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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불꽃반응 탐구 실험에서 선스펙트럼 관찰 

에 대한 교과서 제시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불꽃반응 탐구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료 

를 불꽃에 지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시료주입기와 선스펙트럼 관찰이 가능한 분광기 키트를 개발하였다. 개 

발된 실험 키트와 탐구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불꽃반응 탐구실험을 수행하게 한 결과 학생들이 원소의 

불꽃색을 잘 구분하였으며 원소마다 각각 다른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주제어: 불꽃반응,분광기,선스펙트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and improve the line spectrum observation on the flame 
reaction described in middle school textbook. The continuous sample injector and the spectrometer kit observable line 
spectra were developed to improve the flame reaction experiment Students could well distinguish the flame color of ele
ments and observe the difference of line spectrum pattern for each element

Keywords: Flame Reaction, Diffraction Grating Spectrometer, Line Spectrum

서 론

제 7차 교육과정 에서는 과학 수업 에서 탐구 중심의 

수업활동을 강조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탐구 활동 

과 탐구 과정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1 특히 중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중심의 수업을 통해 기존 

의 과학 지식을 체계적 이며 올바로 이해하고, 탐구적 

태도를 습득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 

생들이 올바른 과학 지식과 탐구적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탐구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과학 교과서 내 탐구 활 

동은 주변 소재를 활용하여 쉽게 해 볼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탐구 활동들 중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에서는 

제대로 된 탐구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 

다.2 이는 학생들의 실험 수행 미숙이나 지도교사의 

사전 준비 미비, 현재 하교 현장에 보급되어 있는 실 

험 기자재가 실험의 원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조악하고 부실하기 때문이다.

현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탐구실험 중 기자재의 개 

선 이 가장 시급한 활동 중에 하나가 불꽃반응 실험 이 

다. 학교 현장에 보급된 실험 기구와 기자재를 이용 

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불꽃반응 실험을 실시하 

였을 때 불꽃색과 선스펙트럼을 제대로 관찰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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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게 현실이다. 현장 교사들에게도 이미 이 실험 

의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의 어려움이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전국과학전람회 연구주제 등을 통해 현장 차 

원에서의 해결 노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을 만큼 

중요한 실험이기도 하다.

불꽃반응 실험은 학생들이 다양한 불꽃색을 볼 수 

있는 흥미 있는 실험이면서도 간단한 미지 시료 분석, 

방출 스펙트럼, 발광의 원인, 불꽃 광도측정법 등 다 

양한 화학적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3 현행 교과서 

에서는 간단한 원소분석법으로 소개되고 있는네, 금 

속이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시료를 불꽃에 넣어 불 

꽃의 색 깔을 관찰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원자화된 금속 원소의 전자들이 불꽃으로부터 흡수 

한 에너지에 의해 들뜬 상태로 전이되었다가 다시 바 

닥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네 , 이 때 금속마다 각기 다 

른 여러 파장의 에너지들이 방출되면서 고유의 색깔 

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수행 면에서 보면 매우 간단 

한 이 실험은 방출 스펙트럼의 관찰을 통해 원자나 

분자의 전자 에니지 준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원자나 분자를 확인할 수 있다.m 원 

자흡수분광광도계, 광학분광기, uVvis 분광광도계 등 

다양한 실험기구나 장치를 사용하여4 훨씬 더 정밀 

하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 현장 

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일 뿐 

아니 라 중학교 교육내용으로도 적 절한 수준이 아니 다.

학교 현장의 불꽃반응 실험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 

탄가스를 이용한 가스 토치의 온도는 낮아 들뜸 에니 

지가 작은 알칼리 및 알칼리토금속으로 제한된다. 원 

자 상태에 에니지가 공급되면 전자가 더 높은 에니지 

준위로 전이되어 원자가 늘믄 상태로 된다. 늘믄 상 

태의 원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상 

태로 전이가 되는네 이때 흡수한 에니지를 방출하여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된다.

