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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 산화반응의 촉매로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 금속산화물인 Gd1-ISrICoO3^(x = 0.00r 0.25, 

0.50, 0.75) 계의 촉매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광음향 분광법을 사용하였다. 산화반응으로부터 생성된 CO2의 

광음향신호를 GdirSr’CoQjp에서 각각의 x값에 대하여 반응시간, 반응기체인 CO와 Q의 농도비, 그리고 

온도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CO 산화반응의 GdirSr£oC)3촉매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Gdj-.Sr.C0G3-, 

에서 Gd가 Sr로 치환됨에 따른 촉매효과는 *=0.25일 때 최대로 나타났으며 반응 온도에 대하여는 200°C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2 레이저 광음향분광법은 반응에 대한 연속적인 측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CO 산화반응의 촉매효과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반응속도 연구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ABSTRACT. An application of the optoacoustic detection method to investigate the catalytic effect 

of a perovskite, Gdi-*Sr'Co()3r，(x=0.00, 0.25, 0.50, 0.75) system, in the oxidation reaction of CO is descri

bed. The optoacoustic signals of CO2 produced from the oxidation reaction were measured for differing 

x values in Gdi-*Sr*CoO3—By monitoring optoacoustic signals with respect to the time, the concentration 

ratios of CO and O2, and the temperature, the kinetic information on the catalytic properties of the 

perovskite for CO oxidation reaction can be obtained. The effect of Sr substitution in GdiSr.CoQs—丿 

has been found to show the maximum catalytic effect at x—0.25 and the substantial increase in catalytic 

activity at temperatures above 200°C. It dmonstrates that the optoacoustic detection method allows the 

investigation of the integrated catalytic effect not only for the oxidation reaction of CO, but also for 

many reactions, in general, by continuously and directly detecting the species associated with the reac

tions.

서 론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는 높은 온도에서 과량의 

산소에 의하여 2CO+O2 — 2CO2로 반응하여 산화 

시킬 수 있으나,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금 스폰지나 나선형 촉매에 의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이산화탄소로 산화됨이 오래전부터 알 

려져 왔으며, 이러한 촉매나 흡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페로브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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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perovskite)류를 포함한 금속 산화물촉매에 의 

한 일산화탄소의 산화반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A'. 페로브스카이트는 ABQ)의 구조를 

갖는 금속산화물로 단위 세포의 입방체 꼭지점에는 

A, 체심에는 B 그리고 면심에는 산소이온이 위치 

한다. 일반적으로 양이온 A에는 12개의 Of와, 양 

이온 B에는 6개의 0"가 배위하게 되며, 양이온 A의 

반경은 양이온 日보다 더 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페로브스카이트형 금속 산화물의 촉매 활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이온 B(전이금속)의 d 오비탈 

전자들의 배열 상태, B-0 결합의 결합에너지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양이온 B의 상태에 관한 

것들로서, 촉매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이금속임을 알 수 있다.

금속 산화물 촉매의 활성은 고체의 표면에 반응 

기체가 흡착되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비화학양 

론적 조성을 가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전이원소 산 

화물은 과잉의 산소 또는 과잉의 금속을 결정내에 

포함하고 있다. 결정내에 과잉으로 들어 있는 산소에 

기인되어 생성된 양이온 구멍(positive hole)이 반 

응물 기체를 활성화한다고 알려졌으며, 결정내에 

과량의 금속 이온이 있을 경우에는 음이온 공위 

(anion vcacancy)가 생성되고, 생성된 음이온 공위에 

의하여 촉매의 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兇 또한 촉매의 활성은 양이온 구멍이나, 음이온 

공위를 생성시킬 수 있는 불순물의 첨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叫 특히, Ln—JMwM'Qj 

(Ln : 란탄족 원소, M : 알칼리토금속, M': 전이금속 

원소)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에서 Ln 위치에 

스트론튬(Sr+勺이 치환됨에 따라 촉매 활성도가 변 

하며,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제작시 소결 온도에 

따라서도 촉매효과는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속 산화물의 촉매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촉매효과를 

측정, 분석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의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 활성의 연구 

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었는데 검출하고자 

하는 반응의 반감기가 수초 또는 그 이상인 느린 

반응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반응속도 측정법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C), 질량분석법(MS), 홉수분 

광법 (UV IR 등) 등에 의존하여 왔다. 반응속도론적 

연구에 있어서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들 기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반응도중에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 

등을 사용함으로써 생성물 또는 반응물들을 채취하 

여 분석하기 때문에 반응의 연속적인 측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응도중에 반응을 

중단시키지 않고 반응을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응메카니즘 연구에 필수적인 것이다.

