빌딩 비상 전원과 군사용 전원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캠핑 등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캠핑용 차량이나 요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원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메탄올 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휴대용 전원 시스템이 실제 판매 중에

있다. 틈새 시장으로 특정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휴대용 연료전지

시장은 초기 연료전지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그렇지만, 고분자 연료전지 기반의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 내구성, 사용자 편의성과는 격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원을 발

생시키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촉매량을 적게 사용할 수 있고 시스템

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는 연료 접근성 측면에서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

간이 필요하며, 수소의 특성상 단위 부피당 열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정된 부피 안에 많은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도 해결해야 하는

항목이다. 현재에는 사용자의 연료 접근성이 용이한 천연가스(LNG),

액화 석유 가스(LPG), 가솔린, 디젤 등의 탄화수소계 연료를 높은 효

율로 소형화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상기 기술은 현재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는 천연가스 공급 망이나 주유소, 슈퍼 마켓에서 연료를 구

입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인프라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탄화 수소 계 연료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

나, 추가의 연료 개질 시스템이 필요하다[3-6].

연료 개질 시스템은 크게 수소 발생기/일산화탄소 제거기/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 발생기는 수증기 개질 반응(steam reforming,

SR), 자열 반응(autothermal reforming, ATR), 부분 산화 반응(partial

oxidation, POx) 중 시스템 요구 조건에 따라 반응 시스템을 선정하

여 사용하게 되고, 각 반응에서 나오는 수소의 농도, 반응 속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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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피, 흡열/발열 등의 열 설계 등이 다르다.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

템에 사용하는 연료개질 시스템은 높은 효율, 운전 안정성, 빠른 기

동 시동 시간이 중요하다. 효율이나 안정성은 수소 발생기의 종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몇 가지 문헌[7,8]에서 열공급기, 증발기, 개질

반응을 통한 POx, ATR, SR 반응에 대한 개질기의 효율에 대해 비

교하였다. 개질기 효율은 SR>ATR>POx 반응기 순이었다. POx 반

응을 기반으로 하는 개질기의 경우에는 빠른 운전이 가능하나, 휴대

용 시스템에서는 산화제로 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종 리포메

이트의 수소 농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수

성가스반응/선택적 일산화탄소 산화반응으로 이어지는 일산화탄소

제거 시스템의 부피가 커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SR을 기반으로

하는 개질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탄화수소 계열 연료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

소는 연료전지 전극을 피독 시킴으로 전극에 공급되기 전에 50

ppm 이하로 제거되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제거 공정은 고온 수성

가스 반응, 저온 수성가스 반응, 선택적 일산화탄소 산화 반응 혹

은 메탄화 반응으로 구성된다. 이중 수성가스 반응은 연료전지의

연료인 수소를 만드는 반응이므로, 보다 많은 일산화탄소가 수성

가스 반응을 하는 것이 전체 효율에 유리하다. 선택적 일산화탄소

산화반응과 메탄화 반응은 운전 온도 범위가 매우 좁아서, 운전 범

위를 벗어나면 일산화탄소와 경쟁 반응인 수소의 산화 및 메탄화

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운전 조건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

으로 수성 가스 반응을 거쳐 나온 가스 중 일산화탄소의 함량은

1% 이내, 적정하게는 0.5% 이내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WGS 반응기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중요한 인자는 기동시

간이다. 특성상 기동 초기 운전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열의 공급이

필요하고 운전이 안정화되면 냉각이 필요한 발열 반응 공정이므로

열관리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동 초기에는 과량의 일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리포메이트 가스를 WGS 반응기 내에서 산화시킴으로 WGS 반응기

를 가열하여 빠르게 최적 운전 온도에 도달하게 하는 운전이 가능한

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산화 분위기에서 비활성화되지 않는 귀금

속계 촉매를 사용하였다. 또한, 열용량을 줄이기 위해 펠렛 형태와

모노리스 형태의 촉매 시스템도 비교하였다.

