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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을 초임계유체추출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새로운 분석법 이 개발되 

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마이크로시스틴들은 초임계 유체 CO2 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90% CO2, 9.0% 
메탄올, 1.0% 물로 된 혼합유체를 사용한 결과 성공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초임계 

유체 추출법은 고체상 추출법보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료처리단계가 줄어들고, 시료의 손 

실이 적으며, 분석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또한 전처리 단계가 생략된다는 장점도 있 

다. ODS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고체상 추출법에서 ODS 카트리지가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흡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극성 이 있는 CN 카트리지를 대신 사용하였다. 동결건조된 세포(100 mg)을 5% 
아세트산으로 추출하였고 추출물을 원심분리하여 CN 카트리지 에 주입 시 켰다. CN 카트리지는 물 5 mL, 
0.5 M 아세트산 5 mL, 5% 아세트니트릴 5 mL로 빗은 후 70% 아세트니트릴로 최종용리시킨후 HPLC 
로 분리하였다. CN 카트리지를 사용하였을때 ODS 카트리지보다 더 좋은 회수율과 크로마토그램을 보 

여 주었다.

ABSTRACT. A new analytical method of cyanobacterial toxins, i.e. microcystins was developed using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SFE). The microcystins included in this study are sparsely soluble in neat super
critical fluid CO2. However, the microcystins were successfully extracted with a ternary mixture(90% CO2, 
9.0% methanol, 1.0% water) at 40 oC and 250 atm. The SFE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has several 
advantages over solid-phase extraction(SPE) sample preparation for the analysis of microcystins. Sample han
dling steps are minimized, thus reducing possible losses of analytes and saving analysis time. No clean-up 
steps are employed in this SFE method. Although many methods have been described for microcystins RR 
and LR, the method using solid-phase extraction with ODS cartridges is the most commonly used. However, 
the adsorbing power of ODS cartridges for microcystins is weak, so we have attempted to use a more polar 
CN cartridge, to increase the adsorbing power for microcystins. Lyophilized cells(100 mg) were extracted 
with 5%(v/v) acetic acid. The extract was centrifuged and then the supernatant was applied to a CN cartridge. 
The cartridge which contained microcystins was rinsed with 5 ml of water and 5 ml of 0.5 M acetic acid, fol
lowed by 5 ml of 5% acetonitrile in water. Microcystins were finally eluted from the CN cartridge with 70% 
acetonitrile in water, and were determined by HPLC. Better recoveries and chromatograms were observed 
than with ODS cart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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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름철 부영양화된 호수나 하천에서는 남조류가 대 

량 증식하는 현상이 나타나 물색이 변하고 남조류 세 

포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런 현상을 물꽃 현상 (water 
bloom) 혹은 수화 현상이라 부른다. 남조류의 물꽃 현 

상에 의한 피해에는 호수의 pH 상승, 용존 산소의 저 

하, 어류의 질식사, 악취 발생, 정수 과정에서의 여과 

장해 등이 있다. 또한 남조류 중에 일부는 독소를 함 

유하고 있어 동물이 죽는 사고를 유발하는데, 호소나 

연못 등의 표면에 부유된 남조류를 물과 함께 섭취한 

동물이 사망했던 예가 많은 나라에서 보고되어 있으며,1 

특히 포유류에 대해서는 대형동물부터 소형동물까지 광 

범위하게 피해가 나타났다.2 인간에 대한 피해로는 

1996년 브라질에서 신장 투석을 하던 환자 60여명이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물로 인하여 

집단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3 이러한 사고를 유발 

시키는 독성물질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불리우는 고 

리형태의 펩타이드 구조를 가진 간장독성 물질임 이 밝 

혀졌다.4 지금까지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은 모두 20여 

가지로 공통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시스틴의 특징들로는 모두가 7개의 펩타이드 

(peptide)가 고리를 이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기 

본적인 구조는 Y-linked D-glutamic acid(Glu), N-me- 
thyldehydroalanine(M-dha), 하나의 P-amino acid, 3- 
amino-9-methoxy-10-phenyl-2,3,8,-trimethyldeca-4, 6- 
dienoic acid(Adda) 그리고 두 개의 L-amino acids로 

구성되어 있다(房g. 1).

