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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carbon isotope ratio of carbon dioxide (δ13CCO2) is used as an important indicator in the researches for

global climate change and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technology. The δ13C value has been usually analyzed

with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IRMS). Recently, the use of Laser Absorption Spectrometry (LAS)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cost efficiency and field applic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ractical

procedures to prepare laboratory reference gases for δ13CCO2 analysis using LAS. CO2 gas was adjusted to have the

concentrations within the analytical range. Then, the concentration of CO2 was assessed in a lab approved by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and the δ13CCO2 value was measured by IRMS. When the instrument ran

over 12 hours, the δ13C values were drifted up to ±10‰ if the concentration of CO2 was shifted up to 1.0% of

relative standard deviation. Therefore, periodical investigation of analytical suitability and correction should be

conducted. Because δ13CCO2 showed the dependency on CO2 concentration, we suggested the equation for calibrating

the concentration effect. After calibration, δ13CCO2 was well matched with the result of IRMS within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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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연구 및 이산화탄소(CO2) 지중저장 분야 등에서 CO2 가스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δ13CCO2)는 주요한 인자

로서 인식되고 있다. δ13C는 주로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IRMS)로 분석하지만,

최근 분석비용 및 현장적용성의 문제로 레이저흡광분석기(Laser Absorption Spectrometry: LAS)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LAS를 이용한 δ13CCO2 분석 시 분석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표준가스의 실질적 확보 방안과 주

의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실 표준가스는 분석할 농도범위로 CO2 가스를 조제한 후, 한국인정기구

인증시험기관에서 CO2 농도를 측정한 후에 IRMS로 δ13CCO2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장시간 측정 시, 농도가 상대표

준편차 1.0% 이하로 변이하면 δ13C는 최대 ±10‰까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표준가스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분석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보정을 하여야 한다. δ13CCO2는 CO2 농도에 의존성을 나타내므로,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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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 및 최대 농도를 갖는 표준가스의 혼합실험을 통해 보정식을 산출하였으며, 보정 후 δ13CCO2는 IRMS 측정값

에서 ±0.52‰ 이내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 탄소안정동위원소, 이산화탄소, 표준가스, 보정식, OA-ICOS

1. 서 론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대기 중 이산화탄

소(CO2) 농도는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지구 온도를 높

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Sreekanth, 2016).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 중 CO2 지중저

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기술은 Weyburn-Midale 프로젝트(WMP)와 같이 현장

실증실험을 실시하는 단계에 있다(Brown et al., 2017;

Global CCS Institute, 2014). 국내에서도 2014년에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을 발족하였으며(Jun et al.,

2017; Lee et al., 2016),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An et al., 2017; Lee et al., 2017). 

탄소안정동위원소비(δ13C)는 탄소의 기원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토양 및 원유 내 유기 탄소는 -26±8‰

(Vogel et al., 1970), 대기기원은 약 -8‰ (NOAA, 2017),

탄산염암은 -2±4‰ (Veizer et al., 1999)의 값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δ13C는 기후변화 연구

에서 전 지구적 탄소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최근 CCS 분야에도 CO2 누출의 조기

감시 인자로서 고려되고 있다(Mayer et al., 2015;

Humez et al., 2014). CO2 가스의 탄소안정동위원소

비(δ13CCO2) 분석에는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IRMS)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격과 현장 적용성 때문에 레

이저를 이용한 분광기(Laser Absorption Spectrometry:

LAS)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Griffis, 2013). 

LAS란 진공관 내 가스상 시료를 주입한 후 레이저

를 조사하여 12C16O2, 
13C16O2, 

12C18O16O가 선택적으

로 흡수하는 특성파장이 상쇄되는 시간(ring-down

time)을 측정하여 분석물질의 농도를 산출하는 분석법

이다(Tans et al., 2017; Jost et al., 2006; Wahl et al.,

2006). δ13CCO2는 측정한 12CO2와 13CO2의 농도를 이용

해 계산된다. Los Gatos Research(LGR)사의 Off-Axis

Integrated Cavity Output Spectroscopy(OA-ICOS)와

Picarro사의 Cavity Ring Down Spectroscopy(CRDS)

