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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왓쯔式 낙켈 電鍍浴에 있어서의 硼酸의影響

李 載 聖

The Effect of Boric Acid on Watts 

Type Nickel Plating Baths

CAbstractJ The transference of nickel 

in 2'N nickel solutions with 0 and 3 per

cent boric acid is measured by the 

Hittrorf method using a cell of a new 

design. The two transference numbers 

obtained were ().52 and().36, res과ecti- 

v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explained, as being due to a complex 

ion formation between nickel ion and 

boric acid in the latter (ype of elution.

丄+
A complex ion like NiCH3BO3Jk'""nHaO 

is proposed and is believed to best fit all 

the facts fonund experimentally. This 

complex ion is considered to dissociate 

at the catlod.e film and the freed boric 

acid to neutralize OH ions maintaining 

the pH of the solution around the cath- 

a'e at a cnstant value.

A large increase in th? tranrs ference 

number of nickel was also found, com- 

pared to that in a diiute solution, Thi고 is 

explained as being (^ue to a maj ?r change 

in the degree of hydration of nickel ions 

■with the concentration.

Dept. Chem. Eng,,

Cjl]ege of Engineering,

Seoul Nalional University.

Chai -Sung Lee,

이속의 硼酸의 物響七, 過去 程鑽弄여 

緩衝作用에 있다고 一戕的으로 辎定을 

받고 第었9나, ]940 年 D<E 이 蒂酸 

曹澹溶液에 關하•여 「三重이온 CtrjPlc
（1）

과 聪:率』이란 論文을 發表하차 Mather 

는 이 것 이 닉켈電鍍浴에 서 硼酸이 닉 켈 

과 陽의錯이온을 만들어 陰極으로 移16 

하여 析出하는 物質에다가 影響을 꺼친

I緖 論

왔쯔式 닉켈電鍍沿‘의 組成은 다음과

같다.

• 711,() 240gm/l

NjCl • 6H2O 45gni/I

H3BC3 S( gm/l

PH 4.5-5.6

■또 ■는

硫酸繼및鹽化物 로 서외 닉 퀨 59.

3)gm/l

PH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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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 兄挪에 计;I "明:>1라고 論치•였다. 

이에對가어 끼um c 닉켈云皎冶中의 PH 

에 있어서는 确套苟 附武은 緩妍"] 이 

없으.4 陰携间•丘시 适茁液簿其의 ph 는 

언제나 높은 값을 가지고気고 2.와같은 

P11 에서는 開酸은 顯著한 衝忙作勺을 

가진다고 i命하였다.
，2.)

1946 年 r；nVs 는, (i) 1 L 의溶液 마 

다 iT.Pgin 익 鹽化닉켈과 二와같은量의 

硼成 w 包■舌하는 混"液에다, 碇酸닉켄 

은 1 I 마다 二号터 335.Fi 까지 混

有率을 姜更시켜 加한 溶液과, ⑴)1 I 

마다 229驰I 의 硫 段닉킥과 37.&gm 의 

鹽化닉켄을 包含하는 混•合波液어다가 硼 

酸의 添加率을 1 L 浴液마다 ： 6.25沖로 

부터 37-5gm 까지 變夹시킨 溶液을 5N 

의 標4탁谛酸務液으로 造定한 〒曲線群이 

거 이 恰以힌 模樣을 나타내 는 點也로 미 

루어，硫後닉킨과 硼酸은 相丘柞儿'은 한 

다고 主張돠여 Maih<>r 의 說을 支持하 

있다.

木實姦에 있어서는, 왔w式닉킬電鍍正과 

그와샅은 宦義沿屮에 서 硼較만을 빼 낸 

落液에 있어서외 닉켈이은의 甄率을 測 

定한으로서, 輸率의 差의 有無글 發見하 

고., 그의 大小세 따라, 硼液이 닉켈이온 

과 陽의 錯이온을 만든다는 见解에 對 

한 直接罚인 료同을 附與하는 同時에 硼 

酸의 二밖의 行動에 既하 説明은 加할 

랴고 한다.

■II翰率測定槽

古寶瀛에서 使用한 裝匱는 네片의 姑 

子話로 되여있고, n들은 抵冬 陰極室, 

U—宇言, 中快液邱 U-字登 및 陽[&室을 

应扱.한다 • 装匿£ 크기，;; 二의 連祜圖느 

各各 第 1 圖 빛 «5 2 国괴 나다내였다.

