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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g(I) 이온의 정량을 위해 cinchonidine으로 변성된 탄소 반죽전극(carbon paste electrode: CPE) 
을 제작하여 순환 전압-전류법 및 시차펄스 전압-전류법(differential pulse voltammetry: DPV)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Ag(I) 이온의 검출한계는 순환 전압-전류법으로는 1.0X10-6", 시차펄스 전압-전류법에서는 

8.0X10TM(± 0.6%)이었다. Ag(I) 이온의 최적 분석조건은 pH 7, 담그는 시간은 20분, 그리고 탄소 분말에 

대한 cinchonidine의 함량은 50%(w/w)였다. 방해 작용이 예상되는 다른 여러 종류의 금속 이온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Hg(II) 이온을 제외한 다른 금속 이온 용액에서는 25% Ag(I) 이온 전류 크기가 감소하였다. 

또한 Mn(II) 이온이 존재할 때 pH 9에서 큰 방해 작용을 나타내었다.

ABSTRACT. Electrochemical determination of Ag(I) ion was carried out by cyclic voltammetry (CV) 
and differential pulse voltammetry (DPV) with the carbon paste electrode (CPE) containing cinchonidine. 
The detection limit for Ag(I) ion was shown to be 1.0X 10-6Af in conventional CV and up to 8.0X10^9Af 
(+ 0.6%) using DPV. The optimum anaytical condition of Ag(I) ion was determined as follows: pH 7, 
20 minutes of deposition time, and 50% (w/w) cinchonidine to carbon powder composition of electrode. 
The interference effect of various metal ions added to the deposition solution was also studied. The 
peak current of Ag(I) ion except Hg(II) ion was decreased roughly 25% compare to Ag(I) ion only. When 
Mn(II) ion was present in sample solution at pH 9, shown a large interference effect.

서 론

지금까지 알려진 전기화학적 방법중 감도가 좋고 

상대적인 방해작용이 적은 방법으로는 벗김 전압- 

전류법(stripping cyclic voltammetry)0]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극미량의 금속이나 무기물의 분석에 

사용되며, 분석하고자 하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고 

체전극을 이용하여 일정전위에서 사전농축(precon
centration) 시킨 다음 역전위를 가하여 벗김법으로서 

목적성분을 검출하며, 극미량의 금속을 정량하는데 

에도 이용된다.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미량 금속 

정량분석을 위한 새로운 사전 농축 방법을 보고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중의 하나가 CME(chemically mo
dified electrode)법인데, 이 방법은 전극표면을 원 

하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지닌 화합물로 변성시켜 

전극의 선택성과 감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다른 

분석법들에 비해 경제적이며 실험이 쉽게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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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r(II), V(IV), T1(I), As(II) 그리고 Mn(II) 이온 

등에 대한 방해작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순환 전압- 

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 및 시차펄스 전압- 

전류법 (differential pulse voltammetry: DPV)를 이 

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검출한계를 조사하였다.

실 험

수 있다는 점이 이 실험법의 장점이다. 특정한 분 

석조건에서 분석물에 대한 여러가지 사전농축/벗김 

법侦이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금속정량 

에 대한 새로운 사전농축/벗김법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학적 분석을 위한 변성된 CPE를 사 

용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5. 본 연구실에서도 

2- iminocyclopentane dithiocarboxylic acid로 변성 

된 CPE로 Ag(I) 이온의 정량% /-sparteine을 사용한 

CPE로 Hg(II) 이온 정량7, di(2-imino cyclopentyli- 
dine mercaptomethyl) disulfide를 사용한 Cu(I) 이 

온정량% /-sparteine을 사용한 Co(II) 이온의 정량 

및 humic acid를 사용한 CPE로 Pb(II), Cu(II) 및 

Hg(II) 이온들의 동시 정량m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변성체는 cinchonidine으로 이는 

cinchonine과 광학이성질체의 관계에 있으며 금속과 

착물을 형성하며" 고분자 합성의 단위체12로도 이 

용되고 있다. Cinchonidine은 때때로 같은 금속에 

대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키랄중심을 갖고 있으며 드물게는 cinchonine 금속 

착물을 폴라로그래피를 이용해 정량한 경우도 있었 

다 13.

