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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0, 45) wt% Gd 금속간 화합물의 기계적 특성 및 부식 거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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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20, 45 wt%) Gd intermetallics were vacuum arc melted as the mother alloy of a neutron 
shielding and absorbing material. The structure of the cast Fe-20 wt% Gd intermetallics had primary 
dendrites with a short width of about 2 μm, which became coarse with increasing Gd content. The final 
compositions of the Fe-20 wt% Gd and Fe-45 wt% Gd intermetallics determined by Rietveld refinement 
were mainly Fe3Gd with 26.6 at% Fe2Gd, and Fe3Gd with various intermetallics like 13.9 at% Fe2Gd, 7.3 
at% Fe9Gd and 3.9 at% Fe17Gd2, respectively. The micro-hardnesses, yield strength,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and elongation of the Fe-20 wt% Gd intermetallics were 629±12 Hv, 753 MPa, 785 MPa and 4%, 
respectively, and those of the Fe-45 wt% Gd intermetallics were 741±13 Hv, 772 MPa, 823 MPa and 3%. 
Passivity was not present in artificial sea water at room temperature. The corrosion potentials and the 
corrosion rates of the Fe-20 wt% Gd and Fe-45 wt% Gd intermetallics were –624 mVSHE, 2.771 mA/cm2, and 
–804 mVSHE, 3.397 mA/cm2, respectively. The corroded surface of the Fe-Gd intermetallics contained 
corrosion products like gadolinium with iron, which detached to leave a trail of p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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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의 사용

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는 원전 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

장조에 습식 저장되어 있으며 중수로(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 reactor)의 사용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는 습식 및 건식 저장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1]. 국

내 사용후 핵연료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 

단지 내에 약 18,629톤이 발생하였고 매년 약 759톤씩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압경수로의 경우에는 2016년

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되며 중수로

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월성원전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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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화된 사용 후 핵연료는 필히 원전 부지 내부 시설이나 

혹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로 이송 및 저장되어야 한다. 이

와 같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를 고려하면 핵심 구조용 

소재인 중성자 차폐 및 흡수용 합금의 국내 시장 수요가 단기

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또한, 전 세계적으로 원

자력 발전에 대한 전력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운송 및 저장 시설과 관련된 소재와 군사용 고준위 

방사선 처리용 소재까지 고려하면 고효율 중성자 흡수 및 차

폐용 소재 개발은 시급히 연구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현재 개발되어 있는 중성자 차폐 및 흡수용 소재는 붕소

(B)와 붕소화합물을 폴리에틸렌과 같은 유기물의 고분자 복

합재료, 붕소-알루미늄 합금, 붕소-스테인레스 강과 가돌리

늄(Gd)-니켈 합금이 있다 [5]. 붕소-고분자 복합재료와 붕소-

알루미늄 합금 소재는 경량이지만 융점과 기계적 특성을 고

려할 때 고강도 내식성을 요구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이송 및 



92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제55권 제2호 (2017년 2월)

Fig. 1. Microstructure of cast Fe-Gd intermetallics with Gd 
content : (a) 20 wt% Gd (b) 45 wt% Gd

저장 용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중성자 흡수

재로 붕소(B)를 사용할 경우에는 붕소가 중성자 조사에 의하

여 핵분열하여 헬륨(He) 기체를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

재의 기계적 특성을 해치므로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 저장 용

기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보고되어 있다. 최근 들어 

붕소를 대체하는 가돌리늄(Gd)을 활용한 중성자 차폐 및 흡

수 소재에 대한 연구가 원전 기술의 선진국에서는 현재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나 소재의 사용 목적상 관련 자료가 많이 공

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6]. 금속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

돌리늄의 산소 친화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용해 주조공정에

서 도가니 반응 억제와 초기 장입 함금 조성을 유지에 어려움

이 예상된다 [7].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량

의 가돌리늄을 함유한 합금을 용해 주조하기 위한 2원계 

Fe-Gd 모합금을 만들고 합금원소와 재용해하는 공정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돌리늄이 소량 첨가된 사용

후 핵연료 운송 및 저장용 첨단 합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하여, Fe-Gd 합금을 진공 용해하고 주조 조직의 금속학적 