M (바닥상태) + hv=M* ( 들뜬상태)

일반적으로 금속이온 수용액의 경우 고르고 작은 

방울로 분산(nebulization)시킨 후, 불꽃에 의해 배위 

된 물분자들을 증발, 고체 결정화(oystallization)하고, 

증기 상태의 원자화(atomization) 과정을 거쳐 비교적 

뚜렷한 단원자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尸

M-nH,0 + X-nH,0 — M°(s) + X°(s) — M°(g) + 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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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화가 완전할수록 화학 반응에서 오는 방해가 

거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불꽃온도는 발광세 

기에 크게 영향을 주는네, 이는 들뜬 상태로의 전이 

입자 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펙 

트럼 상의 관찰이 유리하려면 상대적 인 발광세기 가 커 

야 하며, 복사선의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 네 파장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나트륨 원자의 경우 다양한 전 

자전이 중 최외각 3s 궤도의 전자가 3p 궤도로 들떴다 

가 되돌아가면서 방출하는 복사선의 파장이 589.0 nm 

와 589.6 nm 이므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색 깔은 

진한 노란색이다.也5

원소 분석법으로 사용되는 불꽃반응 실험은 먼저 

불꽃의 색을 관찰한 후 원소 스펙트럼을 관찰하도록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 보 

급되어 널리 사용되는 원통형 간이분광기로는 제대 

로 된 스펙트럼을 관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 연구에 의하면, 실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다."顷' 

Humbolt 버니와 이동이 간편한 프로판 탱크 연료를 

사용하거나「불꽃의 지연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 

료봉으로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거나」，에탄올/메탄올 

겔 이 나” 알콜 버니 籍 메탄올 분무기 2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 연구가 시도되었다. 국내에서도 전국과 

학전람회에 교과서 실험 개선을 위한 연구주제로 수 

차례 채택되는 등 오랜 기간동안 이를 개선하고자 하 

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개선된 실험 기구와 방 

법을 통한 결과 도출이 불완전하거나, 결과 개선에는 

성 공적 이 나 현장에 서 활용하기 에는 적 절하지 못한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 7차 교 

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불꽃반응 실험에서 선명한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도 

록 탐구 방법을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활용이 간편하 

면서 선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분광기 키트 개발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중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원소의 불꽃반 

응 탐구실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험 장치를 개선 

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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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과학 8종 교과서의 불꽃반응 실험 장치 

와 방법을 분류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2. 금속 원소의 선명한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는 시 

료주입기와 선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분광기를 

개발한다.

3. 개발된 실험 키트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결 

과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제 7차 교육과정 에 따른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8종에 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불꽃반응 실험을 실 

험 장치와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교과서에 따 

라 불꽃장치, 사용되는 연료, 시료상태, 시료주입 방 

법, 스펙트럼 관찰 장치 등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보고, 실제 적용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 

는 형태를 선정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불꽃반응 실 

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안양시 소재 A중학교 

3학년 36명 학생들을 대상으로。교과서의 탐구 활동 

을 참고로 실험을 수행하게 했다. 고체 시료를 니크 

롬선에 묻힌 후 가스 토치에 가까이 가져가서 원소의 

불꽃색과 선스펙트럼을 관찰하도록 하였으며, 시료로 

는 4가지 시료（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 

스트론튬）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실시 

후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실험에 대한 문 

제점을 분석한 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꽃반응 

탐구실험 방법과 실험 키트를 개선하였다. 개선한 탐 

구 방법과 자체 제작한 키트를 가지고 선행실험에 참 

여했던 A중학교 36명 학생들에게 불꽃반응 탐구 실 

험을 다시 실시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이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의 종류와 약어는 다음과 

같다.