등이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δ13CCO2 검량

(calibration)을 위해서는 전단부(front-end) 없이 운용되는

CRDS에서는 2점 이상(Picarro Inc., 2017), OA-ICOS

에서는 1점 검량(LGR, 2017)을 요구한다. δ13CCO2 검

량을 위해서는 자연상에서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

소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표준가스(reference gas)를 이

용하는데, 각 제조사마다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CRDS는 -3, -15, -35‰의 공인값을 갖는 CO2 가스

를 약 10분 동안 측정하여 그 평균값과 공인값의 관계

식이 기울기 1, y절편 0을 만족하도록 한다. 기기 출

고 후에는 매년 분석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OA-ICOS는 한가지 CO2 표준가스로 검정을 하며, 매 분

석 시 분석적합성을 판단하여 보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LAS로 측정하는 δ13CCO2는 CO2 농도와 수분 함량

에 의존성이 있다(Griffis, 2013). 수분 의존성의 문제

는 기기에 주입되는 시료의 수분을 제거하는 필터를

부착하여 기기적으로 보정하고 있으나, CO2 농도 의존

성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기기 외적인 보정이 필요하다

(Guillon et al., 2012). LAS의 δ13C 보정을 위한 표

준물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IRMS 분석 시 사용되는 방법으로, calcite 등의

고체상 인증표준물질을 이용하여 CO2 기체를 생성하

는 방법이다. 구매 가능한 표준물질이 여러 가지이며

다량의 CO2 기체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화과정에서 동위원소 분별(fractionation)이 일어나

δ13Csolid와 δ13CCO2(g)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Assayag et al., 2006; Myrttinen et al., 2012).

다른 방법으로는 CO2 농도와 δ13C를 알고 있는 가스

상의 인증표준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δ13CCO2

표준가스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2017) 또는 미국국립표준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2017)에서 다음 세가지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Table 1). 그러나 용량이 작고 구매횟수에 제한이 있

어 LAS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2017)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모니터링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표준물질을 공급하고 있다(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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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Reference Network). 이 프로그램

을 통해 250~3000 μmol/mol CO2 표준가스 구매가

가능한데, 대기 중 농도보다 높은 농도로 조제하는 경

우에는 가벼운 동위원소조성을 갖는 CO2 가스가 첨가

된다. 이때, 표준가스의 δ13CCO2 참고치(informational

value)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안으로서, 소급성

(traceability)을 갖는 실험실 내 표준물질의 사용이 가

능하다. 

CO2 농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증표준물질을 생

산하는 기관이 있다.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로부터 화학조성-가스

분야에서 인증표준물질 제조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은

2017년 현재 두 군데이며, CO2 가스는 5~20% mol/mol

의 농도 범위로 신뢰도 95% 수준에서 불확도 2.0%

수준 이내로 생산한다(KOLAS, 2017). 환경시료의 분

석을 목적으로 하는 LAS의 보정을 위해서는 시료와

비슷한 수준의 표준물질이 필요한데, 인증표준물질 제

조기관에서 제공하는 CO2 가스는 농도가 높아 바로 사

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한

CO2 가스의 농도와 δ13CCO2를 측정하여 값을 얻은 후

실험실 표준물질로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실 표준물질의 준비부터 이를 사용한

LAS의 보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과 더

불어 검량 시 실험자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연구, 이산

화탄소지중저장사업 등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는 LAS

의 사용 시 실험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표준가스 및 이동가스

분석기기의 보정 및 세척을 위해 CO2 농도 및

δ13CCO2를 알고 있는 표준가스와 CO2 함량이 0인 이

동가스(carrier gas)가 필요한데, 가스 함량에 대한 공

인 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국내 가스 조제업체로부터

특정 농도로 조제된 CO2 가스와 Zero-Air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제조사에 따르면(RIGAS, 2017), 본 연구