木裝置의 特以은, & 陰榜空과 同裱 

部사이에 揷'、한 u-字登의 详:液 耳 擴 

散路程.-을 延:轻하•여, 屮串:液에 미치는 陰 

植液이 浪安變化의 邑盘은 ■削止힌다. 

応)笞貳極室과 中間液苴：와의 電';，由 遠 

結은從前의 方法에 大幅的인 改良은 加 

하였디-. 囲, 各電極室 밑으로 부터 뗘번 

曲管을 거쳐 U-字管과 屮問夜部와 連 

結을 하였기 때문에, 까스發生에 ■依한 憶 

亂作用이 溶液을 浪合을하여 도 ZL 影骞 

이 他部에 미치지 못하게 되여 있다
. (3)

1。46 年 舟tek 와 AreUonald 는 0.1NSS 

酸 닉켈溶液中의 닉켈의 輸率은 測疋하였 는 

데 그들의 값金 7"素까스發生劾率기 零이되 

는 點까지 外括卉여 꾀'論 K 으로 ](.(!%■

의 닉켈定逃效卒 F외 닉 킽長轮率으 냈 다. 

本實驗에 있어，1는. 水志까스發生夂 電:流 

効率은 大牒로 1% 未淸,이였 H, 號汚值 W 

士數%의 精麦이였기 때문에 Zimk 및 

McDonald 의 煩雜은 逻하여도 才一實放의 

目的에는 充:"하다고 볼수가 았다.

使用한 Tut'ii叽湯揽이 다 lux 9m)n 

의 白金板이였고, 歯過한 總竜氣虽은 銀 

電堇計로 測定을 하였다.

III實驗操作

本匱験을 爲耳여 于先 

A 및 B 를 調製했다. 그 

에 적어둔다.

亍両柜 의溶液, 

組成을 第1 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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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o 1. Ni(ko] Stock so]uVod Fol；i?cOa A S이"『에 B

Gm. of NWE ns Nickel Sulf^tp Per IjM of 財购g 59」'6 59.47

Appro.\-；Trnt« NOrma^ty of NMk애! 2X 2N

Gm o： Po/'c Acid Pnr Liter of so粕:。n 0 29. On

PH 4.96 4 .汨

本供•試溶液으 왔쯔弍닉겔電鍍沿中의 鹽 

化닉켈을 包含하지 않는다 卫理由는 金

Cathode or Anole Cell u-THy COFpart・M。

屬익 頑箭作勺〕以外에는 破酸닉켈가 鹽化 

苛켈은 全然 同等하게 作川함으루 好、雜 

을 避하•기 爲*야 鹽化닉빌읃 

1? 硫酸닉킬의 單一羅公로 代置하 ....■"

j 느데 있다. 谊液의 pH 느 炭 

酸닉켈과 疏酸으로 上記의 값

応 에 마춰 놓았으나, 溶液 A 의 

PH 의 값은 貯藏期用中變化함 

으로 使用荏 適當히 마춰서 使

U 川했다.

'.°J1 i容液을 聯率測定槽에다 注入
7 !•

蕙 한後는 20mA. 의 電流로 두時 

村 間 繼續하여 電解를한다. 이때

c ifure ? of Arrc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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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極으로 부티는 猛烈히 水玄까스가 發 

生하였으나, 陰.極而이는 宼■解:終了時쯤해서 

二-三의 水素電泡가 附着하•고 있는것은 

보았을 푼이었다

電解가 픝난後는 中題液知와 U-字管 

밋 湯棟室과 連結하； 고무管을 스크류 

A램주로 죄여좁히고곧 鈕:電量計의 白金 

뱌作咼속의 電働液을 내고 蒸溜水로 여러 

번 씻은後 空免乾燥器內에서 120。C 로 

約 1 時間 乾燥하야 秤量한다. 이乾燥하 

는사이 에 中間液은 JOOml 의 비이카에다 

옮기여 完全苛 混合한後 約 】nil 의 溶液 

을 1ml 파이펫트로 뽑아 미 리 秤量해 

두였든 20ml 秤量艇에다 넣고 水分이 蒸 

發하지 않게 뚜껑을 꽉 를어막는다. 이 

것을 곧 秤量하고, Beckmann pH 計로 

PH 도 廁定해둔다. 이後 곧 陽甌部 및 

陰極部를 秤量하여 미리 秤量:해 두었든 

陽甌室 및 陰極室만의 質量은 빼내여 

陰湯兩極液의 質量을 計算한다. 分析用의 

陰湯兩極液의 試灯採取法은 中牌液試. 斗 

採取洗과 同一하다.