A 교학사（정 완호외 9인）

B 금성출판사（이성묵외 11인）

C 대일도서（최돈형외 11인）

D 디딤돌（김찬종외 11인）

E 동화사（박봉상외 11인）

F 두산（소현수외 11인）

G 블랙박스（김정률외 9인）

H 지학사（이광만외 16인）

연구 결과 및 논의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 및 문제점 분석 

불꽃장치와 연료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종의 교과서는 모두 

불꽃장치로 토치를, 연료는 부탄가스 사용을 제시하 

고 있다. 한편, D교과서는 알콜 램프, F교과서는 증발 

접시에서 시료의 직접 연소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메탄올을 사용할 경우 연소할 때 심지 부분에서 주황 

색에 가까운 불꽃색 이 나타나므로 시료의 불꽃색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8종의 교과서 모두 분광기를 

사용한 스펙트럼 관찰을 제시하고 있다.

시료와 시료봉

교과서에 제시된 시료의 상태는 고체（C, E, G）나 수 

용액 （A, B, H）이며, 2종의 교과서 （D, F）에서는 고체와 

수용액 이나 알콜 용액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 3종 교 

과서 （A, B, H）에서는 수용액 상태의 시료를 니크롬선 

이나 클립을 이용하여 불꽃 속에 주입하고 있다. 이 

경우 니크롬선이나 클립에 묻는 시료의 양이 적어 색 

Table 1. The analysis of flame reaction experiment in the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

flame fuel injection sample 야 ate
A torch c4hI0 nichrome wire solution
B torch c4hI0 nichrome wire solution
C torch c4hI0 nichrome wire solid
D torch c4hI0 nichrome wire solid

lamp CBOH wick solution +CH3OH
E torch c4hI0 nichrome or Pt wire solid
F torch c4hI0 nichrome wire solid

dish CBOH burning solid in CH3OH
G torch c4hI0 nichrome or Pt wire solid
H torch c4hI0 clip s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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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고체 시료를 가스 토치에 직접 넣을 경우 가열된 시 

료가 튀게 되어 실험하는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시료가 불꽃에 닿는 표면적이 좁은 데다 

연소되는 시료의 양이 점점 줄어들며 원소의 불꽃색 

과 선스펙트럼을 선명하게 관찰하기 어렵다.

실제 학생들에게 皿과서에 제시된 고체 시료를 니 

크롬선 시료봉에 묻혀 불꽃에서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불꽃색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니크롬선 시료봉이 가스 

토치에서 주황색 빛을 내므로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 

슘의 경우 불꽃색이 시료에 의한 것인지 시료봉에 의 

한 것 인지 구별 이 어 려웠다. 염 화칼륨과 염 화스트론튬 

의 경우에도 시료봉 자체의 불꽃색이 섞여 보라색과 

붉은색의 불꽃색을 선명하게 관찰하기 어려웠다.

분광기

연료나 시료주입 장치에 대 한 개선 연구에 비해 분 

광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aS는 그리 많지 않다. 

학교 현장에 보급된 분광기는 대부분 원통형으로 되 

어 있는데 원통형 분광기는 학생들이 스펙트럼이 나 

타나는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슬릿의 

넓이와 격자의 문제로 선스펙트럼 관찰이 어렵다. 실 

제 36명 학생들의 실험 수행 결과에 의하면, 선스펙 

트럼을 관찰하기 위하여 4가지 시료의 불꽃을 분광기 

로 관찰하였으나 실험을 실시한 학생 전원이 선스펙 

트럼을 관찰하지 못했다.

실험 장비 개선

원소의 불꽃반응 실험은 불꽃색과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원소를 확인하는 실험 이다. 따라서 원소 자체의 

불꽃색과 스펙트럼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개선 

된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료 주입기 키트 제작

알코올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심지로 인하여 

주황색 불꽃색이 나타나므로 불꽃색이 덜 나는 가스 

토치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시료 투여를 위해 시료 

봉을 사용할 경우 불꽃색과 스펙트럼에 영향을 주게 

되며, 불꽃온도가 높아 쉽게 녹아 버리거나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토치에서 분출되 

는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여 시료를 흡입하도록 키트 

를 제작하였다. 이 키트를 사용하면 계속 동일 양의 

시료를 불꽃 속에 주입시킬 수 있고 순수한 용액의 

불꽃색만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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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gut

Fig. 1. Picture and scheme of the syringe-type nebulizer.