를 위하여 주문한 가스는 ISO 6142-1(ISO, 2005)에

따라 중량법으로 조제되었으며, ISO 6143(ISO, 2001)에

따라 검증하였다. CO2 가스 조제 시 순도 99.9999%

이상의 N2 가스를 balance로 사용하였으며, Zero-Air

는 순도 99.999% 이상의 O2 가스와 순도 99.9999%

이상의 N2 가스를 공기 중 함량과 유사하게 혼합하여

조제하였다. 각 조제가스에 대해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불순물 함량은 Table 2와 같다. 구매한 CO2 가스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하여 IRMS로 δ13CCO2

를 측정한 후 실험실 표준가스로서 본 실험에 사용하

였다. 모든 조제가스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다년간 동

Table 1. Commercially available reference materials for δ13C of inorganic carbon

Phase Title Description Unit size δ13C (‰)

Solid NBS 18 Calcite 0.4 g -5.01

NBS 19 Limestone 0.4 g +1.95

LSVEC Lithium Carbonate 0.4 g -46.6

Gas RM8562 CO2_Heavy, paleomarine origin 2×400 µmol -3.72

RM8563 CO2_Light, petrochemical origin 2×400 µmol -41.59

RM8564 CO2_Biogenic, modern biomass origin 2×400 µmol -10.45

Gas - Customized CO2 by NOAA ESRL GMD ≤3000 µmol/mol as compressed cylinder *

*Informational values for the stable isotopes of CO2 can be given.

Table 3. The certified CO2 concentration of CO2

reference gases used for several years, and their δ13CCO2

values measured by IRMS

Name [CO2] (µmol/mol) δ13C (‰)

300-CO2 302 -20.06

1000-CO2 1017 -28.65

1002 -28.28

1005 -28.19

1015 -27.96

2000-CO2 1860 -29.08

3000-CO2 3024 -27.96

Table 2. Impurities in reference gases

Impurities
Balance gas of CO2 

reference gas
Zero-Air

T.H.C ≤0.5 ppm ≤0.15 ppm

H2O ≤5.00 ppm ≤3.00 ppm

O2 ≤1.00 ppm -

CO - ≤1.45 ppm

CO2 - ≤0.2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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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방법으로 구매, 검정한 CO2 표준가스의 농도 및

δ13C는 Table 3과 같다. 

2.2. 측정장비

δ13CCO2 분석을 위해서 OA-ICOS (CCIA-36-EP, LGR,

USA)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을 위한 장치는 기

기모식도(Fig. 1)에 나타내었다. 장비는 매 분석 시 충

분히 안정화한 후 CO2 농도 1000 ppm 수준으로 조

제된 실험실 표준가스(1000-CO2)를 이용해 보정하였다.

연속흐름방식(flow mode) 측정은 초당 1회 실시하였으

며, 100회 측정값의 산술평균을 분석결과로 취하였다.

시료주입방식(injection mode) 측정에서는 가스 150 mL

를 기밀주사기로 채취하여 시료 주입부에 주입하였으

며, 측정장비의 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해 60회 이상의 분

석을 시행한 후 도출된 결과값을 취하였고, 2~3회 반

복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을 분석결과로 취하였다. 

실험실 표준가스의 δ13CCO2 검증에 사용된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의 IRMS 측정에서는 이중주입(dual-

inlet) 방식과 연속주입(continuous-flow)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신뢰성을 높였다(Bong and Lee, 2007). 이

중주입 방식으로 δ13CCO2를 측정하기 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처리가 요구된다. 약 10 mtorr의 압력에서 운

용되는 진공관에서 CO2의 어는점을 이용하여 시료 중

순수한 CO2 만을 분리한다. IRMS (Isoprime, Isoprime

Ltd., UK)를 이용하며, 시료에서 분리, 농축된 CO2와

δ13CCO2를 알고 있는 인증표준물질을 교차로 분석하여

시료의 δ13CCO2를 측정한다. 연속주입 방식의 경우에는

Gasbench (Gasbench-II, Thermo Scientific, Germany)

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IRMS (Delta V Plus, Thermo

Scientific, Germany)를 이용하였으며, 헬륨(He)을 이

동가스로 사용하였다. 시료자동주입장치(auto-sampler)

에서 일정한 속도로 빨아들인 시료는 온라인으로 연결

된 Gasbench의 8-port valco 밸브를 거쳐 이동가스와

함께 IRMS로 주입되어 동위원소조성이 분석된다. 