특성과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을 평가함으로써 가돌리늄이 

소량 첨가된 신합금을 용해 주조하여 제조하기 위한 기초 자

료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2. 실험 방법

2.1 Fe-Gd 주조 금속간 화합물 미세조직 및 상분석

Fe-Gd 모합금의 금속학적 미세조직 평가를 위하여 금속 

가돌리늄(Gd, 99.5%, HBVAM, China)과 금속 철(Fe, 99.8%, 

HBVAM, China)을 사용하여 각각 초기 장입 조성이 Fe-20 

wt% Gd, Fe-45 wt% Gd의 금속간 화합물을 진공 용해

(PAM-Plasma, Japan)하고 100×120×200 [mm] 크기의 Y-형 

주형에 주조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용 시료는 주조재를 탕구 방향으로 20×20×5 

[mm]로 방전 가공한 시편을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여 마운팅

한 후 #220-#2,000 규격의 탄화규소 연마포를 이용하여 연삭 

후 0.5 μm 알루미나 연마제를 사용하여 최종 연마하였다. 시

료는 Nital 용액(HNO3 : C2H5OH)=1 : 25 vol%)을 사용하여 

30초 에칭하였다. 에칭된 시편은 Au로 진공 증착한 후에 주

사 전자 현미경 (Coxem, CX-200TA, Korea)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Fe-Gd 금속간 화합물의 원소 분석은 에너지 분산 분광기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Oxford, UK)로 분석하

였다. 상분석은 X-선 회절기 (Rigaku, Japan)와 Fullprof (ver. 

-2015, ILL, France)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X-선 회절

시험은 Co･Kα선을 사용하여 회절각 5-100°까지 0.0021°/sec 

속도로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2.2 Fe-Gd 주조 금속간 화합물의 기계적 특성 및 내식성 

평가

Fe-Gd 금속간 화합물의 주조재(casting materials)의 기계

적인 기초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도 시험 (ASTM 

E-92-82)을 수행하였다. 경도는 주조재를 탕구 방향으로 

20×20×5 [mm]로 방전 가공한 시편을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기 (HUATEC, HV-1000, China)를 이용하여 9.8 N의 하중 하

에서 총 3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기계적 특성을 금

속간화합물의 주조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능시험기 

(Instron 1011, USA)를 사용하여 압축시험(ASTM E-9-09)으

로 수행하였다.

합금의 내식성 평가는 핵연료 운송 및 저장용 케스크 소재

의 국내 사용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상온, 용존산소 분위기의 

인공해수(ASTM D1141-98)에서 동적 전기화학적 방법

(Gamry 100, USA)으로 수행하였다. 기준전극과 측정전극은 

각각 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와 백금 전극을 사용

하였으며 SHE (standard hydrogen electrode) 값으로 보정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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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ietveld refinements of the XRD spectra of cast Fe-Gd 
intermetallics

Fe2Gd Fe3Gd Fe9Gd Fe17Gd2

Fe-20 wt% Gd 26.6 73.4 - -
Fe-45 wt% Gd 13.9 74.9 7.3 3.9

Fig. 3. X-ray spectra of cast Fe-Gd intermetallics with Gd content 
: (a) 20 wt% Gd (b) 45 wt% Gd : ▼=Fe2Gd ■=Fe3Gd ▲=Fe5Gd 
●=Fe9Gd ◆=Fe17Gd2

Fig. 2. Binary phase diagram of Fe-Gd Alloys [8]

3. 결과 및 고찰

3.1 Fe-Gd 주조 금속간 화합물 미세조직 및 상분석

그림 1은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Gd 함량에 따른 

Fe-Gd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의 탕구 방향으

로의 미세조직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전형적인 주조 조직

인 수지상 조직(dendrite structure)과 주조 기공(cast pore)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수지상정의 크기 변화에 미치는 현상

은 냉각 중에 진행되는 수지상정의 핵 생성과 성장 거동에 의

존한다. 핵생성과 성장 현상은 주어진 온도에서의 용질의 확

산속도, 용해도 및 상태도의 조성/온도기울기 (dX/dT)와 관

계있는 액상/고상 계면 이동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편, 

주조현장에서 정확한 냉각 속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일

반적으로 평형상태도에서 관찰되는 냉각속도보다 빠르고 특

히, Gd는 산화성이 매우 높아서 대기와 도가니 반응에 의한 

회수율이 낮아서 주조재의 조성이 초기 장입된 조성과는 다

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Fe-(20, 45) wt% 

Gd 2개의 조성에 대하여 동일한 크기의 Y-형 주형과 용탕 주

입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조성의 주조조직에 차이를 보

여주는 주요 변수는 조성과 상태도의 조성/온도 기울기이다. 