Erythro-D-p-MeAsp (iso) 
(or D-Asp (Iso))

2 L-amino 
acidMdha : N-methldehydroalanine

Dha : dehydroalanine
Adda : (2S,3S,8S,9S)-3-amino-9-

methoxy-10-phenyl-2,6,8-
trimethyl-deca-4,6-dienoic acid

巳 R2 R3 R4 MW

Microcystin - LR Leu Arg ch3 ch3 994
Microcystin - YR Tyr Arg ch3 ch3 1044
Microcystin - RR Arg Arg 아乌 ch3 1037

Fig. 1. Structures of Microcystins.

이러한 남조류의 독성물질들이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와 함께 화학적 구조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 

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정 

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호수들도 부영 양화가 되면 

서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고 수중 산소 고갈과 조류 

현존량의 증가 및 식물 플랑크톤의 종족성 변화를 초 

래하며 남조류가 늦여름에 심한 번성을 형성하고 있다. 

중영양호 수준이던 소양호에서도 1986년 남조류가 처 

음 출현한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5 이러한 호수들 

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남조류 독성물질에 대한 연구가 시급 

히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이크로시스틴을 화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厝 이용하는 

방법6,7과 얇은 판 크로마토그래피 (TLC)를 이용하는 

방법8 등이 있다. 특히 Harada 등7은 상품화된 ODS 
cartridge(Solid Phase Extraction; SPE)를 이용하는 

HPLC 방법을 개발했으며 이 방법은 현재 마이크로시 

스틴의 화학적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었다.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추출법은 현재 세계적으로 주 

목되어지고 있다. 초임계 유체 추출(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SFE：으 추출 시간이 빠르고, 추출 효율이 

좋으며, 선택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초임계 CO2 추출 

은 커피에서 카페인 제거9와 공업용 토지에서 PCBs 
검출10에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다른 여러 분 

야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11,12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유체 CO를 이용하여 남조류 

로부터 마이크로시스틴의 효율적인 추출을 수행하였다. 

기존에 아세트산 수용액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남조류 

로부터 마이크로시스틴을 추출하였다.13 그러나 아세트 

산 수용액을 첨가제로 사용하였을 경우 압력의 변화가 

심했으며, 결국은 추출 lin渦 막힘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는 메탄올 수용액을 첨가 

제로 사용하여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CN cartridge 이용한 분석법은 본 실험실에서 처 

음으로 개발되었으며14,15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기 

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CN cartridge 세척용액과 마 

이크로시스틴의 용리 용액들을 새로 최적화시킨 결과 

기존의 비극성 ODS cartridge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본 실험실에서 개발된 이전의 방법들 보다 더 좋은 

실험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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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SFE를 이용한 마이크로시스틴의 추출. SFE(Super- 

critical Fluid Extraction)를 이용한 추출법은 기존의 

비극성 ODS cartridge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 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추출법이다.

SFE 방법을 위하여 국내의 호수나 강으로부터 남조 

류를 채집하였다. 채집된 남조류 시료는 동결건조 후 

100 mg을 extraction vessel에 담아 실험하였다.

사용되 어 진 SFE system은 Jasco(Tokyo, Japan) 
LC-900이었다(反g. 2). 이 장비는 3 부분点一 나뉘어 

지는데, Fluid delivery section, Extraction section, 그리 

고 Collection section으로 나뉘어진다. Fluid delivery 
section은 두 개의 LC-pump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 pump는 액체 CO와 modifier solvent(90% aqueous 
methanol)를 이동시킨다. 이 때 사용된 액체 CO2와 

90% aqueous methan이을 이동시키기 위한 pum가의 

유속은 각각 2ml/mi两 0.2 ml/min이 였다. Extraction 
section에서는 일정 온도(40oC)하에서 90% aqueous 
methan이을 첨가한 초임계 유체 CO2를 이용하여 마이 

크로시스틴을 주줄한다. Collection section^］는 extraction 
vessel의 압력 (250atm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추출 

과정을 거친 고압의 초임계 유체를 일정하게 대기 밖 

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back pressure regulator 
가 있다. 주줄 lin陽* 통해 대기로 나온 초임계 유체 

는 기화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원하는 분석물질과

Fig. 2. Schematic flow diagram of SFE modular system; 1= 
liquid carbon dioxide cylinder, 2=modifier, 3=cooling circu
lator, 4=CO2 pump, 5=modifier pump, 6=stop valve, 7=stop 
valve, 8=pre-heating coil, 9=mixer, 10=line switching valve, 
11=stop valve, 12=extraction vessel, 13=oven, 14=back pres
sure regulator.