2. 실 험

본 실험에서 사용한 개질 반응 시스템의 개략도는 Fig. 1에 나타

내었다. 수증기 개질 반응부, 열원인 촉매 산화기, 수성가스 반응

(Water gas shift reactor, WGS), 선택적 일산화탄소 산화반응기

(Preferential CO oxidation reactor, PrOx)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스팀 발생기를 포함한 열교환기, 질량 제어기, 각종 공기 펌프와 물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 시스템으로 구동하기 위한

제어 회로가 장착되어 있다. 

실시간 생성되는 가스의 조성 중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메탄

을 측정하기 위해 비분산 적외선 감지기(Nondispersive infrared

detector, ND-IR)가 장착된 가스 분석기(Rosemount)를 사용하였고,

수소의 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열전도도 감지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를 사용하였다. 생성되는 리포메이트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습식 유량 측정기(Shinagawa)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동 시간에서 중요한 인자는 단위모듈의 빠른 온도 상승이다. 빠

른 온도 상승을 위해서는 촉매를 포함한 반응기의 무게를 줄일 필요

가 있다. Fig. 2에서는 펠렛 형태의 촉매와 모노리스 형태의 촉매를

사용한 동일 부피 반응기의 기동 시간을 측정하였다. 펠렛 형태의 경

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50 ppm 이하에 도달되는 시간은 37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모노리스 형태의 촉매를 사용한 경우 24분 정도로

30% 기동 시간이 빨라졌다. 이는 반응기의 무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SR 반응기가 준비되어서 리포메이트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서 WGS 반응기의 온도가 상승하였다. 즉, 반응기를 가열하기 위한

열원은 반응 초기에는 전도에 의한 열전달 보다는 고온의 반응 가스

의 공급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적 운

전 조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최대 300 ppm이

상으로 높았으며 이때 생성된 리포메이트 가스는 연료전지 스택에

공급할 수 없는 가스이므로 개질기 내부에 있는 촉매 산화기에 공급

되어 열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질 시스템이 준비되는 시

점은 반응기 온도에 상승과 동시에 일산화탄소 농도의 빠른 안정화

가 중요하다.

모노리스 형태의 반응기는 앞의 결과와 같이 빠른 기동 시간을 확

보할 수 있으나, 모노리스의 구조상 반응기 입구의 가스 분배가 전

Fig. 1. Simplified schematic drawing of the propane portable fuel

processor. AP: Air pump, LP: Propane pump, WP: Water

pump, TC: Thermocouple

Fig. 2. Start-up behavior of WGS reactor: pellet type catalyst reac-

tor (□) and monolith type catalyst reactor (●).



200 W급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빠른 기동 특성을 위한 수성 가스 반응기 설계 457

Korean Chem. Eng. Res., Vol. 51, No. 4, August, 2013

체 가스 분포를 결정한다. 즉, 모노리스 내의 채널 입구에 공급된 가

스는 채널 간에 교차되어지지 않으므로 처음에 공급된 가스가 그 채

널 내에서만 반응하게 된다. 특히,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가

스 분배를 위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움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

서 가스 분배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반응기에서는 모노리스를

이단으로 장착하여 가스 분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Fig. 3에서와 같

이 첫번째의 모노리스와 두번째 모노리스 사이에 빈공간을 확보함으

로써 가스의 분포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노리스 채

널 내를 빠른 속도로 흐르다가 넓은 공간에서 선속도가 늦어지면서

가스의 혼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체 흐름 시뮬레이

션 방법을 사용한 모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노리스를 제작하고

실제와 유사한 유량으로 임의의 연료를 공급하여 연료의 분배 상태

를 확인하였다. 1단으로 제작된 모노리스 형태의 반응기에서는 연료

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에 2단으로 제작된 모노리스

형태의 반응기에서는 연료의 분배가 잘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질 시스템이 장착된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시스템의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개질 시스템 운전 시에

실시간 일산화탄소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일산화탄소의 농

도와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WGS 반응기의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안정된 리포메이트 가스를 연료전지 스택에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실제 개질 시스템에서 수증기 개질 반응기의 조건을 고정하고