그림 2는 Fe-Gd 이원계 평형상태도이다 [8]. 그림 2의 Fe-Gd 

2원계 상태도에는 공정반응과 다양한 금속간화합물이 생성

된다. Fe에 낮은 Gd의 용해도를 고려하면 응고 중에는 대부

분의 가돌리늄(Gd)은 금속간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1

의 주사전자 현미경의 후방 산란 전자 영상(backscattered 

electron image)에서 Gd가 Fe에 비하여 원자번호가 크기 때

문에 밝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Gd 조성이 많은 상이므로 융점

이 낮은 가돌리늄이 많이 존재하는 (Gd-rich) 금속간 화합물

이 나중에 응고된다. Gd-조성이 낮은 곳을 초기 수지상으로 

고려하면 수지상정의 단폭(short width)은 초기 장입 조성이 

Fe-20 wt% Gd 주조재에서 약 2 μm로 짧게 관찰되었고 

Fe-45 wt% Gd 주조재에서는 약 8 μm로 조대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Gd-rich 금속간 화합물의 크기는 약 20 μm 이내 

크기이다. 따라서 용탕 중에 Gd 량이 증가하면 융점이 낮은 

다양한 금속간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또한 Gd 함량이 

높으면 조대한 수지상이 존재함을 관찰하였다.

Fe-Gd 모합금의 조성별 성분 및 상분석을 위하여 X-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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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s of failed cast Fe-Gd intermetallics : (a) 20 
wt% Gd (b) 45 wt% Gd

Fig. 5. Polarization curves of cast Fe-Gd intermetallics with Gd 
content in artificial sea water : ■=20 wt% Gd ▲=45 wt% Gd

Fig. 6. SEM images of the surfaces of Fe-Gd intermetallics after 
corrosion test in artificial sea water : (a) 20 wt% Gd (b) 45 wt% 
Gd

절 도형에 대하여 Rietveld 분석을 수행하였다 [9]. Fe-Gd 2원

계 상태도와 JCPDS (the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자료를 고려하면, Fe2Gd(), 

Fe3Gd(), Fe5Gd(), Fe9Gd(), Fe17Gd2

()와 같은 다양한 금속간화합물이 존재한다. 그림 

2는 Gd 초기 조성이 다른 Fe-Gd 모합금의 X-선 회절도이다. 

표 1은 Fe-Gd 조성별 합금의 Rietveld 상분석 결과이다. 표 1

에서와 같이 초기 장입조성이 Fe-20 wt% Gd 합금은 26.6 

at% Fe2Gd와 73.4 at% Fe3Gd이며 Fe-45 wt% Gd 합금에는 

13.9 at% Fe2Gd와 74.9 at% Fe3Gd, 7.3 at% Fe9Gd, 3.9 at% 

Fe17Gd2이었다.

3.2. Fe-Gd 주조 금속간 화합물 기계적 특성 및 내식성 

평가

Fe-20 wt% Gd와 Fe-45 wt% Gd 주조된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 경도, 압축 항복 강도, 최대 압축 강도 및 연신율은 각각 

629±12 Hv, 753 MPa, 785 MPa, 4%와 741±13, Hv, 772 

MPa, 823 MPa, 3% 이었다. 그림 4는 파단면을 주사 전자 현

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그림 4에서와 같이 Fe-Gd 금속간 

화합물의 파단면은 벽계 파면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

도값에 비하여 낮은 압축강도와 낮은 연신율은 금속간 화합

물의 취성과 주조 기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는 Fe-Gd 주조 금속간 화합물의 Gd 함량에 따른 인

공해수(ASTM D1141-98) 분위기에서의 분극곡선(polarization 

curve)이다. 그림 3-5에서와 같이 인공해수 분위기에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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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emical composition of as-received and corroded cast 
Fe-Gd intermetallics by XRF : (a) 20 wt% Gd (b) 45 wt% Gd (■
=Gd ●=Fe ▲=O ▼=Na ◆=Cl ★=Ca =S =K)

Table 2. XRF results of as-received and corroded surfaces of cast 
Fe-Gd intermetallics [wt%]
specimen area Fe Gd Ca K Na Cl O Gd/Fe