본 실험에서는 CME의 선택성과 감도가 좋은 사 

전농축/벗김법의 장점을 이용하여 Ag(I) 금속이온에 

대한 보다 좋은 센서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조사하 

였다. 연구에서는 cinchonidine을 변성체로 사용하여 

일정량의 탄소 분말과 섞어 탄소 반죽 전극을 제작 

하여 Ag(I) 이온에 대한 미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사용된 양극 벗김 전압-전류법 (anodic stripping 
voltammetry: ASV)에서 최적 분석조건을 찾기 위해 

시료용액의 pH 변화, 분석용액의 농도 전극면에서의 

착물형성 시간, 주사속도 등을 변화시켜 그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전극표면에서 착물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HgdI), Cd(II), Cu(II), Pb(II), Fe

시 약

변성제로 사용한 (-)-cinchonidine(98% Aldrich 
Co.) 과 cinchonine(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은 더 이상의 정제를 하지 않고 50W 에서 24시간 

감압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여 사용하였 

다. AgNO3Qunsei Chemical Co.) 및 실험에 사용된 

다른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정제없이 사용하였으 

며 모든 실험에 탈이온화된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기 기

모든 측정은 삼전극법으로 실험하였으며 CV, ASV 
및 DPV는 EG & G PAR Model 273 Potentiostat/ 
Galvanostat를 이용하였다. 측정 결과는 Kipp & Zo- 
nen Model BD90 X&Y 기록계 및 컴퓨터를 이용 

하여 기록하였다. 기준전극은 SCE를 사용하였으며, 

나선형 백금전극을 보조전극으로 작업전극은 직접 

제작한 CPE를 사용하였다.

전 극

질소를 통기시킨 99.9% 특급 시약용 에탄올(Fluka 
Co.)을 가열한 후 특급시약용 탄소 분말(Fluka Co.) 

5 g을 넣고 잘 저어주면서 에탄올을 증발시키는 과 

정을 4회 반복하여 정제한 후 90~100t 의 진공건 

조기에서 24시간 방치하여 건조시킨 탄소 분말을 

얻어 질소기류하의 데시케이터에 보관한 후 전극제 

작에 사용하였다. 변성되지 않은 전극은 탄소분말 

5 g에 nujol oil 3 m/(Sigma Co.)의 비율로 막자사발 

에서 잘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탄소 분말에 대한 cin- 
chonidine의 무게비를 10~70%로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 구성비의 혼합 분말을 만들었다. 전극의 몸체는 

Im/ 폴리 에틴렐 주사기«!>i.d=4.95mm) 끝을 칼로 

잘라 사용하였으며, 몸체의 지지를 위해 피스톤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분석과정

용액제조. 모든 측정용액은 1.0X10-2M 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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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용액을 측정직전에 필요한 농도로 회석시켜 

사용하였^, 질소를 10분간 통과시켜 용액내 용존 

산소를 제거하였다.

전극활성과정. 매끄러운 종이면을 이용하여 전 

극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 실험을 행하기전 변성된 

또는 변성되지 않은 전극면을 1.0X10-2M Ag(I) 

용액 50 m/에 3분간 담구어 Ag(I) 이온을 사전농축한 

다음 0.1 M KNOs 용액으로 옮겨 +0.7 V에 2분간 

일정전위를 가한 후 一0.3~+0.7V의 범위에 걸쳐 

주사시키는 과정을 5회 이상 반복하였다. 이 과정을 

새로 생성된 전극면에 대해 2〜3회 실시하였다.