첨가제로 사용된 aqueous methan이만 남게 된다. 장 

비의 상세한 목록은 Fig. 2에 수록되어 있다.

CN cartridge 를 이용한 마이크로시스틴의 추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새로운 분석방법은 마이크로시스틴이 

라는 분석물질이 극성 guanidin訶를 갖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극성을 가지는 CN(cyano) cartridge 이용

Fig. 3.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m of the micro
cystins RR and LR. Microcystin RR and LR(each 5 pg) 
were dissolved in 1 ml of methanol. Column: Ultrasphere 
5 pm Spherical 80A Pore(C18, 10x150 mm), Mobile phase: 
[methanol:acetonitrile(50:50)]:0.025 M phosphate buffer(pH 
3.0) (52:48), Flow rate: 2 ml/min, Detection: 238 nm.

Lyophilized ce也
Extract with 5% AcOH(aq) 10 ml
30 min (three times)

Centrifuge at 9000 rpm, 5 min

Supernatant

CN cartridge (6 ml, 1g)
1) activating with 70% acetonitrile 5 ml and H2O 5 ml
2) pass supernatant through cartridge
3) wash with H3O 5 ml
4) wash with 0.5 M acetic acid 5 ml
5) wash with 5% acetonitrile 5 ml
6) elute with 70% acetonitrile 15 ml
7) evaporate to dryness

Residue
I Dissolve with 1 ml of MeOH

HPLC
[MeOH:MeCN^50:50]:0.025 M phosphate buffer (pH=3.0) (50:50) 
1.0 ml/min, 238 nm

Scheme 1. Extraction and purification procedure for micro
cystins using a CN cart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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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마이크로시스틴과 불순물을 동시에 흡착시킨 후 

적당한 용매를 사용하여 불순물을 먼저 용리시키고 나 

중에 마이크로시스틴만 선택적으로 용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새로 개발한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Scheme 1). 기존의 비극성 cartridg的]서 벗어나 극성 

을 갖는 CN cartridge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 

며, 먼저 CN cartridge를 70% aqueous acetonitrile 
5 ml와 H2O 5 ml로 활성 화시 켰다. 그런 후 동결 건조 

시 킨 남조류 시 료를 5% acetic acid 10 ml로 30분 

동안 교반시킨 다음 9000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를 

했다. 분리해 내고 남은 침전물은 2회 반복하여 다시 

추출해 내고 추출액을 CN cartridge] 통과시켰다. 이 

때 상층액의 pH는 3M NaOH를 이용하여 3.0으로 

조절했다. 그 다음 100% H2O 5 ml와 0.5 M acetic acid 

5 ml, 5% acetonitrile 5 ml로 씻은 후 70% aqueous 
acetonitrile 15 ml로 용리해 내고 회전 증발기 에서 완 

전히 말린 후 methanol 1 ml로 녹여 HPLC로 분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SFE를 이용한 마이크로시스틴의 추출. SFE를 이용 

하여 마이크로시스틴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유

Fig. 4.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m of extracted 
microcystins using SPE (solid phase extraction with an ODS 
cartridge). HPLC condition; Column: Ultrasphere 5 pm Spher
ical 80A Pore (C18, 10x150 mm), Mobile phase: [metha- 
nol:acetonitrile(50:50)]:0.025 M phosphate buffer (pH 3.0) 
(52:48), Flow rate: 2 ml/min, Detection: 238 nm.

체의 조성, extraction vessel의 온도, 압력 등을 바꾸 

어 가며 실험을 하였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하여 

의암호 시료('97. 9.)를 정확히 100 mg 취하여 extraction 
vessel에 넣은 후 안정화된 SFE system에 연결하여 

실험하였다.

