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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벤젠고리의 α와 β-위치에 phenoxy, 2-naphthoxy 또는 4-trityl phenoxy 치환기가 도입된 프탈로니트릴
유도체들을 합성하였고, 이들 중간체들을 이용하여 전자 주게 특성을 가지는 치환기가 도입된 oxovanadium phthalocyanine (VOPc) 유도체들을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시료들의 구조 특성 및 분자량은 1H-NMR, FT-IR 및 MALDI-TOF
형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분석하였고, 광학적 및 화학적 특성은 UV-Vis 분광기, X-ray 회절기 및 열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분석하였다. 합성된 VOPc 유도체들의 최대흡수파장 값은 약 684∼726 nm이었으며, 치환기의 도입으
로 말미암아 용해도가 향상되거나 Q 밴드가 이동하였다.
After phthalonitrile derivatives were synthesized by the introduction of phenoxy, 2-naphthoxy or 4-trityl phenoxy group on
α- and β-position, oxovanadyl phthalocyanine (VOPc) derivatives containing electron-rich substituent group at different position were synthesized successfully in this investigation. The chemical structure of samples was determined by the means of
1
H-NMR, MALDI-TOF mass spectroscopy, and FT-IR spectrometer. Also, optical and chemical properties were determined
by the means of UV-Vis spectrometer, X-ray diffractometry, and thermo gravimetry.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absorbing wavelength of VOPc derivatives ranged from 684 to 726 nm. Also, their solubility and Q-band were enhanced and shifted
by the introduction of substitute grou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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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Q 밴드의 조절 요인으로서 MPc 분자들의 적층 패턴을 변화시키거
나, 중심금속과 MPc 최외각 벤젠고리에 위치한 4개의 수소 위치에 치
환기들을 변화시키면 된다[9,10]. 예를 들면, 다양한 중심금속 중에서
2차와 3차 전이금속류보다는 1차 전이금속류의 Q 밴드가 보다 장파
장 쪽으로 이동하고, 1차 전이금속 중에서 vanadyl이 중심 금속인 옥
소바나디움 프탈로시아닌(VOPc)의 Q 밴드가 가장 장파장 영역으로

금속 프탈로시아닌(metal phthalocyanine, MPc)은 대칭을 이루는 18개
의 π전자가 방향족 형태의 매우 큰 고리를 형성하고 중심에 다양한
금속들이 존재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매우 독특하고 유용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1-4]. 따라서, MPc는 안료,
염료 및 촉매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변색 디스플레이[5,6], 광학
디스크의 기록층[7], 레이저 프린터의 광전도체, 화학 센서[8] 등의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MPc는 용이하고 간단한 합성 공
정과 높은 열안정성과 같은 장점과 더불어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강렬
하고 집중적인 π-π* 전이 파장영역(Q 밴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응용

이동한다[9]. 이는 동프탈로시아닌(CuPc)에서는 금속원자가 Pc고리
내에 위치한 평면형 비극성 구조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VOPc에서
는 바나디움 산화물이 Pc 고리에 수직으로 위치한 피라미드형 비평면
적 구조인 X 결정상이라 불리는 슬립 적층구조로 용이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Q 밴드가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11]. 그렇지만, VOPc
는 평면형 구조로 존재하는 MPc보다 분자간의 거리가 훨씬 가깝고,
π 분자궤도의 공간적 겹침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광전도도와 비선
형 광학특성을 나타내지만, 유기 용매에 대한 낮은 용해도와 응집성

분야에 따라 Q 밴드의 다양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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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미암아 이의 응용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12-14]. 이의 해결 방안으로써 VOPc 분자의 외각에 치환기를 도입함
으로써 Pc 분자들 간의 거리를 증가시키고 조밀 적층구조를 억제시켜
서 MPc 분자들 간의 상호 인력을 감소시켜서 용해도를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Q 밴드의 red-shift 이동도 가능하게 한다[15]. MPc 분자의
외각에 치환기를 도입시킬 때, 전자 주게 특성의 치환기 보다는 전자
받게 특성의 치환기가 상대적으로 Q 밴드가 장파장 쪽으로 이동시키
고, 비구형 위치(β위치)보다는 구형 위치(α위치)에 치환기가 치환되
면 상대적으로 Q 밴드가 장파장 쪽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
고된다[1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에 옥소바나디움을 중심 금속으로 도입하
고, 외부 벤젠고리의 α와 β위치에 전자 주게 특성을 가진 분자 크기
가 상이한 phenoxy, 2-naphthoxy 및 4-trityl phenoxy 치환기들을 각각
도입하여 용해도가 향상된 VOPcs 유도체들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합성된 VOPcs 유도체들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치환기의 크기와 위치
변화에 기인되어 합성 수율, 분광학적 특성 및 용해도 특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비교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측정