Fe-20 
wt% Gd

matrix
surface 73.8824.69 - - - - 1.43 0.33

corrosion
surface 8.62 70.931.77 1.291.29 2.2313.87 8.22

Fe-45 
wt% Gd

matrix
surface 50.7247.65 - - - - 1.63 0.10

corrosion
surface 1.81 59.493.44 0.523.74 7.6622.94 32.9

태는 관찰되지 않았다. Fe-Gd 주조 합금의 Gd 함량에 인공해

수 분위기에서의 부식 전위와 부식 속도는 -624 ~ -804 

[mVSHE], 2.771 ～ 3.397 [mA/cm2]으로, Gd 양이 증가하면 

부식전위는 감소하였고 부식속도는 증가하였다. 특히 인공

해수(pH=6)에서는 산도가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내식성이 낮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은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Fe-Gd 주조 합금의 부식된 

표면이다. 그림 6에서와 같이 가돌리늄(Gd) 함량이 20 wt%에

서 45 wt%로 증가하면 약 10 μm크기의 공침(pits)이 관찰되

었다. 공침의 크기는 그림 1의 미세조직에서와 같이 가돌리늄

(Gd)이 많은 상의 크기와 유사한 크기였다. 이는 가돌리늄이 

많은 구역이 상대적으로 내식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를 확

인하고자 모재와 부식생성물의 원소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7은 X-선형광분석기 (X-ray Fluorescence, XRF)를 이

용한 모재와 인공해수에 침지 후 부식된 표면과 원소분석결

과이다. 그림 7에서와 같이 모재(matrix)는 철(Fe)과 가돌리

늄(G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식생성물(rust)은 모재의 조

성인 철(Fe)과 가돌리늄(Gd) 이외에도 인공해수의 성분인 칼

슘(Ca), 나트륨(Na), 칼륨(K), 염소(Cl)와 같은 다양한 원소가 

관찰되었다. 표 2는 XRF로 분석한 Fe-Gd 금속간 화합물의 

모재와 인공해수 분위기에서의 부식 생성물의 원소분석 결

과이다. Fe-20 wt% Gd 금속간 화합물은 26.6 at% Fe2Gd와 

73.4 at% Fe3Gd로 구성되어 있는데 XRF 분석에서 Gd/Fe는 

0.34이었다.  화합물의 상에 따른 XRF 방출 오차를 고려하면 

초기 조성과 유사하다. 부식 생성물의 Gd/Fe는 8.22로 매우 

크다. 한편 Fe-45 wt% Gd 금속간 화합물은 13.9 at% Fe2Gd, 

74.9 at% Fe3Gd, 7.3 at% Fe9Gd, 3.9 at% Fe17Gd2 구성되어 있

고 XRF 분석에서는 모재의 Fe/Gd는 1.0으로 초기 조성과 유

사하다. 부식 생성물은 Gd/Fe가 32.9로 매우 크다. 부식생성

물에는 산소의 함량이 22.94 wt%로 높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Fe-Gd 금속간화합물의 부식된 표면에는 다량의 Gd-산화물

과 일부 Fe-산화물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부식 생성물에 Gd이 다량 존재하는 이유는 용

액중의 상의 열역학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명될 수 있다. 상

온에서 Gd2O3, Gd(OH)3, Gd+3의 Gibb’s 자유에너지 변화는 

각각 –98.36, -77.7, -37.8 [KJ/mole] 이며, Fe2O3, Fe3O4, 

Fe(OH)2, Fe(OH)3, Fe+2의 경우 각각 -42.2, -57.8, -27.7, -39.6 

[KJ/mole]이다 [10]. 이는 산화 가돌리늄이나 수산화 가돌리

늄이 산화철이나 수산화철보다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상이

며, 가돌리늄이 철보다 우선적으로 이온화되어 안정한 부식

생성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식생성물에 철이

온이 비교적 적게 관찰된 이유는 낮은 전위 구역에서는 가돌

리늄이 선택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어 철의 양극 부식이 적게 

진행되었거나, 또한 철의 부식기구(corrosion mechanism)를 

고려하면 FeOCl과 같은 수용성 부식 생성물을 형성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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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ypical SEM image and chemical composition of corrosion 
products of cast Fe-45% Gd intermetallics in artificial sea water 
by EDS : (a) SEM (b) EDS-spectrum 1 (c) EDS-spectrum 2

Table 3. EDX results of cast Fe-Gd intermetallics and corrosion 
products formed in artificial sea water [wt%]
specimen position Fe Gd Na Mg Cl O Gd/Fe