시료를 관찰하고 다른 시료를 관찰할 경우 먼저 관찰 

한 시료가 토치 입구에 남아 있어 다음 시료의 불꽃 

색과 스펙트럼 관찰에 영향을 주었으며 시료 흡입구 

가 자주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무기를 개선한 주사기형 분무기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분무기를 사용한 경우 선스펙트 

럼 관찰에 어 려움이 있었다为선스펙트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료가 투여되 

어 야 하는데 기존의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시료 투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 

료를 분무기처럼 작은 방울의 형태로 투여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투여할 수 있는 주사기형 

분무기를 제작하였다. 주사기형 분무기는 주사기 앞 

부분에 분무기를 연결하여 수용액 시료가 작은 방울 

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분무되도록 제작하였다. Fig. 1 
은 주사기형 분무기의 모식도이다.

분광기 제작

분광기는 선스펙트럼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인데 학 

교에 보급된 원통형 분광기는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Fig. 2는 이 연구에서 

제작한 분광기 모식도이다.

분광기의 내부는 검정색의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였 

으며, 면도날을 이용하여 0.8 mm 간격의 슬릿을 제 

작하였다. 사용한 회절격자는 500선/mm을 가지는 플라 

스틱 격자이며 슬릿과 회절격자 사이의 간격은 1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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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cture and scheme of the diffiaction grating spec
trometer.

이다.25一26 회절격자의 분해능은 회절차수와 회절격자 

의 홈수에 비례하는데, 500선/mm의 플라스틱 격자는 

두 파장의 차이가 약 1.18 nm 이상이면 구분할 수 있 

다. 나트륨의 경우 두 파장(589.0, 589.6 nm)의 차이 

가 0.6 nm이므로 두 파장의 구분이 어렵다. 회절격자 

가 부착된 면은 98。가 되도록 비스듬하게 부착하여 

빛이 격자에 투과된 후 분리된 선스펙트럼이 A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분광기 모식도에서 빛이 들 

어오는 슬릿과 다른 A면에 선스펙트럼이 나타나므로 

학생들이 스펙트럼을 찾는데 용이해졌다. 또한, 디지 

털카메라로 선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도록 회절격자 

부분을 크게 제작하였다.

개선된 kit 를 이용한 실험 결과

학생들에게 이 연구에서 제작한 주사기형 분무기를

Table 2. The number of students observed before and after 
using the improved kit

Sample Before After
Sodium chloride 27 35
Potassium chloride 7 30
Calcium chloride 30 32
Strontium chloride 23 30

이용하여 시료를 가스 토치 에 투여하게 한 후 제작된 

분광기로 선스펙트럼을 관찰하게 했다.

불꽃색 관찰

학생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염화나트륨은 노란색 불 

꽃, 염화칼륨은 보라색의 선명한 불꽃을 정확하게 관 

찰한 학생들의 수가 Table 2와 같이 증가하였다. 또한, 

염화칼슘은 약간 붉은 주황색 불꽃을 나타내어 염화 

나트륨과 불꽃색 만으로도 구별 이 가능하였고, 염 화스 

트론튬도 붉은 불꽃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즉, 시료봉 

자체의 불꽃색이 사라져 원소의 선명한 불꽃색을 관 

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염 화나트륨, 염화칼슘과 같 

이 불꽃색이 유사한 원소들의 경우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물질의 확인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ST 

선스펙트럼 관찰

실제 학생들에게 불꽃색이 유사한 염화나트륨, 염 

화칼슘 원소들을 개발된 분광기 키트로 관찰한 스펙 

트럼을 통해 구분해 보도록 하였다. 불꽃색이 유사한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의 선스펙트럼을 교과서에 제 

시된 분광기와 개 선된 분광기 를 사용하여 관찰하게 

한 후 학생들이 두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 

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분광기를 사용하여 불꽃을 관 

찰한 후 선스펙트럼을 그리도록 하였으나 36명 학생 

모두 '보이는 것이 없다로 답하였다. 개선된 분광기 

와 주사기형 분무기를 사용하여 불꽃을 관찰한 후 선 

스펙트럼을 그린 학생의 보고서는 Fig. 3과 같다.