2.3. 가스 혼합 실험

OA-ICOS의 CO2 농도 의존성에 대한 보정식을 산

출하기 위해 가스혼합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종류의 가

스는 미세유량조절기(micro-flow controller)를 이용해

일정 유속으로 테들러백에 주입하였으며, 포집 시간을

달리하여 희석배율을 조정하였다. 혼합된 가스는 2분

이상 안정시킨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Zero-air, 1000-

CO2 표준가스, 3000-CO2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500~

3000 ppm 범위 내로 희석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기안정도

OA-ICOS를 이용하여 표준가스의 CO2 농도([CO2])

와 δ13CCO2를 연속흐름방식으로 측정할 때, 분석정밀도

가 높은 측정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Allan 분산을 평

가하였다(Fig. 2). [CO2]와 δ13CCO2 모두 100초 이상

에서 최소 분산을 나타내었다(τ=114, σ=0.0836 for

[CO2], τ=488, σ=0.0592 for δ13CCO2). 이에, 본 분

석에서는 분석 효율성을 고려하여 100초 간 측정한 값

의 평균을 분석결과로 취하였다. 

장시간(>12 h) 연속분석에서는 검량에 사용한 1000-

CO2 표준가스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성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CO2]는

-18~+8 ppm, δ13CCO2는 +2.61~+15.67‰ 수준의

변이(drift)가 발생하였다. 하루 이상 기기를 안정시킨 후

14시간 연속 분석한 사례(Fig. 3)에 대하여 각 성분 별

농도를 살펴본 결과, [13C16O2]는 11.0220±0.0280

ppm, [12C16O2]이 1009.49±2.71 ppm, [12C18O16O]는

4.09±0.01 ppm 으로 나타났다. 즉, 12C와 13C 모두

네 번째 유효숫자에서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δ13CCO2는 식(1)에 의해 계산되는데(Tans et al.,

2017), [13CO2]를 11.0220 ppm으로 고정하고 [12CO2]

를 1010.00 ppm에서 1000.00 ppm으로 -10 ppm 변

이시키면 δ13CCO2는 +9.71‰이 변이한다. 반대로

[12CO2]를 1010.00 ppm으로 고정하고 [13CO2]를

11.0220 ppm에서 10.9220 ppm으로 -0.10 ppm 변이

시키면 δ13CCO2는 -8.81‰이 변이한다. 즉, 장시간 가동

시 각 성분의 농도가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1.0%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δ13CCO2에는 <±10‰ 수준의 극

심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기를 장시간Fig. 1. Schematic of OA-I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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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시 주기적으로 표준가스를 측정하여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재검량을 하거나 보정을 실

시하여야 한다. 

× 1000(‰) (1)

여기서, 는 0.0112372 이다.

3.2. δ13C 농도의존성 및 영향인자

δ13CCO2의 CO2 농도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농도의 CO2 표준가스에 대한 OA-ICOS 분석

결과와 IRMS 측정값의 차이를 Fig. 4에 도시하였다.

기기보정농도(1000 ppm 수준)에서는 δ13CCO2가 적절

하게 측정되었으나, 시료의 CO2 가스 농도가 보정농도

보다 낮을 경우에는 δ13C가 더 크게, 농도가 클 경우

에는 δ13C가 더 작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농도인

302 ppm 표준가스는 분석장비 자체가 보증하는 최저

분석농도 수준의 값으로서, OA-ICOS로 분석할 때

RSD가 10% 이상으로 정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유효한 분석영역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제

외한 나머지 유효한 측정값의 [CO2]와 Δδ13C는 선형

의 상관관계(r2=0.9822)를 나타내었다(CO2 100 ppm 당

-0.59‰이 변이). 

Guillon 등(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준가스를

CO2-free air로 희석하면서 δ13CCO2를 측정하였을 때

200~20000 ppm 범위에서 비선형성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200~2000 ppm 범위에서 5차식의 추세선을

만들어 보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농도구간을 조밀하

게 살펴보면 다른 추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경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3000-CO2를 zero-air로 희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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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bility during 14-h measurements.