광음향효과{photoacoustic effect)는 흡수 매질에 

일정한 주기로 변조된 빛이 입사되며, 입사된 빛과 

같은 주파수의 음향신호(acoustic signal)?} 그 물질 

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써, 기체상태 시료의 연구 

에는 주로 분자의 진동모드를 여기시킬 수 있는 

적외선 영역의 레이저 광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레이저 빛이 시료 내에 입사되면 기체는 들뜬상태로 

되고, 이어서 이러한 상태의 기체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 열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열의 변화는 닫혀진 

용기 안에서 압력의 변화를 유발하며 음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광음향 신호는 주로 마이 

크로폰에 의하여 검출된다.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광음향 효과의 감도는 일반적인 분광학적 방법에 

비하여 놀랄만큼 증가하게 되어 환경오염 검출气 

극미량 분석气 고분해능 분광법” 등 다양한 응용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이 기술의 비파괴적인 검출 

특성과 더불어, 시료의 별다른 전처리가 요구되지 

않으며, 분석에 있어서 목적시료를 따로 채취할 필 

요가 없다는 사실은 화학 반응의 속도론적 접근에 

있어서 기존의 실험 방법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산화탄소의 산화반 

응에 매우 효과적인 촉매로 알려져 있는 페로브스 

카이트 산화물인 Gdj-^CoOa y(x=0.00, 0.25, 0.50, 

0.75)의 일산화탄소 산화반응을 광음향 효과를 이 

용하여 추적함으로써 이 물질의 촉매효과를 규명하 

였다. 아울러 본 실험에 포함된 실험방법 및 결과 

들은 기존의 방법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됨으로써 광음향 분광법이 

일산화탄소 촉매산화반응의 속도론적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됨은 물론 일반적인 반응에도 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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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시료제조. 촉매로 사용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Gd1_xSr1Co03-?(x = 0.00, 0.25, 0.50, 0.75)을 제조하 

기 위하여 출발물질로서 Gd2O3(Aldrich Chemical 

Co., 99.9%), SrCCMKatayame Chemical Co., Extra 

Pure Reagent), Co(NH3)2 - 6H2O(Shinyo Chemical 

Co., First Grade)를 사용하였다. 각 조성에 따른 

출발물질의 적정량을 정확히 평량하여 HNQj①uk- 

san Pharmaceutical Co., First Grade)와 증류수로 

완전히 용해시키고 hot plate와 IR lamp로 증발, 

건조시킨 후 균일한 분산을 위하여 1시간동안 마 

노막자로 갈아서 미세한 분말을 얻었다. 이 분말을 

U50°C인 전기로에서 20시간 동안 고체상 반응을 

시킨 후 상온까지 급냉시켜서 분말시료를 얻었다. 

반응된 분말시료는 X-선 회절분석, SEM, EDS 분 

석을 수행하여 고용체의 형성을 확인하고 각 시료의 

조성 및 구조를 결정하였다.

실험방법. F/g.l은 광음향 분광법을 사용한 실 

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실험 장치는 크게 광원부분과 

온도 가변용 반응용기 및 광음향 셀 부분, 그리고 

검출 장치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산화탄소의 산화 

반응에서 생성되는 CO?를 검출하기 위하여 광원으 

로는 파장이 10.55~10.65|im인 연속 발진 밀폐형 

CO2 레이저(Synrad series 48 Lasers "D" version) 

를 사용하였고 변조주파수는 mechanical light cho- 

pper(EG & G PARC Model 197)를 사용하여 가 

변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광음향 셀은 헬름홀쯔 

공명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400°C까지 촉매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반응용기와 직접 부착하여 

반응 용기 자체를 광음향 셀로 이용하였다. Pyrex 

유리로 제작된 반응 용기와 광음향 셀은 진공계 및 

기체 주입 장치와 연결되었다.