사전농축/벗김과정. 사전농축 용액은 실온(20土 

0.17=)으로 항온시켰으며 자석젓개로 일정하게 교반 

시키면서 Ag(I) 이온을 포함한 완충용액에서 Ag(I) 
이온을 전극면에 사전농축하였다. 사전농축된 전극 

을 꺼내어 증류수로 씻은 후 0.0 V〜+0.7 V의 전위 

범위를 벗김주사속도 100mV/sec로 측정용액에서 

실험하였다. 사전농축/정량과정을 20회 이상 실시한 

후 전극 뒤의 피스톤을 눌러 반죽을 밀어내어 일정 

부분을 제거하고 위의 전극활성과정을 거쳐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 1 은 전극면에 Ag① 이온을 pH 7 phosphate 
완충용액에서 5분간 사전농축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기화학적 거동을 전류-전압곡선으로 나타내었다. 

(a)와 (b)는 변성되지 않은 전극의 순환 전압-전류 

곡선이고, (c)와 (d)는 cinchonidine을 50%(w/w) 포 

함한 변성된 전극의 전류-전압곡선이다. (a)와 (c) 
그림은 Ag(I) 이온이 없는 용액에서 얻은 전압-전 

류곡선이다. 그리고 (b) (변성되지 않은 전극)와 (d) 
(변성된 전극)는 L0X10-5M Ag① 이온 용액에 사 

전농축시킨 후 0.1M KNO3 용액에서 벗김 전압-전 

류법으로 측정한 것이다. (b)와 (d) 모두 0.4 V 부근 

에서 Ag(I) 이온의 산화파가 보이지만 그 상대적인 

감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이 

산화파가 Ag(I) 금속에 의한 파임을 확인하기 위해, 

금속의 농도를 높여가는 방법과 전극을 담그는 시 

간을 늘려가는 실험을 통해 이 산화파의 높이가 높 

아졌으므로 +0.4V 근처에서 나타나는 산화파가 Ag

0.8 0.4 0.0
Volt(vs SCE)

Fig. 1. Cyclic voltammograms of the carbon paste 
electrodes; (a and b): the plain carbon paste electro
des, (c and d): the chemically modified electrodes. 
Electrodes were exposed for 5 minutes to (a and c): 
blank (a and c) and (b and d): 1.0X10-5Af Ag(I) ion 
solution.

(I) 이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산화파는 0.0 
V 근처의 환원파를 지나야 나타나는 산화파임을 알 

수 있었으며, 一0.4V까지 갈수록 환원되는 Ag(I) 
이온의 양이 많아져 더 큰 산화파가 나타난다. 이는 

전극표면의 cinchonidine과 용액내의 Ag(I) 금속 이 

온이 착물을 형성한 후 환원된 Ag가 전극면에서 

산화되어 벗겨져 나오는 과정에 의한 벗김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cinchonidine 변성전극의 사전농축 재현성 

실험은 1.0X10-4M Ag① 이온이 포함된 pH 7 pho
sphate 완충용액에서 5분간 흡착시킨 다음 증류수 

로 씻은 후 벗겨내는 과정을 5회 반복실험한 결과 

±4.08%의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한 번 

활성화된 전극은 pH 5 이상의 용액과 一0.3〜+0.7 
V의 전위범위에서 최소 2시간 이상 최대 5시간까지 

안정하게 쓸 수 있다. 활성을 잃어버린 전극은 전극의 

끝부분을 잘라내고 전극활성과정을 되풀이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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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o -0.4 

VOLT( vs SCE)
Fig. 2. Cyclic voltammograms of 50% (w/w) CME and 
a variation of applied potential. The concentration of 
Ag(I) ion was 1.0X10-5Af, deposition time=5 minu
tes and pH—7.

용하였다.