Fe-20 
wt% Gd

matrix 89.25 10.75 - - - - 0.12
corrosion
surface 33.00 12.27 10.20 13.66 4.22 26.65 0.37

corrosion
debris 14.69 4.72 22.25 7.91 10.42 40.01 0.32

Fe-45 
wt% Gd

matrix 75.16 24.84 - - - - 0.33
corrosion
surface 78.00 8.07 3.31 2.80 0.53 7.28 0.10

corrosion
debris 39.60 4.60 11.98 5.98 5.14 32.70 0.12

Fig. 8. Typical SEM image and chemical composition of corrosion 
products of cast Fe-20% Gd intermetallics in artificial sea water 
by EDS : (a) SEM (b) EDS-spectrum 1 (c) EDS-spectrum 2

어  부식생성물에는 양극 용해된 양보다 적게 측정될 수 있다 

[11-13]. 이는 인공해수 분위기에서 Fe-Gd 금속간 화합물의 

부식 생성물의 Gd/Fe의 높은 비율은 가돌리늄이 철과 비교

하여 선택적 부식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식 생성물의 조성은 산소와 수산화기의 조성에 크게 의

존한다. 방출부피 (emission volume)을 고려하면 XRF의 분

석보다는 전자선에 의한 분석이 표면에 직하의 원소분석이 

가능하다 [14-17]. 본 연구에서는 부식생성물에 철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연구하고자 부식에 의하여 탈착된 

생성물의 표면의 성분을 전자분산분광기(EDS)로서 원소 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부식된 표면과 탈착된 

부식생성물을 주사전자현미경 관찰과 EDS 원소 분석한 결

과이며 표 3에 정리하였다. Fe-20 wt% Gd 금속간 화합물의 

모재는 표 2의 XRF에서 분석한 결과와 표 3의 EDS 결과와 

비교하면 모재의 성분비는 오차범위에서 일치하였다. F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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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Gd 금속간 화합물의 경우 모재의 Gd/Fe는 0.12이며 부

식된 표면과 표면의 부식생성물의 Gd/Fe는 각각 0.37과 0.32 

유사하고 모재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Fe-20 wt% Gd 금

속간화합물에서 가돌리늄이 철보다 빠르게 부식되고 표면에 

부식 생성물과 탈착된 부식생성물은 유사한 조성을 가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선 XRF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Fe-45 wt% Gd 금속간 화합물의 경우 그림 5에서와 같이 부

식전위가 낮고 부식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모재의 

Gd/Fe는 0.33이며 부식된 표면과 표면의 부식생성물 Gd/Fe 

비율은 각각 0.10과 0.12로서 유사하지만 모재보다 Fe의 함

량이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부식 현상이 낮은 부식 전위에서 

가돌리늄이 선택적으로 부식되고 일부 철이 부식되어 부식 

생성물을 형성하는데, 탈착된 부식생성물은 철의 성분을 상

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식된 생성물 중에서 철의 산화물이 존

재하는 부위가 탈착된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1. 주조된 Fe-Gd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조직은 수지상 조직

(dendrite structure)과 주조 기공(cast pore)이 존재하였다. 초

기 장입된 가돌리늄(Gd) 함량이 증가하면 탕구 방향으로의 

수지상의 단폭(short width)은 조대하게 되었다.

2. 주조된 Fe-Gd 금속간 화합물의 조성은 초기 장입조성이 

Fe-20 wt% Gd이면 26.6 at% Fe2Gd()와 73.4 at% 

Fe3Gd()이며 Fe-45 wt% Gd이면 13.9 at% Fe2Gd

(), 74.9 at% Fe3Gd(), 7.3 at% Fe9Gd(), 
3.9 at% Fe17Gd2() 이었다.

3. Fe-20 wt% Gd와 Fe-45 wt% Gd 주조된 금속간 화합물

의 미세경도, 압축항복강도, 최대압축강도 및 연신율은 각각 

629±12 Hv, 753 MPa, 785 MPa, 4%와 741±13, Hv, 772 

MPa, 823 MPa, 3% 이었다.

4. Fe-Gd 금속간 화합물의 상온 인공해수에서의 부식전위

와 부식 속도는 가돌리늄(Gd) 함량이 20에서 45 wt%로 증가

하면 각각 –624 mVSHE와 2.771 mA/cm2에서 –804 mVSHE와 

3.397 mA/cm2로 변화하였다. 부식 현상은 가돌리늄이 많은 

구역이 선택적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표면에 존재하는 부식 

생성물은 주로 산화 가돌리늄과 일부 철의 산화물이며, 철의 

산화물이 다량 존재하는 부식 생성물은 주로 탈착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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