반응전 반응기 체는 수은, silicon oil(Dow Chemi

cal Co., DC704) 겸용 manometer 및 압력계를 이 

용하여, 최 저 1/13 torr까지 측정 할 수 있는 기 체 

주입장치를 통하여 일정한 비율로 균일하게 혼합되 

었다. 원통형 광음향 셀의 양쪽은 직경 2.54 cm의 

NaCl window로 이루어졌으며 반응용기에 부착된 

CA-형 열전기쌍(thermocouple)과 맨틀에 의하여 반 

응의 온도가 측정, 조절되었다. 분말상태의 각 촉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used for the optoacoustic detection method.

는 대기중 불순물의 흡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 

상태인 반응 용기속에 넣어 보관하였고 반응을 관 

측하기 전, 온도 가변용 반응용기를 300°C 에서 1시 

간 이상 진공시켜 시료의 표면에 붙어있는 불순물 

들을 제거하였다.

광음향 신호는 FET preamplifier/} 내장된 elect

ret condenser microphone으로 검출되어 Lock-in 

amplifier(EG & G PARC Model 5210)에서 mecha

nical light chopper의 변조 주파수와 동일한 신호 

만이 증폭되었다. 이때의 출력값은 A/D converter 

(14-bit A/D-D/A Adaptor)를 통하여 IBM PC/AT 

에서 기록되었고 oscilloscope로 관측되었다. 광음향 

분광법을 이용할 경우 가장 커다란 장점은 반응의 

진행 과정을 연속적으로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산화탄소의 산화반응을 관측하기 위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에서 충분히 열적 평형 상태에 

있는 촉매에 균일하게 혼합된 일정 분율의 CO와 

。2를 주입시킴으로써 반응이 시작되며, 이때 부터 

반응 시간이 기록되었다. 측정시간은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대체로 2시간 

정도 소모되었다. 각각의 측정이 끝난 후 반응 용 

기를 포함한 전 진공계는 다음 실험을 위하여 2시간 

이상 10-3 정도의 압력을 유지시켰다.

결과 및 고찰

시료분석. 각 조성에 따른 고용체 화합물의 구 

조는 Rigaku D/MAX III-B X-ray Diffractometer를 

사용하여 X-선 회절 스펙트럼을 얻어 결정하였다. 

X-선 원은 파장이 1.5418 A인 Cu Ka선을 사용하 

였으며 2。의 값은 20°에서 80° 사이의 범위에서

Vol. 37, No. 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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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of Gdo.75Sr0^5 

CoOa-^.

변화시켰다. GdiSqCoOi계의 XRD 스펙트럼을 

각 피크의。와 d값에 따라 조사하여 그 구조를 확 

인하였고, 7毎2에 Gdo^Sr^sCoOi계의 XRD 스 

펙트럼을 예로 나타내었다. 각 조성에 따른 펠렛 

상태의 고용체 화합물은 Jeol JSM 840A 주사현미 경 

(SEM)을 사용하여 표면 및 파단면을 분석함으로써 

표면과 내부의 밀도, 결정 상태를 분석하여 각 조 

성에 따르는 미세구조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 (EDS)를 사용하여 각 고용체 

화합물의 조성 및 불순물의 존재 여부를 관찰하였다. 