Fig. 4. Differences in measured δ13C of four reference

gases between by IRMS and by OA-ICOS.

Fig. 2. Allan variance plots for CO2 concentration (a) and δ13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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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13C는 같지만 농도가 다양한 CO2 가스 시료를 조제,

분석하였다. OA-ICOS 분석 시에는 연속흐름방식 또는

시료주입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두 방식은 필요로 하

는 기체시료의 양이 다르므로 희석방식에 약간의 차이

가 있었는데, 연속흐름방식에서는 각 목표농도마다 테

들러백을 한 개씩 조제하였고, 시료주입방식에서는 하

나의 테들러백에서 시료를 연속적으로 희석하며 조제,

분석하였다. Fig.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의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 결과에 대한

추세선은 Δδ13C=-0.0125[CO2]-3.7679 (r2=0.9891)로

좋은 선형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CO2]에 대한 의존도(즉, 분석오차)가 Fig. 4

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으므로, 시료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희석

과정에서 동위원소 분별이 일어나 CO2 가스의 동위원

소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000-CO2를

zero-air로 희석한 가스를 IRMS와 OA-ICOS로 모두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Fig. 5b), OA-ICOS로

분석할 경우에는 [CO2]에 따라 δ13C값이 크게 영향을

받지만, IRMS로 분석할 경우에는 δ13C가 +0.88~

+1.14‰ 변이되었으나 결과값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

났다. 즉, 시료 희석과정에서 동위원소 분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영향이 CO2 농도에는 의존적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Zero-air 내 CO2 불순물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O2 제거필터를 장착하여 실

험하였다. Zero-air 내 CO2 불순물 농도는 0.20 ppm

미만으로 LAS로는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동위원소 조

성에 큰 차이가 있다면 낮은 농도에서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3000-CO2를 CO2 제거필터를 장착한 zero-

air와 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zero-air로 희석하여

IRMS로 분석한 결과를 대응표본 t-테스트로 분석한 결

과, p=0.197로서 두 집단이 서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

았다. 따라서, δ13C 변이에 zero-air 내 CO2 불순물의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δ13C 보정식

Zero-air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일한 δ13CCO2

(δ13Cref=-27.96‰)를 갖는 1000-CO2와 3000-CO2를

혼합하면서 다양한 농도의 CO2 가스를 조제하여 OA-

ICOS로 분석하였다. CO2 농도에 따른 δ13CCO2 변이는

Fig. 6과 같이 나타났으며, 추세선을 통해 아래와 같이

Fig. 5. Differences in δ
13C of diluted gas from 3000-CO2 using zero-air: (a) measurement by OA-ICOS, (b) comparison with

IRMS results.

Fig. 6. Calibrated δ13C (black) in the range 1000~3000 ppm.

The fitting curve (gray dash) was used to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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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식의 보정식(r2=0.9875, Δ=보정치)을 산출하였다.

보정한 δ13CCO2는 검정색 표식으로 나타내었으며,

IRMS 측정값과 ±0.52‰ 이내로 잘 일치하였다.

(2)

4. 결론 및 제언

δ13CCO2 분석에 있어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LAS는

기기 출고 당시 제조사에 의해 검량이 이루어진 후 사

용자에 의한 주기적 보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δ13C 보

정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가스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

어 사용자들이 분석신뢰성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S의 검정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가스의 준비과정 및 보정식의 산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CO2 농도는 KOLAS 인정기관으로부터, δ13CCO2는

인증표준물질과 교차분석하는 IRMS 분석을 통해 소급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급성이 확보된 실험실표준가

스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

한 보정식을 산출하면 되는데, 이때 zero-air보다는

δ13C를 알고 있는 표준물질을 end-member로 하여 혼

합가스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0~3000 ppm 범위에서 2차식의 보정식을 산출하였

으며, 보정하였을 경우 편차는 ±0.52‰ 이내로 나타

났다. 보정식은 외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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