Ag(I) 이온의 ASV에 의한 분석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탄소분말에 포함된 cinchonidine의 무게비를 

10, 20, 30, 40, 50, 60, 70%(w/w)로 전극을 제작하여 

L0X10~5M Ag(I) 이온용액에서 5분간 흡착시키고 

0.1 M KN03 지지전해질 용액하에서 얻은 ASV(주 

사속도 100mV/sec)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성의 전극이 Ag(I) 이온을 감지하지만 전극 

내의 cinchonidine 비율이 높아질수록 착물형성이 

가능한 자리가 많아져서 산화파의 높이가 증가한다. 

그러나 cinchonidine-®- 60% 이상 포함한 전극에서는 

Ag(I) 이온에 의한 산화파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극내 cinch이lidine의 함량이 증가될수록 금 

속과 착물을 형성하는 양이 많아지지만 cinchoni- 
dine에 의한 전극자체의 저항이 커져서 감도를 오 

히려 감소시켰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최적의 전극조성을 50%(w/w) cinchonidine 변성전 

극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의 모든 실험은 50% 변 

성전극으로 진행하였다.

최적 분석조건을 만족시키는 pH를 찾아내기 위해

0 10 20 30 40 BO S0 70 B0

of clnclionldiii*

Fig. 3. Plot of peak height vs. electrode composition 
(cinchonidine/graphite w/w %). The concentration of 
Ag(I) ion was 1.0X10-5Af. Deposition time=5 minu
tes, scan rate =100 mV/sec, and pH=7.

10

3
 

2
 

W

 

订n  먾
 H
n

40

0 4 a e 7 fl 9 io 11

pH
Fig. 4. Effect of pH solution on peak height. The con
centration of Ag(I) ion was 1.0X10-5M scan rate= 
100 mV/sec, and deposition time = 5 minutes, (a) se
parate medium, (b) buffer solution.

pH를 바꿔가면서 산화파의 높이를 관찰하였고 결 

과를 F讶.4에 나타내었다. 착물형성은 완충용액에서 

실시하고 측정은 0.1M KN03 용액속에서 실시한 것 

(•)과 사전농축과 측정을 둘 다 완충용액에서 행한 

것(■)이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인 산화파의 높이를 

비교하면 착물형성과 측정을 분리한 것의 Ag(I) 산 

화파의 크기가 더 크다. 이는 고전적인 사전농축방법 

(시료용액에서의 농축시킨 다음 역전위를 가해 벗 

겨내는 방법)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착물형성과 

측정의 분리체제가 더 효율적임을 암시한다. 그 이

1994, Vol. 38,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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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uffer solution system

pH Solution system
5 Acetic acid/acetate

6, 7 KHMQ/NaOH
8〜10 Boric acid/KNOg/NaOH

(V

言

N
"-
"0
0

5
 

4
 

3
 

2

(격

一

 

溢N

昌
言2

6 8 IO I2 14 16 18
1 

4

Scan rate17* (mV/Beo)1/e

Pig- 6. Plot of peak height according to the change 
of scan rate; pH=7 and deposition time=5 minutes. 
The concentration of Ag(I) ion was 1.0X10~5M.

TIMS(min.)

Fig. 5. Effect of deposition time on peak height of 
lX10-5Af Ag(I) ion; scan rate = 100 mV/sec, pH=7, 
and deposition time=5 minutes.

유는 선택적으로 착물을 형성시킨 후, 벗김법을 실 

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완충용액의 메트리스 

효과를 제거하므로 산화파의 크기가 훨씬 증가되기 

때문이다. 또 pH5 이하에서는 전극면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cinchonidine 이 산에 녹는다), pH 8 이상의 완충용 

액에서는 전극면이 매끈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거칠어져 오랫 동안 쓸 수가 없었다. 따라서 산화파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pH가 커질수록 증가하지만 전 

극의 안정성이 가장 좋은 pH 7에서 실험을 행하였다.