순수한 CO2만 유체로 사용하여 추출실험을 하였을 

경우 마이크로시스틴이 거의 추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극성인 guanidine group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어 순수한 CO 유체의 극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제로 물을 첨가하여 실험하였으나 같은 결과 

를 얻었다. 극성을 증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시스틴의 추출이 잘 안된 이유는 물의 용매 강도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첨가제로 methanol 
을 첨가하여 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마이크 

로시스틴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체 

의 극성과 용매 강도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하여 

95% aqueous methanol, 90% aqueous methanol, 85% 
aqueous methanol, 75% aqueous methan이을 초임계 

유체 CO2에 첨가하여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건조된 

남조류 cellW부터 마이크로시스틴을 가장 좋은 효율 

로 추출할 수 있었던 경우는 90% aqueous methanol 
을 첨가제로 사용한 유체였다. 이때 CO2의 유속은 

2.0ml/min이었고, 90% aqueous methan이의 유속은 

0.2ml/min 이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시스틴의 초임계 

유체 추출에서 가장 적합한 유체의 조성은 3상E로 이 

루어진 90% CO2, 9.0% methanol, 1.0% water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extraction vessel의 온도는 40oC로 

유지하고, 압력은 250atmE로 유지한다. 이러한 조건 

으로 실험을 하여 얻은 chromatogram을 Fig. 5에서 

볼 수 있다.

CN cartridge 를 이용한 마이크로시스틴의 추출. 우 

선 의암호 시료(97. 9)를 5% acetic acid로 추출한 

상층액을 활성화된 CN cartridge] 통과시킨 후 cartridge 
안에 붙잡혀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을 ODS cartridge를 

이용한 분석 결과 이상纟로 회수하기 위하여 용리액으 

로 H2O, methanol, acetonitrile] 조성을 변화시켜 사 

용한 결과, 위의 용액2로는 ODS cartridge 이용한 

분석 결과 이상으로 회수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추 

출액으로 사용한 5% acetic acid의 pH는 20oC에서 

2.49로 상당한 산성을 나타내었다. 즉 이 pH에서는 

CN cartridge의 시아노(cyano尹]와 마이크로시스틴의 

guanidine간의 상당한 안정성을 유발하여 어떠한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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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m of extracted 
microcystins using SFE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with 
CO2+90% aqueous methanol at 40 oC and 250 atm). HPLC 
condition; Column: Ultrasphere 5 pm Spherical 80A Pore 
(C18, 10x150 mm), Mobile phase: [methanol:acetonetrile(50: 
50)]:0.025 M phosphate buffer (pH 3.0) (52:48), Flow rate: 
2 ml/min, Detection: 238 nm.

tridge at various pH of supernatant
Table 1. Recoveries of microcystins RR and LR using CN car

pH of supernatant
Recovery (%)

RR LR

2.5 77.3 90.4
3.0 111.9 113.3
4.0 111.2 103.1
5.0 95.9 93.4
6.0 66.8 55.1
7.0 45.3 49.3
8.0 37.6 38.3
9.0 23.0 27.3

10.0 26.7 42.7
11.0 21.1 31.7

2로도 ODS cartridge를 이용한 분석 결과 이상•으로 

용리 시킬 수 없었다. ODS cartridge 이용한 분석 

결과 이상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을 용리시키기 위해 CN 
cartridge 시아노기와 마이크로시스틴의 guanidine간 

의 상호 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층액의 pH를 조절 

하여 실험을 하였다. 추출 후 상층액의 pH를 3.0, 
4.0, 5.0, 6.0, 7.0, 8.0, 9.0, 10.0, 11.(g로 바꿔가면 

서 실험한 결과 pH 3, 4에서 ODS cartridge 이용

Fig. 6.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m of trapped 
microcystins into an ODS cartridge during analysis of micro
cystins using a CN cartridge method (a) supernatant pH= 
2.49, (b) supernatant pH=7.0. HPLC condition; Column: 
Ultrasphere 5 pm Spherical 80A Pore (C18, 10 150 mm), 
Mobile phase: [methanol:acetonitrile(50:50)]:0.025 M phos
phate buffer(pH 3.0) (52:48), Flow rate: 2 ml/min, Detection: 
238 nm.

한 분석 결과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pH 3이상에서 CN 
cartridge의 시아노기와 마이크로시스틴의 guanidine간 

의 상호 작용이 완화됨을 알 수 있었고, pH 6이상에 

서는 상호 작용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Fg. 6). 
이 때 pH 조절은 3 M NaOH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용리액의 조성은 70% aqueous acetonitrile 15 ml였다. 

불순물을 씻어 내는 용액纟로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씻 

는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100% H2O 5 ml오］" 0.5 M 
acetic acid 5 ml, 5% acetonitrile 5 ml를 이용하였다. 