본 실험에서는 phthalimide (Aldrich Chemical Co., 98.0%), 3-nitrophthalic acid (Fluka Co., 96%), 1,2-dicyanobenzene (Acros Co., 98%)
을 기본 출발물질로 사용하였고, 모두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Dimethylsulfoxide (DMSO; Junsei Chemical Co., 99%)는 분별 증류를
통해 정제하여 사용하였으며, potassium carbornate (Duksan Chemical
Co., 99.5%)는 감압 건조시켜서 사용하였다. 또한, phenol (Aldrich
Chemical Co., 99+%), 2-naphthol (Junsei Chemical Co.), 4-trityl phenol (Aldrich Chemical Co., 97%), vanadium oxide (Junsei Chemical
Co., 99.0%), 1-chloronaphthalene (1-CNP; Duksan Chemical Co., 99.5%)
및 1,8-diazabicyclo[5.4.0]undec-7-ene (Aldrich Chemical Co., 98%)는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1
시료들의 구조분석은 400 MHz의 H-NMR spectrometer (JNM-ECP-400,
JEOL, Japan)와 FT-IR spectrometer (GX, Perkin Elmer, USA)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합성된 프탈로니트릴 유도체들과 VOPc 유도체들의
질량분석은 EI형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GCMS;
QP-5050A, Shimadzu Co., Japan)와 MALDI-TOF형 mass spectrometer
(Voyager-DE PRO, Perkin-Elmer, USA)를 사용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시료들의 분광학적 및 결정학적 특성은 UV/Vis/NIR spectrometer (V-670,
JASCO, Japan)와 X-선 회절기(X’Pert-MPD System, Philips, Netherlands)
를 이용하여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시료들의 열적 특성은 TGA
(TGA7 Pyris, Perkin Elmer, U.S.A)와 DTA (DTA7, Perkin Elmer,
USA)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2. 합성

PID controller가 부착된 가열 맨틀에 응축기와 교반기가 부착된 삼
구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주어진 Scheme 1의 순서대로 합성을 수행하
였다. 합성 중간체로 사용되는 3-nitrophthalonitrile (1)은 George 방법에
따라 3-nitrophthalic acid를 출발물질로 하여 3-nitrophthalic anhydride,
3-nitrophthalimide, 3-nitrophthalamide, 3-nitrophthalonitrile의 순으로 합
성하였다[18]. 다른 치환 위치를 가진 합성 중간체인 4-nitrophthalonitrile
(2)는 Young 방법에 따라 phthalimide를 출발물질로 하여 4-nitroph-

Scheme 1. The synthesis of α, β substituted phthalonitriles and α,
β-tetrakis substituted ((a) phenoxy, (b) 2-naphthoxy, and (c) 4-trityl
phenoxy) VOPc derivatives.
thalimide, 4-nitrophthalamide, 4-nitrophthalonitrile의 순으로 합성하였
다[19]. 합성된 중간체들은 에탄올로 재결정한 후,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최종합성물인 VOPc 유도체들은 미리 합성한 중간체들로부터 주어진
Scheme 1에 따라 체계적으로 합성하였다.
2.2.1. α-치환 phthalonitrile (3a, 3b, 3c)의 합성

α-치환 phthalonitrile 유도체들을 얻기 위하여 100 mL 둥근바닥 삼
구플라스크에 DMSO (30 mL)와 3-nitrophthalonitrile (1) (1.73 g, 10
mmol)을 먼저 투입하였고, 합성하는 중간 유도체의 종류에 따라 phenol
(1.13 g, 12 mmol), 2-naphtol (1.73 g, 12 mmol) 또는 4-trityl phenol
(4 g, 12 mmol)을 각각 첨가하였다. 각각의 혼합물들을 약 30 min 동
안 천천히 교반시킨 후, 염기성 촉매인 K2CO3 (7.52 g, 53 mmol)을
2 h 동안 천천히 투입하고, 상온에서 약 48 h 동안 교반하였다. 최종
적으로 각각의 생성물들을 100 mL의 얼음물에 붓고, 형성되는 침전
물들을 감압필터하고 건조한 후,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갈색, 연갈색,
흰색의 고체결정들을 각각 얻었다. 이들 고체 결정들의 구조 및 질량
분석 결과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2. β-치환 phthalonitrile (4a, 4b, 4c)의 합성