보고서에 기록된 선스펙트럼 관찰 결과에 의하면, 

염화나트륨의 경우 36명의 학생 중에서 무응답 1명 

을 제외한 35명이 선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불꽃반응으로 염화나트륨과 구별이 어 

려웠던 염화칼슘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요약한 내 

용은 Table 3과 같다. 노랑색, 초록색, 빨강색의 선스 

펙트럼을 관찰한 학생들이 20명 이상이었으며, 다소 

희미하게 나타난 보라색 , 주황색 , 파랑색을 관찰한 학 

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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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tudent report showing the color of light and the 
line spectrum.

Table 3. The number of students observed each line spectrum 
for the CaCl2 solution

Line spectrum Student Line spectrum Student
yellow 36 violet 16
green 30 orange 13
red 24 blue 4

따라서, 36명의 학생들 모두 염화나트륨과 염화칼 

슘을 선스펙트럼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하 

였다.

Fig. 4는 제작된 키트를 이용하여 관찰된 선스펙트 

럼을 디지털카메 라로 찍은 사진이다. 나트륨 (a)는 하 

나의 선스펙트럼이 관찰되었고, 칼슘 (c)는 초록색, 노 

란색, 빨간색의 선스펙트럼이 관찰되어 두 물질을 쉽 

게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염화스트론튬 (d)도 여러 파장의 선스펙트럼 

을 관찰할 수 있어 개선된 분광기로 원소의 선스펙트 

럼이 선명하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제 7차 교육과정 에 따른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8종에 수록되어 있는 불꽃 반응 실험을 분석하였다. 

모든 교과서에서 불꽃장치로 가스 토치, 연료는 부탄 

가스, 시료 투여는 시료봉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경우, 시료봉 자체의 불꽃색 이 존재하며 시료의 지 

속적인 투여가 어렵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무기형 주사기를 도입하였다. 분무기형 주 

사기로 시료를 주입하면 시료봉의 자체 불꽃색이 없 

으므로 시료의 불꽃색 관찰이 용이 하고, 또한 지속적 

E：
(a) (b)

□

(c) (d)
Fig. 4. The observed line spectra by an improved spectrometer (a) Sodium (b) Potassium (c) Calcium (d) Stron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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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료를 투입할 수 있어 선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보급된 분광기로는 선스펙트럼 

의 관찰이 불가능하여, 분광기를 개선하였다. 분광기 

는 선스펙트럼이 관찰될 수 있도록 회절격자를 이용 

하여 제작하였다. 기존의 원통형 분광기는 스펙트럼 

이 나타나는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해 스펙트 

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 제작된 키트는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위치를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 

어 쉽게 스펙트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된 불꽃반응 실험 키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불꽃반응 실험을 수행하게 한 결과, 학생들은 기 존 기 

자재로 실험할 때보다 더 선명한 불꽃색을 관찰하였 

고, 기존의 분광기로는 선스펙트럼을 전혀 관찰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원소의 선스펙트럼을 관찰할 뿐 아 

니라 더 나아가 스펙트럼의 띠를 근거로 각각의 시료 

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중학교 3학년 과학 불꽃반응 탐구 실험 

및 탐구 활동에서 개선된 실험으로 화합물의 확인이 

가능하고 재현성이 있으므로 실제 수업에 활용이 기 

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계에 의해 지원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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