Fig. 5는 전극반웅시 착물형성 시간이 산화파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0 X10-5 M 
Ag(I) 이온 용액을 만들어서 pH 7 완충용액에서 실 

험하였다. 전극을 사전농축시키는 시간을 2.5, 5, 10, 
15, 20, 25 그리고 30분으로 증가시키면서 착물을 

형성시킨 후, 주사 속도를 100mV/sec로 하여 AVS에 

의한 산화파의 높이를 조사한 결과, 착물형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Ag(I) 이온이 전극면에 많이 축적되어 

산화파의 크기가 증가되지만, 20분이 지나면 전극 

면의 활성자리가 포화되어 산화파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최적 분석조건으로 착물형성 

시간은 20분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주사속도에 의한 산화파의 크기 변화를 조 

사한 결과, F2g.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주사속도(V) 

가 증가함에 따라 Ag(I) 이온에 의한 산화파도 증 

가하였는데, v"에 대해 산화파의 전류값이 직선적 

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보아 전극면에서 Ag(I) 이온의 

착물이 형성된 후 벗겨지는 양극파가 확산지배 과 

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cinchonidine 변성전극으로 Ag(I) 이온을 정 

량할 때 cinchonidine과 Ag(I) 이온의 착물형성을 

방해하거나 cinchonidine과 Ag(I) 착물의 산화파에 

겹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금속이온들의 

방해작용을 검토하여 F诃.7에 나타내었다. 시료용액 

에 방해작용이 예상되는 여러 종류의 금속들과 Ag(I) 
이온을 함게 넣고 착물형성 시간은 5분, 주사속도 

는 100mV/sec로 하였으며, 사용한 금속이온들은 

Mn(II), Mg(II), T1(I), Hg(II), Cu(II), Cd(II), Pb(II), 
Fe(III), As(II) 그리고 V(IV)이고 농도는 모두 1.0 X

이었다. 실험결과 pH가 증가할수록 다른 금 

속에 의한 방해작용이 크게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Hg(II) 이온이었는데 방해작용이 최소 17%(；pH10) 
에서 최대 75%( = pH5)였다. 한편 Hg(II) 이온을 

제외한 다른 금속이온들은 pH 7에서 25%의 방해작 

용을 나타내었으며, pH5~8 사이에서 Ag(I) 이온과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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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Fig. 8. Differential pulse voltammogram obtained 
with cinchonidine CME during for 20 minutes preco
ncentration of a LOX 102M Ag(I) ion (The DPV 
measuring conditions were as follows: pulse height= 
0.03 V, pulse width=0.05 sec, conditioning voltage= 
—0.3 V, conditioning time=20 sec and pH=7).

pH

Fig. 7. Interference of other metal ions on the analy
sis of test ion according to pH. Scan rate= 100 mV/sec 
and deposition time=5 minutes, (•) 1.0X10-5Af Ag 
(I) ion, (v) 1.0X10-5Af Ag(I)+Mn(II), Mg(II), T1(I), 
Hg(II), Cu(II), Cd(II), Pb(II), Fe(III), and VQV) ions.

Hg(II) 이온의 산화파가 분리되어 나타났다. pH가 

증가할수록 두 산화파들이 겹쳐져 나타났으며, pH 
10 완충용액에서는 Ag® 이온의 산화파 위치에서 

하나의 파로 나타났다. pH 9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산화파의 증대 현상은 Mn(II)와 cinchonidine의 착물 

형성에 기인한 것이며 다른 pH의 완충용액에서는 

Ag(I) 이온의 흡착을 방해하는 이온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pH 9에서는 Mn(II)과 cinchonidine의 착물이 

Ag①와의 착물형성량을 능가하였다.

1.0 X10-6 M 이하의 낮은 Ag(I) 이온농도에서는 

기존의 CV법으로는 정량하기 어려우므로 DPV에 

의한 ASV를 실시하였다. Fig. 8에 1.0X10~8M Ag(I) 
이온 농도에 대한 대표적인 DPV 곡선을 나타내었다 

(펄스 높이 : 0.03 V, 펄스 넓 이 : 0.05 sec, conditio
ning voltage: - 0.3 V, conditioning time : 20 sec).