β-치환 phthalonitrile 유도체들을 얻기 위하여 상기 2.2.1.항과 동일
한 합성법으로 3-nitrophthalonitrile (1) 대신에 4-nitrophthalonitrile (2)
를 투입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합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생성물
들을 100 mL의 얼음물에 붓고, 형성되는 침전물들을 감압필터하여
건조한 후,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갈색, 연갈색, 흰색의 고체결정들을
각각 얻었다. 이들 고체 결정들의 구조 및 질량분석의 결과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3. α-tetrakis(1,8,15,22) 치환 VOPc 유도체(5a, 5b, 5c)의 합성

α-tetrakis(1,8,15,22) 치환 VOPc 유도체들을 얻기 위하여 100 mL
둥근바닥 삼구플라스크에 1-CNP (8 mL)를 투입하여 질소분위기하에
서 약 180 ℃로 가열되면, phenoxy, 2-naphthoxy 또는 4-trityl phenoxy
치환기가 도입된 α-치환 phthalonitrile (3) (4.54 mmol)들을 각각 투입
하면서 약 200 ℃까지 승온시킨 후, vanadium oxide (0.23 g, 1.29 mmol)
과 DBU (1.18 g, 4.32 mmol)을 차례로 투입하여 약 6 h 동안 가열하
였다. 이 반응물들을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메탄올과 증류수가 1 : 1
부피비로 혼합된 용액 (30 mL)에 붓고, 약 30 min 동안 천천히 교반
하였다. 이때 생성되는 침전물들을 감압 필터하여 증류수로 세척하고,
재감압 필터하여 건조하였고, 최종적으로 column chromatography (SiO2,
Appl. Chem. Eng., Vol. 21, No. 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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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NMR, FT-IR and Mass Data of α, β Substituted Phthalonitriles
FT-IR
(cm-1)

1

Sample

H-NMR (DMSO-d6)

3a

7.82∼7.86 (2-H, m, Ar-H), 7.49∼7.55 (2-H, t, Ar-H, Ar'-H), 7.23∼7.34 (4-H, m, Ar'-H)

4a

7.71 (1-H, d, Ar-H), 7.46 (2-H, t, Ar'-H), 7.22∼7.33 (3-H, m, Ar'-H), 7.07 (2-H, d, Ar-H)

3b

8.12 (1-H, d, Ar'-H), 8.08 (1-H, d, Ar'-H), 8.00 (1-H, d, Ar'-H), 7.91∼7.93 (1-H, d, Ar-H),
7.89∼7.90 (1-H, d, Ar-H), 7.71∼7.72 (1-H, d, Ar-H), 7.52∼7.60 (2-H, m, Ar'-H),
7.46∼7.49 (1-H, dd, Ar'-H), 7.36∼7.40 (1-H, dd, Ar'-H)

4b

8.05∼8.10 (2-H, dd), 7.97∼7.99 (1-H, d), 7.90∼7.92 (1-H, d), 7.86∼7.87 (1-H, d) 7.70 (1-H, d),
7.51∼7.58 (2-H, m), 7.44∼7.47 (1-H, dd), 7.35-7.38 (1-H, dd)

3c

7.86 (1-H, s, Ar-H), 7.85 (1-H, d, Ar-H), 7.36∼7.41 (1-H, m, Ar-H), 7.30∼7.34 (6-H, m, Ar'-H),
7.21∼7.24 (5-H, m Ar'-H), 7.15∼7.19 (8-H, m, Ar'-H)

4c

8.10 (1-H, d, Ar-H), 7.85 (1-H, d, Ar-H), 7.43, 7.45 (1-H, dd, Ar-H), 7.30∼7.34 (6-H, m, Ar'-H),
7.21∼7.24 (5-H, m, Ar'-H), 7.16∼7.18 7.11∼7.14 (6-H, m, Ar'-H)

Table 2. Yield, FT-IR and Mass Data of α, β-tetrakis Substituted
VOPc Derivatives
Sample Yield (%)
5a

37.0

6a

43.0

5b

11.3

6b

18.0

5c

9.8

6c

15.5

Molecular weight (g/mol)

-1

FT-IR (cm )

Calculated

Found

947.85

948.06

1148.08

isoindole
1148.66 (1400∼1450, 1300∼1350)

1916.60

1915.05

C-O-C
(1280∼1300, 1050∼1060)

pyrrole (1600∼1630)
V=O (950)