각 시료의 SEM, EDS 분석 결과로써 각각의 화합 

물은 한 가지 상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조성물의 상대적인 X-선 peak 비를 비교, 분석하여 

합성된 시료의 조성을 확인하였다. 페로브스카이트 

계 화합물의 산소 비화학량인 丿값은 Mohr 염 적 

정법에 의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C°3+와 Co4+ 량을 

정량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0.00과 

0.50 사이의 값을 갖는다 18. 일산화탄소의 산화반응 

에서 촉매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속의 

치환 정도이며 산소 비화학량은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y값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검량선의 작성. 반응용기 속에서 촉매효과에 의 

한 C02 양의 변화는 알고 있는 농도의 C02에 대한 

광음향신호를 측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반응용기의 전체 압력을 40torr로 유지하 

면서 질소와 혼합된 C02의 분압을 변화시켜 가며 

작성된 검량곡선을 F讶.3에 나타내 었다. 완충기체를

•■£

【
°

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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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ibration curve for optoacoustic signals from 

C02 present in the reaction chamber. The measure

ments were made with the output power of 3W and 

the modulation frequency of 20 Hz.

반응기체인 산소나 일산화탄소로 사용했을 때 광음 

향 신소를 측정한 결과, 완충기체에 의한 일정 분 

압의 C02에 대한 광음향 신호의 차이는 거의 발견 

되지 않았다. 즉, 일정한 총 압력에서 광음향 신호를 

C6의 분압에 대하여 도시했을 때 기울기가 1인 

것으로 부터, 계의 총압력이 일정하면 광음향 신호의 

변화는 곧 C02 농도의 변화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한편, window noise 및 마이크로폰 noise, 변조주 

파수의 영향, 입사광 세기의 영향, 총 압력변화에 

대한 마이크로폰 감도의 변화, 촉매가 존재하기 않을 

때의 반응 기체들만의 산화반웅에 대한 영향, 촉매 

자체에 의한 광음향 신호, 반응열이 광음향 신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검량선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본 연구에서 관측된 광음향 

신호는 Gdi_wSr£o()3r계에서 일산화탄소 촉매산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GdiSLCoO”,계의 촉매효과. 광음향 분광계 

를 이용하여 GdirSrEoO”, 계 촉매에 의한 일산 

화탄소의 산화반응인 2CO+O2 — 2CO2에서 생성되 

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추 

적함으로써 촉매효과를 관측하였다. 尸讶. 4에 촉매가 

없을 때 반응기체들만의 산화반응과 촉매하에서의 

산화반응을 시간에 따른 광음향 신호의 변화로써 

도시하여 비교하였다. 촉매가 없을 때 광음향 신호는 

측정시간 내에서 변화가 없었으나, 촉매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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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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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talytic activity of Gd—Sr^CoOi system in 

the CO oxidation reaction. Temporal changes in op

toacoustic signal of C02 are displayed with and wi

thout the catalyst for CO oxidation reaction, illustra

ting catalytic activity of Gdo^SrosCoO”,.

광음향 신호는 급격히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음향 신호가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임 

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바로 Gdi-xSrx- 

CoQjr계의 촉매효과에 의한 일산화탄소의 산화반 

응에 기인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울러 반응 

속도의 온도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와 산소의 몰비를 고정시키고 각 온도에서의 반응 

속도를 각 촉매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F讶.5에서는 

GdomSro^CoOf 촉매에 대한 일산화탄소 산화반 

응을 온도에 따른 상대적인 반응속도의 변화로 나 

타내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 

가함이 관측되었으며 특히, 200°C 부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200°C 이상에서 Q의 탈착 

(desorption)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여 촉매효과가 

증가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Barnard 등에 의해 수 

행 된 TPD(temperature-programmed-desorption) 

data^로 부터 LaCoQ계의 산화반응은 200°C 이상 

에서 촉매효과가 증대된다는 것과 잘 일치하는 결 

과이다.

촉매활성에 대한 Sr의 치환효과. GdiSrQoOi 

계에서 일산화탄소 산화반응의 촉매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CO와。2의 몰분율을 포함한 모든 실험 조 

건을 고정시키고 오직 Sr의 치환 정도에 따른 촉 

매활성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F沮6에 나타내었다. 