또 輸率:則定操作:의 每回數마다 原江冬 

分析하였는데, 原液 試叫를 直接 原液貯 

藏恆으로 부터 Iml 의 파이로 採取 

하면 二의 分析値는 언제나 電解後의 

断率闻定槽의 中間核의 分析值보다도 석 

었었다. 이것은 조然 期待에 어그러지는 

것이며, 頂:一 이 中間•液의 닉켈의 濃襄 

가 電解後 擴散에 依하건 무엇에 依하 

건 變化를 했다고하면, 반드지 석어젔어 

야 할것이다.

따라서 原液試科를 採:取한때도 蘭解는 

勿論하지 않지만, 한번 中 筏部 硝于器 

쇽에 注入하여 約 2 時間 放置 （電解를 

받을때와 같은 經歷을 取하게함） 한後, 

앞서 말한 方法에 依한야 試料를 獄取 

分析을 하였 다. 이結果는 正常的이 었으며 

中間液의 分析値는 이리하여 얻은 原液 

의 分,析値보다 적었었다.

本實験을 通하야 닉켈의 分析은

di mcthylglyoxime 法 에 依하였 다.

陰極은 電解前後에 잘 쩟고, 乾燥한後 

秤量함으로서 析出한 닉켈의 質量을 重 

量差로 求할수가 있다. 陰極을 再使用하 

기 爲하야 析出한 닉겔을 溶出지키는 

方法으로서는 稀竊酸中에서 =!.것올 白金 

而으로 부터 電解溶出을 지키는方法을 

摆했다 白金瑯咼에 析出한 銀은 稀硝酸 

溶液中에서 電解溶出을 시켰다.

이리하여 一回의 測定을 完遂할랴면, 

적어도 】8 回의 秤量과 3 回의 PH :项:定 

이 必要하다. n러나 本賃瑜예 있어서는 

陰極波, 中間液, 및 原液一丄로 부터 •各各 

두개식 試料溶液을 取했음으로 結局 34 

回의 秤量은 하였다. 이것은 두試料로 

부터의 分析結果를 比較하여 分析操作의 

精度를 試驗하기 爲한것이다. 電解後 操 

心하여한 分析操作도 滿 2 日이 必耍했

—回分의 測定을 完捋하자면 3 日이 

걸텼다.

IV輸率計算

닉켈의 輸準을 計算하는데는 硼酸은 

加하고 안 加하는데 關係없이 陰極液의 

分析直를 基準으로 計算하였다. 왔즈式닉 

켈電餵浴은 硼酸에 關해서는 3% 溶液에 

不過하고., 硼酸의 3% 의 純水溶液의 比 

重은 1.010 이며 純水보다 ]% 밖에 더 

크지않다• 터牛硼酸의 解離度는 第一階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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傾辦恒数가 IO"10 외 次坂를 가지고 있 

으므로 硼酸根이 날으는 電気蛍은 無視 

할주가 있다. 이와같은斯을 者/하어 ft 

卒計算'은 다음의 sample calcv.]at；on 에 

依據하여 한다.

Tab】@ 2. Pamp]e (. alculaiion

k i)眼涕

Title： Ti^nsfercncc NumK我 of Nidwl

D*: Jun。30, 1951

TmP〔gi"： 31.4°C

fMi기給On： ^ohx^OD A, pH—4.22

(wt. Aft°r EJeirolys's

f部2

Cauhod^ Wt. Before? Electrolysis

= 24」2阻

Jncrflr^ in (如;Lod，1 580

Increase in Githodc Wt, of Trvn加t⑴、《中

Ktunler Cell:

P v.s N汗kM P g*d out 

y 299

Pt-Ca<i].odf, with Nickel Stripped off 

--10.9S72

Nickel Plr^ed on '； on tho C祯uxM 

().427

Total electricity

Dr.ration of E!如询。：奇$: Fiom 시:48 p,. To曲】\vt . 아‘ Cat! Ojytc and Ano]yt?:

in. to 6：4S p.ni. CatllOlyiaCgin) Anol y协 <rm>

Cwt也U: 2'hnA Col] t-SoIn. 1&6.8524 121.1682

Iivr.'ise in Coulome^r C：시。J。Wb泣ht: <n]] 99.7246 84.0943

Silver Coulon：eu?r Wt. of Soln. 57.1278 27.0739

An^Ksf-> :

Catholy 饨 Ano]y-Sn Middle-Soln. In;tial-Soln

晋;*甘*;构e 29.1604 3 5 3640
28.1619 S2 4571 27.8196 28.6614 34,7514

时]glr* ng E0 我 1 e 23.0103 34.22C2 26.9557 31.3^57 £6.6933 27.4829 33.5695

U't of Fampla 1,1501 1.1438
1 2062 1,1514 1 .1263 1.1785 1.181&

PTI op So n t 5 17 2,01 4,82 4.37
Gooch (Jr ucibl^
phis Ppt. 17.9825 고%7348 17,4485 6,1132 18.1311 16.1620 17.2823

Of Gooch 17.6946 16.4483
C-ru.tri VJc

17.1458 15,8231 17,8508 J 5.8654 16,9847

V“ Of IN. 0,2879 0.2865 0.3G27 0 空.： 0.2S33 0.2966 0.2：76

Ren;nrk: N-ckel has 1对n de仲Tmiiwd Fy n：Pans of cLnw；Lylglyoxme.

ij jCiJciLatjon:

°」说，________ “

(人(财 I!3 E而J ■ ', 
(I ()A 7

砲两捐j；瓦而(L """4启

Electricity for hjero 或: ：on d捉사)가、淨 ； O.(X)M65T).(归L折3 (J (XK.)('1O

⑴(，X 1剛 —
一(厂顽券——顼•成'，,

E^ctnciV spent for N*ckel 必P(EW Far：：d：y^-

Uydio^a i depos'tioi] 난下丄 @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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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Ans]ys；s :

Po n. \Vt of temple
Solu, 'on «m)

CE by恤 (I .冷⑴，1.M35)

Auoly^ J, 2062

Middle Portion (].⑸4, 1.1263)

Initial (1J785. i.J8]6)

Wt. of Ppt.
E"

(0.2879, 0.T865)

0.3027

(Gm P]거,/vm 

穴叽)

(0.2503, C.25f5)

0.2509

0.2504

0 2509

(0.2S98, 0.28370

0.2976)

(0.25r, 0.2515)

(0.2517, 0.2519)

0. 7516

0.2518

Wt. of N-ckfll in tl e Cn^l.ojyte 

wt. of N：d<Gl Sulfate ：u 朴。CMhly記

Wt. of W而r in tl e 5场。]yM 

二2二 1278x0. 203I4XG.2501-2.9058 gm 

二2 9J58x 2. 8357二牝 6590 gm 

-57.1273 - 7.6599=49. 46S8 gm

of Nickel :n lgm of Ji"니 So]n =().25i"0 203]4^(L0jI13 gm

Wt. of N-jckl Su-fa^e in ) gm o：

Injtiol Soln.

Wt, of water m 1 흑m o： Soln.

=(E5H3x2.6湖=0.尙48 gm

= 1-0.1348 0.8652 gm

I m Nickel J gm Watop

Wt. of N'ckq Jn the Jniiial Soln.

As>oc：ated Wi th gm of Water =0.05910x49.瞼8 = 2、9是3

■Migra-^d E cMi.oiy" =(E%汉 W Nick-] 血 2 £勺面 *니如。拓)

+ (Equiv. of N'cko] Plated on ELh Cail ode) 

-(EQuiv. of Nick이! ;n Ur Jnit；PJ C^tLoly-i；)

=玄 345 <2.9053 +（）.0427- 2.9233）

-O.C0085S7

Tr nsfercnce Numbm of N'ckel :二_Q으竺竺匚 =（）旳由 
（L（心】4西 uqg

다음의 第 3 表에는 6 回의滅定에 걸친 實測値를 실었고, 第 4表에는 計算値를 

실었다. 그리고 第 5表에는 以上의 結果를 要約해서 나타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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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bJe 3. D ta wr Trans^ci'cnc 1 Number Det^rni)nat)on