CH2Cl2)를 이용하여 정제하고, 에탄올로 약 24 h 동안 soxhlet 정제하여
청록색의 고체 결정들을 각각 얻었다. 이들 고체 결정들의 구조 및 질
량분석의 결과들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4. β-tetrakis(2,9,16,23) 치환 VOPc 유도체(6a, 6b, 6c)의 합성

β-tetrakis(2,9,16,23) 치환 VOPc 유도체들을 얻기 위하여 상기 2.2.3.항
과 동일한 방법으로 α-치환 phthalonitrile (3) 대신에 phenoxy, 2-naphthoxy 또는 4-trityl phenoxy 치환기가 도입된 β-치환 phthalonitrile (4)
들을 투입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합성하였고, 최종적으로 청록색의 고
체 결정들을 각각 얻었다. 이들 고체 결정들의 구조 및 질량분석의 결
과들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 및 수율

VOPc 유도체들을 합성하기 위하여 먼저 α, β-nitro phthalonitrile
을 합성하였고, 여기에 염기촉매인 K2CO3를 이용하여 친핵성 치환반
응으로 니트로기가 각각 phenoxy, 2-naphthoxy 또는 4-trityl phenoxy
치환기로 대체된 α, β-치환 phthalonitrile 유도체들을 합성하였고, 이
들의 구조 분석 및 질량 분석의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T-IR
-1
분석을 통하여 1280∼1300 cm 의 니트로기가 소멸되고, 1280∼1300
-1
-1
cm 와 1050∼1060 cm 대의 에테르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1H-NMR 분석을 통해 δ = 7∼8 범위 내에서 phthalonitrile의 벤젠
및 치환기에 해당하는 벤젠 또는 나프탈렌의 수소피크위치와 적분 값
으로 수소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질량분석을 통해 각각의 프탈로
공업화학, 제 21 권 제 6 호, 2010

C≡N
(2230)

Molecular weight (m/z)
Calculated

Found

220.2

220

270.1

273

462.5

462

C-O-C
(1280∼1300,
1050∼1060)

니트릴 유도체들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α, β-치환 phthalonitrile 유도체들이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고 사료된다.
금속염인 바나디움 산화물, 고비점용매인 1-CNP, 촉매인 DBU상에서
cyclotetramerization을 통하여 VOPc 유도체들을 합성하였고, 이들의
구조 및 질량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T-IR 분석을 통하
-1
여 전구체에서 기인된 2230 cm C≡N의 소멸, 치환기의 에테르 결합,
프탈로시아닌 구조에서 기인된 1400∼1450 cm-1, 1300∼1350 cm-1의
isoindole과 1600∼1630 cm-1의 pyrrole 및 중심 금속에서 기인된 950
-1
1
cm 의 V=O를 확인하였고, H-NMR 분석을 통하여 VOPc 유도체들
에서는 수소가 많은 벤젠 고리 상에 존재하고, 다양한 이성질체의 존
재로 δ = 7∼8 범위에서 피크들이 중첩되어 광범위한 multiple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질량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프탈로시아닌 유도
체들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α, β-치환 프탈로시아닌 유도
체들이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고 사료된다.
Table 2에 주어진 합성 수율의 결과를 살펴보면, 도입된 치환기의
크기가 클수록 합성 수율이 낮아지며, 치환기의 위치가 α 위치일수록
합성 수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합성 단계에서 프탈로시아닌
의 고리 형성에서 치환기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입체장애 정도의 차
이에 기인되었다고 사료된다.
3.2. 분광학적 특성

합성된 VOPc 유도체들의 UV-Vis 스펙트럼을 Figure 1에 나타내었
고, 각 시료들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최대흡수파장 (λmax) 및 몰흡광계
수를 정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π →π* 전이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인 약 700∼720 nm의 Q 밴드와 자외선 영역인 약 340 nm대의
B 밴드에서 일어난다. 치환기가 도입되지 않은 VOPc의 최대흡수파장은
약 684 nm이고[17], 전자 받게 특성을 가진 불소로 치환된 VOPcF16의
최대흡수파장은 약 643 nm이고[20], 전자 주게 특성을 가진 phenoxy,
2-naphthoxy 또는 4-trityl phenoxy 치환기가 도입된 VOPc 유도체들의
최대흡수파장은 약 704∼726 nm 이다. 이는 전자 받게 특성을 가진
치환기가 도입되면 Q 밴드가 단파장 영역으로 이동하고, 전자 주게
특성을 가진 치환기가 도입되면 Q 밴드가 장파장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치환기가 α-위치에 도입된 VOPc 유도체들 (5)과 β-위치에
도입된 VOPc 유도체들 (6)의 최대흡수파장은 각각 약 723∼726 nm
와 704∼705 nm이다. 즉, 치환기가 α-위치 대신에 β-위치에 도입될
때, Q 밴드가 단파장 영역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하여 UV band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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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lubility of α, β-tetrakis Substituted VOPc Derivatives
Organic solvent
Sample