WGS 반응기 온도 조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4에 나타낸

것 같이 반응기 입구 온도를 예열기를 사용하여 200, 250, 300, 350,

400 oC로 반응 가스를 유입시키고, 반응기의 최적 운전 온도를 찾기

위해서 WGS 반응기를 임의로 가열하여 일산화탄소 전환율을 측정

하였다. 입구 온도 200 oC의 경우 반응기 온도를 280 oC 이상에서 일

산화탄소 농도가 1.0%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WGS 촉매층

온도는 250 oC 내외로 맞추기 위해 WGS 발열량에 비해 손실되는

Fig. 3. CFD simulation results and image of gas distribution in monolith type WGS reactor: (a) CFD simulation result of one stage reactor, (b) sim-

ulated gas distributed image of one stage reactor, (c) CFD simulation result of two stage reactor and (d) simulated gas distributed image of

two stag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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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최적 반응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반응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 촉매층이 냉각되는 것이 반응열에

비해 적기 때문에 최적 온도인 촉매층 내부의 온도를 250 oC 이상으

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입구 온도가 300 oC 이

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WGS 반응이 진행되어 생성되는 열로 촉

매층을 충분히 가열할 수 있어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1.0% 이하로 조

절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개질 시스템에서는 반

응기 입구 온도를 250 oC 이상으로 하고 반응기 후단의 온도를 250

~300 oC 사이에서 제어되면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1% 이하로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결과와 같이 모노리스 형태의 반응기를 사용하여 기동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었으나, 추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반응

초기 생성되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함유된 리포메이트 가스를 WGS

반응기 내에서 산화되게 하여 기동 시간을 빠르게 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Fig. 1에서와 같이 WGS 반

응기 입구 부분에 추가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 펌프를 장착

하였다. 과량의 일산화탄소가 함유된 리포메이트 가스를 WGS 반응

기 냉에서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산화 분위기에서 내성을 가지면서

고온 및 저온 WGS 반응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Rh/Al
2
O
3
 촉매를

사용하였다. 또한 초기 산화 반응에 사용하는 공기로 인해 선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 반응기 위치에 따른 온도를 가지고

산화시키는 공기의 양을 최적화시켰다. 이때 반응기의 온도는 반응

기 후단 기준으로 300 oC로 제어하였다. 반응기 입구 부분에는 유입

가스의 분푸를 개선하기 위해 10 mm 길이의 모노리스가 장착되어

있고, 그 후단에 5 mm의 공간, 마지막으로 WGS 촉매가 장착되어

있다. Fig. 5에서와 같이 공기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온도는

낮아지고, 최대 온도를 나타내는 지점은 반응기 후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포메이트 내에 과량의 수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700 oC 까지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상 상태에 도달하여 수성

가스 반응을 하기 위한 온도 제어 지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

응기 전/후단을 사용하는 것이 일산화탄소를 제어하기에 좋은 지점

이고, 기동 초기에 WGS 반응기를 가열하기 위한 온도 제어 지점은

반응기 입구 부분으로 하여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촉매의 열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질 시스템의 초기 운전 시에 공기 펌프를 사용하여 과량의 일산

화탄소가 함유된 리포메이트 가스를 산화하여 일산화탄소의 급격한

상승 없이 개질 시스템을 기동/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에서와 같이 과량의 일산화탄소가 함유된 리포메이트 가스를 WGS

촉매층에서 산화시키지 않을 경우, 과량의 일산화탄소가 연료전지

스택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므로 반드시 개질 시스템 후단에 밸브를

장착하여 과량의 일산화탄소가 있는 리포메이트 가스는 AOG에 공

급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최적화된 공기 공급 조건에서 리포메이트

를 산화시키면, 기동 시간도 빨라지고 과량의 일산화탄소도 제거되

었다. 공기를 1 l/min 이상으로 공급하였을 경우, 배출되는 일산화탄

소는 0.8% 이내로 제어가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on/off 사이클 운전 프로토콜을 가지고 개질 시스템의

장기 운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프로토콜은 2시간 운전

후 on/off 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기동 시에 추가의 공기 펌프를

사용하여 기동 시간을 빠르게 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의 사이클로 운

Fig. 4. CO mole fraction with inlet and furnace temperature of WGS

reactor.
Fig. 5. Temperature profiles in monolith type WGS reactor with

air flow rate.