FoM：on A 部f B

T"【 i 7 I F
1 2 3 1 2 : 3

\ninp (”C) 3以 30 26 7 29 30 5 32

Duration of El<-ctYolys?s (Ms.) 2 2 2 2 2 2

（心） 23 2 20 20 20 2)

Silver Cculomnt^r (gm) 0 158^ 0.U19 0.1588 G.'i5：6 0.1561 0,1583

D^pos-ts(gni) 0 】57) 0 04：7 0.0427 C.0428 0.0421 0/427

Otl o]\*u^ (Rn) 57 1278 C6 6'44 56J5I4 「8.077< 58 „ 73-22 57.6024

/jil)yto gm) 37 <7：9 36/C37 35.9541 37,49‘C 38.6「4 37.4882

CWayS Prmple gm) 1 1471 1 1779 1.1459 LM9 1.K61 13426

AuloVi/? SsiPIh ym' 1 2062 l/>< 93 1 口⑹ ].1483 1,575 1,1448

Middle Fortfon Snmp]e (gm' 1 抵$ U.16S I.17：4 】.K53 M635 1,1368

Jn tiai FoIut-ou Sample 1 18 1 1.17-5 1, 1;.18 1.1621 l/ic-23 1.147J

Crtholy e Ssniple Frecjpjtate.gxn) 0 26 2 "9新 C.2876 C.2 76 0.2931 0.28 9

Amlyto S.anipie FTecfpitate (gm) 0 3r27 C.2898 0.2S77 0/873 0.29 6 0.2843

M’.dQk】 Fort；ou Semple
pjiate (gm) 0 S8€6 0.2S23 Q.2方 8 0/-833 0 2923 O„2839

Im "inn] FcJui；cn Sample

Fiecipitat, (gm)
0 2971 0,2979 0 2£CQ 0. 923 0.2853 晳57

pH of CatLolyiie 5,17 5.76 6.10 5 06 5.C5 5. 5

pH 0.； Ap3]yte 2.04 L98 L92 3.99 2.06 1.93

pH of Mj(]d]e Fort;on 4.82 4,15 4 G7 5.0? 4 99 5.01

pH of IniVrl 4,37 4.21 5.0) 5 01 5,C2

Tabl 4. C^Jculatfon of Transference Numb1^

Fo]ut*on BSoiutfon A

_ JJ-—一一—―_竺」
1 2 3 ! 1 i

2 I
3

Tota] Current (F rc(7y) 0,0C14C5 0.0C：5'l CE(L72 0.CC1479 0.0014/7 0.0 1467

Cwe” fox* Njckol (Faraday)’ 0.0小必5 0JW89 0,00145 0.00M58
QQL시

0.0 L55

仰拮 for Hydi o.；eli (F?&d&y) G.0：010 0.00(012 0.(0‘317 0. 00 21 0/C0012 0.0CCCJ2

比Wo고:E Efficiency〔%丿 0.60 08 U5 "2 0.83 0.82

gm Pi ec；p；tate, gm GE问 。•成4 0.2.09 0.22 0.2 £9 G2；97‘ C.2175

gm Fr秘';p 忻lG/g：m Ano]y^ C.25-9 0.2521 0,25ir 0/5W 0,2511^ 0.2483



(16)

Table 5. Results of Transference Number Measurement

1

—— 一—— Run
—,——-----——___________ ■- --— 

--------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cIr.L.op B

1 1 ' 2 3 j 9 !

gm P^ecipitLte/gm M&ddk Person

汕 Fojut；on

N'ckcl in Cf-tho]yte

Ni이】可 Su 技心 hi CM負이yg

Wate.- ?n C'ttl.olyte

N：ck']/>]n Inifjal ^olut'on

N:"如]Sulfate/gm Ini^a] Solu^on

Wate?/<rm In；t；al Folu jon

N：•이b]/gm Waters In tja]

(N ek니. 'n In：； -Jal 1',olu,.；fon
Associated with ^lie gms
of W^.tcr Ja C”h이ytM 

(Fqv5vr,kntor N；ck>l Migrated
into Cntl o]yte) A

1 Transferenco J^vinjer of N?'ke]) |

TrrDsference \uinVer of 
____ 險加)