즉 일산화탄소의 산화반응에서 Sr의 치환이 증가할

Fig. 5. Temperature dependence of relative rate for 

2CO+O2 t 2C()2 reaction catalyzed by Gd0.75Sr0.25Co- 

O3 >. The measurements were taken at the total pre

ssure of 40 torr and the mole ratio of CO ：。2=1 ： 2.

m허 % of Sr (x)

Fig. 6. Comparison of catalytic activity in CO oxida

tion reaction catalyzed by Gdi-xSrICoO,3-? system ac

cording to x values; (a) without (b) with the surface 

area (BET value) taken into consideration.

수록 GdirSnCoQj”의 촉래효과는 증가하였으며 

Fzg.6의 (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산화탄소 산 

화반응에서의 촉매효과는 Sr의 치환비가 0.25 부근 

에서 대체로 좋게 나타났는데, 이는 Nitadori 등의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촉매효과는 촉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흡착 

및 탈착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매의 

표면적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BET 값을 측정하여 

이러한 표면적의 효과를 고려할 때 F讶.6의 (b)에 

서와 같이 촉매효과는 Sr의 치환비가 증가함에 따라 

0.25 부근까지 증가하다가 크게 변화가 없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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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pretreatment of catalyst exposed by 

different buffer gases.

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Sr이 치환되어 감에 따라 발생되는 

물리화학적 성질은 X값이 0.5보다 작은 경우는 주로 

charge neutrality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이 금 

속인 코발트가 +3과 +4의 두 전하 상태로 설명 

되고(Lxi-*+3Sr*+2Co—J3Co.*O3형), *가 그 이상 

일 경우는 산소의 비화학양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1乂_广3际+2*+303_辺竭/2형)讷. 즉 촉매의 표면 

에서 산소가 탈착과정에 의해 빠져 나가게 되면 

산소의 공위가 생기고 불안정한 Co*는 전자를 얻어 

Co^1 으로 되돌아 가는 한편, *값의 증가에 따른 산소 

공위의 증가는 격자 산소의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X값이 너무 커지게 되면 촉매의 Co+4가 Co+3 

로 되는 재산화 과정의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산소의 

공위가 과다하게 생기기 때문에 촉매의 활성은 일 

정한 *값에서 극대를 보이고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금속의 치환 정도에 따른 촉매효과의 좀 더 

정확하고 일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산소의 

비화학량인，값에 따른 촉매효과의 관찰 및 Gd 이 

외의 다른 금속에 대하여 폭넓은 실험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촉매의 전처리 효과. 촉매의 전처리가 반응 속 

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Gdo.75Sro.25Co。 

3r■를 산소하에서 1시간 동안 전처리 한 후 반응을 

추적해 본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반응 속도가 

증가되었다. 반면에 같은 방법으로 수소하에서 1시간 

동안 전처리를 시켰을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크게 

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들을 F讶.7에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응속도가 산소의 탈 

착보다는 산소의 흡착과정에 더 의존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관측된 반응들은 Langumuir 

홉착등온식幻에 잘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결 론

광음향분광법을 이용한 일산화탄소의 산화 반응에 

서 Gdi“Sr£o03_,계의 촉매활성에 대한 연구는 

화학반응의 진행과정을 연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반응속도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실험 방법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Gdi-wSnCoOey계 페로브스카 

이트 화합물들은 일산화탄소의 산화반응에서 매우 

효과적인 촉매로 쓰일 수 있음이 증명되었고 특히 

*=0.25일 때 그 촉매효과가 극대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반응용기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만, 1기압 및 다른 압력하에서의 촉매 

효과에 대한 실험결과들과 함께 페로브스카이트 화 

합물의 촉매활성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방법들은 GdiSr.CoQf 계 뿐만 

아니라 다른 란탄족 페로브스카이트 및 기타 금속 

산화물의 촉매특성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인 것이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실험장치로써 신소재 

촉매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응 

용을 가진 독특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광음향분 

광학적 측정은 이 분광학의 비파괴적인 특징과 in 

situ detection이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 시료의 형 

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용상의 용이성은 물론, 

감도가 다른 분광학적 검출방법보다 월등하다는 점 

에서 고감도를 요구하는 촉매 효과의 측정 및 이에 

대한 반응속도론적 연구에 폭넓은 응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 연구지원(89- 

03-06-08) 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과학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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