Ag(I) 이온의 미량 정량을 위한 ASV의 분석조건을 

요약하면, 변성전극의 제조는 cinchonidine/탄소 분 

말 함량비를 50%(w/w)로 하여 nujol oil과 혼합시 

켰다. 변성전극의 사전농축과정은 phosphate 완충 

용액 pH 7, 착물형 성 시 간은 20분이었다. 흡착된 cin
chonidine 변성전극은 0.1 M KNO3 지지전해질, 용 

액속에서 0.0〜+0.7 V의 전압주사범위에서 100 mV 
/sec의 벗김 주사속도로 전압-전류곡선을 측정하였 

다. 벗김 전압-전류법 중 DPV 실험시의 조건으로 

펄스 높이는 0.03 V, 펄스 넓이는 0.05 sec, conditio-

1994, Vol. 38, No. 10

Fig. 9. Calibration curve for Ag(I) ion by DPV from 
standard solution (The DPV measuring conditions 
were as Allows: pulse height=0.03 V, pulse w너th= 
0.05 sec, conditioning voltage = —0.3 V, conditioning 
time=20 sec, deposition time—20 minutes, and pH= 
7).

ning voltage는 一0.3 V였으며 conditioning time은 

20초였다. 최적 분석조건을 토대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를 及承9에 나타내었다. LOXIO^m과 

1.0X10-8M 사이의 A잉(D 이온 농도에서 직선성을 

볼 수 잇으며 최소자승법에 의한 직선의 식은 I(pA) 
-17.19-2.09C-log MW ： Ag(I) 이온의 농도)이고 

상관계수(coiTelation coefficiency, Y)는 0.993이였다. 

그리고 Ag(I) 이온의 검출한계는 8.0X10-9Af(± 0.6 
%)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두 화합물로 만든 각각의 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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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대해 Ag(D 이온에 대하여 농도에 따른 감웅 

특성 둥을 조사하였으나 두 변성전극이 모두 감응은 

하지만 어떤 특성(농도에 대한 산화파의 전류값과 

耳값, 전압-전류곡선의 형태)의 차이가 없었다. 그 

리고 Hg(II) 이온에 대해서는 cinchonidine 변성 전 

극에서 보다 cinchonine 변성전극이 더 좋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겹 론

Ag(I) 이온의 미량 정량을 위한 양극 벗김 전압

건류법에 의한 분석조건을 요약하면, cinchonidine 
변성전극의 조성(%, w/w)은 cinchonidine/탄소분말 

함량비를 50%로 nujol oil과 흔합하였다. 전극의 사 

전농축과정은 phosphate 완충용액 pH 7, 흡착시 간은 

20분이 였다. Ag(I) 이온을 사전농축시킨 cinchoni
dine 변성전극으로 0.1 M KNO3 지지전해질 용액속 

에서 전압범위는 0.0〜+0.7V, 벗김 주사속도는 100 

mV/sec로 ASV를 얻었다. 시차펄스 전압-전류법 조 

건으로 펄스 높이는 0.03 V, 펄스 넓이는 0.05 sec, 

conditioning voltage는 一 0.3V였으며 conditioning 
time은 20초였다. 최적분석조건을 토대로 하여 검 

량선을 작성하였으며 Ag(I) 이온 농도의 직선성은 

1.0X10~5M-1.0X10"8M 사이에서 나타났다. 최 

소자승법에 의한 직선의 식은 AmA)-17.19-2.09 
E-logM](A/： Ag(I) 이온의 농도)이고, 상관계수⑺ 

는 0.993이었다. 본 실험의 Ag(I) 이온의 검출 한계는 

8.010一叮讨(±0.6%)로 얻어졌다.

구비에 의한 것으로 이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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