I 財叫 o 佐 53 0.2 J 23 C.2：.18 (輩 5'2 0.涇 96
J °'2j18| "529 0,1525, (Lg： C.15；7 0.2493

2.9258j 2.8 54 卷門 "叫 2.9726 2.8961

7.6 SO 7.6(叫 7 5 60 7.7677 7.6348 7.653;

49,46V 48.999； 奶•釦51 £0396’ 5气[쩌 49.£693

0 03113| °»°以£5] 0.05127| 0.05113 C.05113 0.05C68

(F&H 0.1354；。上 51 0.1353 0.1348 C.I336

1 1 i ,
652] 0.8646 0 J 649 0.5 652, 0.865 ! 0.8 661

"059 0 O.C595O 0.C5928 0.C5310 0.0591(彳 C.C585、
1 I

2 9233, 2.91(3 2.8811 2.9730 3.0C8)1 2.9231
1 ；
' i I

"0JQW£7 0X0064070.00^,3830, C0：5759'0/0^47)70 0；053；3 
1 1 f 1 1

_0.5S64__£.4289_ 0.56&5_0.3891：__ 0 327由—0.3&J6

0-5249 0.3104

Solution A GVitI.o；；t ILBOs) 

Solution (with h?B()3 'i

V結 論

O 및 3% 의 础酸은 包念한 公 硫 

酸닉갤溶液의 M率은 点:定한 糸煤, 두诊 

液에 있어셔의 =들의 값이 크게 다른 

것을 發見하였다 (第 5 表 參照). 이것은 

이두“:液에서 닉킬이온의 狀態가 牛燦히 

다으다는 것을 直義的으로 證;折순- 한 

다.

破•껐을 包合하는 溶点에 있어서는 닉 

켈。1은은 單純-허 和水卖 이온으로만 存 

在하7 않고 다음과같이 몇가F 의 可贰 

한 형의 陽의 鈴이온

① N-； HBO.

_ Transfcrencn NKnilgr

().52 士

[也邕 ±_ 0.()2______

«i) NJ ]珏」0(),「。；!, H Q

(书)Ni nW)

을 만든다고 보지 않u 딘, :习宾히 

위와같€ 輸率姜 M 上切할宁가 없 다•.

⑴ 이나 并)와 같슨갔은 陽跄의 第一 

段, 普*의 劑離叵數가 매우작은 群으 

로보아 否實験에서 發呈된 큰 輸率及를 

줄만금 多论으로 생기弓라고는 밀어기지 

않는다• ■러나, a润) 같은 型의 鉛이온 

이 성기면，이온의 平顶이 커저 이온用 

虱度가 顯*하게 적어길것을 控场註기 

豫別할수가 있다.

또 /極,疚의 ph 가 숫 거이 

軸하■지 않.旳 湯项度은 顼当로 크게 是 



<17)

働한 것을 보면, (iii) 과 같으 形외 

여!이온은 陰瓯周邊의 擴散膏까지 와，그• 

굿에서 硼酸과 닉理이온을 遊離하여，電 

解w 生或한 OH' 이온을 中和하기때분 

에 陰極液의 PT 를 一定히 維拮한다고 

볼수가 있다. 卽 陰極附近에서 
+

Ni〔，展()3〕X - nllsO。XH3BO3 

4- -卜
+ N j 十 nlla O

H3BO3 -> HiB33fc + H2O

및 
+ + 
Ni + 。f Ni 

따라서 硼酸의 機弟은 닐리 믿어지고 

있던것 처맄 綏衝乍用에 있는것이 아니 

고, 陰.極爾近에서의 中和作川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또 本寳驗에 있어서외 溶液 A (2N 硬 

酸닉켈溶液속이 닉켈의 臉率, 0.5210.07 

과 Zitek 및 McDonald 가 얻 은 0. ]N 

硫酸닉켈溶液속의 닉켈의 輸奉，

比較하면 닉킨의 赣率이 深度와 거이 打 

게 堆大한다는 亭賓도 안수가 E. 이 

에 對한 正確한 説明은 출수가 없仁'4 

濃度에 따라 닉켈이온의 芯水變가 三게 

減少•하는 네 ZZ. 理由가 잉지 않나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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