5

Hexane Toluene

THF

Chloro
form

Ethyl
acetate

DMF

Dichloro
benzene

a

×

◎

○

◎

◎

○

◎

b

×

◎

○

◎

◎

○

◎

c

×

◎

○

◎

◎

○

◎

a

×

◎

○

◎

◎

○

◎

b

×

◎

○

◎

◎

○

◎

c

×

◎

○

◎

◎

○

◎

VOPc

×

×

×

△

△

×

×

6

×: Bad, △: little, ○: good , ◎: very good

Figure 1. UV-Vis spectra of (A) non-substituted VOPc, α, β-tetrakis
substituted ((B) phenoxy, (C) 2-naphthoxy, and (D) 4-trytyl phenoxy)
VOPc derivatives (α-position: dot line, β-position: solid line).
Table 3. UV-Visible Data of α, β-tetrakis Substituted VOPc Derivatives
λmax (CHCl3) (nm)

log ε (M-1cm-1)

ΔEg (eV)

a

723

5.14

1.65

b

726

5.12

1.64

c

725

4.73

1.65

Sample
5

6

VOPc

a

704

5.24

1.70

b

705

5.22

1.69

c

704

4.76

1.70

[17]

684

-

-

VOPcF16 [20]

643

-

-

Figure 2. XRD patterns of (A) non-substituted VOPc and (B) α,βtetrakis substituted ((a) phenoxy, (b) 2-naphthoxy, and (c) 4-trityl
phenoxy) VOPc derivatives.

법에 의해 구해진 밴드 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
입된 치환기가 β-위치에 비해 α-위치에 존재하게 되면, 전자 주게
특성을 가진 치환기가 중심금속에 가까이 위치하므로 π전자의 밀도
가 높아져서 Q 밴드가 장파장 영역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3.3. 용해도 및 열적 특성

합성된 VOPc 유도체들의 용해도 특성을 정리하여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치환기가 도입되지 않은 VOPC의 경우에는 유기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았지만, phenoxy기, 2-naphthoxy기 또는 4-trityl phenoxy
기가 도입된 VOPc 유도체들인 경우에는 치환기의 종류와 위치에 상
관없이 유기 용매에 잘 용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합성된 VOPc
유도체들의 XRD 패턴들을 Figure 2에 나타내었고, 치환기가 도입되
지 않은 VOPC의 경우에는 결정성 패턴이 나타나지만, 치환기가 도입
된 VOPc 유도체들인 경우에는 거의 무정형 패턴이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치환기가 도입되지 않은 VOPc 유도체를 산처리할 때
얻어지는 무정형 패턴과 거의 동일하였다. 이는 프탈로시아닌 외각
벤젠고리에 도입된 거대한 치환기가 프탈로시아닌 분자들 간의 인력
을 감소시켜서 분자간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정열 적층을 방해함으
로써 VOPc의 결정 성장이 어려워지므로 무정형 상태로 나타났고, 이
로 인하여 치환기가 도입된 VOPc 유도체들의 용해도 특성이 향상된

Figure 3. TGA curves of non-substituted VOPc and tetrakis substituted
VOPc (5a).
다고 사료된다.
치환기가 도입되지 않은 VOPc와 치환기가 도입된 VOPc 유도체의
열적 특성인 TGA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그림을 살펴
보면, 시료들의 중량 감소가 각각 약 400과 200 ℃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치환기가 도입된 VOPc 유도체의 경우에는 무정형
결정상은 결정상 구조에 비하여 정열 적층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상
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중량감소가 일어났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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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바나디움 산화물을 중심 금속으로 한 프탈로시안닌
에 4개 외각 벤젠고리의 α-와 β-위치로 phenoxy, 2-naphthoxy 또는
4-trityl phenoxy 치환기가 도입된 VOPc 유도체들을 성공적으로 합성
하였다. 전자 주게의 특성을 가진 치환기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Q-band
를 더 장파장 영역으로 이동시켰으며, 치환기들이 β-위치에 비하여
α-위치에 도입되었을 때, 전자 주게 특성을 가진 치환기가 중심금속
에 가까이 위치하여 π전자의 밀도가 높아지므로 Q 밴드가 장파장 영
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VOPC에 치환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용해도
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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