Fig. 6. CO mole fraction during start-up procedure of fuel proces-

sor by introducing air to the inlet port of the WGS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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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면서 추가의 공기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개

질 시스템의 장기 평가 중에 리포메이트의 유량, 개질기의 효율, 일

산화탄소의 농도 등이 측정 가능한 인자들이다. 이중 일산화탄소 농

도의 변화는 WGS 반응기와 관련된 인자이므로 WGS 반응기의 열

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Fig. 7에 100 사이클 운전 결과를 나타내

었다. 최초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10 ppm에서 시작하여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정상적인 on/off 사이클이 8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약 3,000시간이

되었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50 ppm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기동 시 추가의 공기를 공급하는 프로토콜이 공급하지 않는 프

로토콜의 일산화탄소 농도보다 다소 낮은 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운

전 중에 생긴 coke 등이 on/off 사이클 중에 제거되면서 촉매 활성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기동 시 추가의 공기를 사용

하는 것으로 인해 WGS 촉매가 비정상적으로 비활성화되지 않았다.

4. 결 론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기동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WGS

반응기의 기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기동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었다. 기동 시간 단축을 위한 첫 번째 시도로는 반응기의

전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펠렛 형태의 촉매에서 모노리스 형태의 촉

매로 변경하여 약 20%의 기동 시간이 단축되었다. 모노리스 형태의

촉매 반응기를 사용하기 위해 유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가스

분배 개선 설계를 도출하여 이를 실제 반응기에 적용하였다. 두 번

째 시도로는 WGS 반응기에 추가의 공기 펌프를 장착하여, 기동 초

기에 발생하는 과량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리포메이트 가스를

WGS 반응기 내에서 산화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동

시간을 10분 이내에 리포메이트 가스가 안정화되었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 시간 이내에 과잉 일산화탄소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연료 공급과 동시에 리포메이트 가스를 연료전지 스택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 방법은 전체 개질 시스템의 장기 운

전 평가를 거쳐 추가의 공기로 기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사용하

지 않는 방법에 비해 촉매 비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를 통해 기동 초기에 추가 공기를 사용함으로써 기동 시

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기동 방법을 확보할 수 있었다.

References

 1. Hulteberg, P. C., Burford, H., Duraiswamy, K., Porter, B. and

Woods, R., “A Cost Effective Steam Reformer for a Distributed

Hydrogen Infrastructure,” Int. J. Hydrog. Energy, 33, 1266(2008).

 2. Holladay, J. D., Hu, J., King, D. L. and Wang, Y., “An Over-

view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Catal. Today, 139,

244(2009).

 3. Nilsson, M., Karatzas, X., Lindström, B. and Pettersson, L. J.,

“Assessing the Adaptability to Varying Fuel Supply of An Auto-

thermal Reformer,” Chem. Eng. J., 142, 309(2008).

 4. Lindström, B., Karlsson, J. A. J., Ekdunge, P., Verdier, L. D.,

Häggendal, B., Dawody, J., Nilsson, M. and Pettersson, L. J.,

“Diesel Fuel Reformer for Automotive Fuel Cell Applications,”

Int. J. Hydrog. Energy, 34, 3367(2009).

 5. Mathiak, J., Heinzel, A., Roes, J., Kalk, T., Kraus, H. and

Brandt, H., “Coupling of a 2.5 kW Steam Reformer with a 1

kWel PEM Fuel Cell,” J. Power Sources, 131, 112( 2004).

 6. Ersöz, A., “Investigation of Hydrocarbon Reforming Processes

for Micro-cogeneration Systems,” Int. J. Hydrog. Energy, 33, 7084

(2008).

 7. Rabenstein, G. and Hacker, V., “Hydrogen for Fuel Cells From

Ethanol by Steam-reforming, Partial-oxidation and Combined Auto-

thermal Reforming: A Thermodynamic Analysis,” J. Power Sources,

185, 1293(2008).

 8. Cutillo, A., Specchia, S., Antonini, M., Saracco, G. and Spec-

chia, V., “Diesel Fuel Processor for PEM Fuel Cells: Two Pos-

sible Alternatives (ATR versus SR),” J. Power Sources, 154, 379

(2006).

Fig. 7. WGS durability test during on/off cyclic 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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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