결국 추출 후 상층액의 pH를 3.酉로 씻어 주는 용 

액을 100% H2O 5 ml오! 0.5 M acetic acid 5 ml, 5% 
acetonitrile 5 ml로, 용리액을 70% aqueous aceto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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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m of the micro
cystins RR and LR. Microcystin RR and LR(each 10 and 5 pg) 
were dissolved in 1 ml of methanol. Column: Waters Spher- 
isorb S5ODS2(4.6x150mm), Mobile phase: [methanol:ace- 
tonitrile(50:50)]:0.025 M phosphate buffer (pH 3.0) (50:50), 
Flow rate: 1 ml/min, Detection: 238 nm.

Fig. 8.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m of extracted 
microcystins using (a) ODS cartridge method, (b) new CN 
cartridge method. HPLC condition; Column: Waters Spher- 
isorb S5ODS2(4.6x150mm), Mobile phase: [methanol:ace- 
tonetrile(50:50)]:0.025 M phosphate buffer (pH 3.0) (50:50), 
Flow rate: 1 ml/min, Detection: 238 nm.

15 ml로 하여 마이크로시스틴을 추출한 후 HPLB 
확인하였다(Fig. 8).

결 론

마이크로시스틴의 추출을 하기 위해 현재 세계적으

Lyophilized eells

Extract with 5% AcOH(aq) 10 ml 
30 min (three times)

Centrifuge at 9000 rpm, 5 min

Superaatant

ODS cartridge (3 ml, 500 mg)
1) activating with

100% methanol 5 ml and H2O 5 ml
2) pass supemate through cartridge
3) wash with methanol: 0.05 M phosphate 

buffer pH=2.4 (4:6) 10 ml
4) wash with isopropanol : 0.01 M phosphate 

buffer pH=2J (2:8) 3 ml
5) wash with H2O
6) 히ute with 100% methanol
7) evaporate to dryness

Lyophilized celb

3 hr

Extraction with 
supercritical CO, 
+ 90% MeOH (aq)

Re前dike
j Diss이ve with 1 ml of MeOH

HPLC

R部idi聘

丿「丿
HPLC

[MeOH:MeCN-50:50]:0+025 M phosphate
buffer (pH=3.0) (52:48) 
2.0 ml/min, 238 nm

Scheme 2. Comparison of analysis time between ODS car
tridge and SFE.

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ODS cartridge를 

이용한 추출법이었다.

기존의 ODS cartridge 추출법은 시료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마이크로시스 

틴의 손실 및 분석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SFE를 이용한 마이크로시스틴 

의 추출법을 사용하면 시료의 처리 과정을 줄여 분석 

하고자 하는 시료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더욱이 분 

석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Scheme 2). 이러한 

결과는 90% aqueous methan이을 첨가한 초임계 

CO2를 이용중？여 압력을 250 atm, extraction vessel의 

온도를 40 0C로 하여 첨가제와 초임 계 유체 CO2의 

pump 유속을 각각 0.2 ml/min과 2.0 ml/mi点로 하였 

을 경우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CN cartridge 이용한 마이크 

로시스틴의 추출을 통해 알아본 결과 ODS cartridge 
추출법은 전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 

이었다. 그 이유는 산성용액에서 존재하는 guanidine의 

(+)전하는 CN cartridge 시아노기와 상호작용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층액을 cartridge] 통과 시 

전량의 microcystins가 CN cartridge에 붙잡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실험 결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CN cartridge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기존의 ODS cartridge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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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peak areas after extraction by ODS 
and CN cartridge

ODS cartridge CN cartridge

RR LR RR LR

sample 1 8.4830 4.9089 9.8497 5.5592
sample 2 8.6523 4.7990 9.9018 5.3695
sample 3 8.3317 4.9856 9.8625 5.3371
average 8.4890 4.8978 9.8713 5.4219

S.D 0.1604 0.0938 0.0272 0.1120

분석 방법보다 훨씬 정확한 정량을 할 수 있다 (Table 
2). 또한 미량의 남조류 독소를 검출하는데 있어 CN 
cartridge가 ODS cartridge보다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층액의 pH를 3.0酉로 

washing solution을 water 5 ml, 0.5 M acetic acid 5 
ml, 5% aqueous acetonitrile 5 mH 人卜■용■고, elution 
solution을 70% aqueous acitonitrile 15 ml를 人卜■용•하 

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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