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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재활용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찰하전형

정전선별을 적용하여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와 PS(Polystyrene)의 혼합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ABS를 회수하기 위한

재질분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전물질의 재질선정을 위한 하전특성연구결과, ABS재질이 대상시료인 ABS와 PS의 혼합 폐플라스

틱의 재질분리에 효과적인 하전재질로 확인되었다. 선정된 하전물질을 적용하여 마찰하전형정전선별을 수행한 결과, 공급전압세기

20 kV, 분리대위치 양극방향 2 cm 그리고 상대습도 30%에서 ABS의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99.5%와 92.5%인 결과를 얻어, ABS와

PS의 혼합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재질분리 기술을 확립하였다. 

주제어 : 마찰하전형정전선별, 하전물질, 재질분리, 재활용, 폐플라스틱

Abstract

Due to the environmental problem caused by plastics largely used in various fields, the importance of recycling is being

emphasized. A research on material separation of ABS and PS mixed plastic waste, using a triboelectrostatic separator, was car-

ried out for recovery the ABS. As a results of research on charging characteristic for choosing charging material, it was con-

firmed that ABS was optimum charging material for a tribo-charger in the material separation of ABS and PS. In the material

separation using ABS charger, ABS grade of 99.5% and recovery of 92.5% were achieved at 20 kV, splitter position +2 cm from

the center and 30% relative humidity. Therefore, material separation technique for recycling ABS and PS mixed plastic waste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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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라스틱은 나무 금속, 기타물질들을 대체 가능하고,

가볍고 단단하며 가공이 쉬울 뿐만 아니라 내식성, 절

연성 등 화학적 물성 또한 우수하여 생활 및 산업 전

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기능성 고분자로 표현되는 각종 특수 플라스틱이 등

장하면서 오히려 ‘제2의 플라스틱 혁명’이 일어나 플라스

틱의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1-3).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미국, 일본, 독일

에 이어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며, 국민 1인당

사용량도 세계 8위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약

100 kg 정도의 플라스틱을 소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 우수성과 저가라는 경제성의 특징으로 인

하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플라스틱

의 발생양도 증가하고 있다3).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따른 폐플라스틱의 양도 2003년 3,548천 톤, 2005년

3,968천 톤, 2007년 4,254천 톤으로 그 양이 계속 증

가하고 있는 반면 2007년 기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

은 약 39%이며 절반 이상의 양이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4). 

고체 산업폐기물은 소각 및 매립하여 감용화하는 것

이 일반적이나, 폐플라스틱의 소각과 매립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거시적인 원인이 되고 있

다. 폐플라스틱의 소각에 의한 처리는 일부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염

화수소에 의한 소각로의 부식과 다이옥신 등 각종 유독

성 가스를 방출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매립은 매립 부지의 확보문제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이 용출될 수 있으며, 단위무게에 비해 부피가

커 매립효율을 저하시키고,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난분해성이라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와 흙속에 반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에

서는 EPR(Expended Product Responsibility)제도를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폐플라스틱의

소각과 매립을 법으로 규제할 계획에 있어 플라스틱 산

업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5).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에 비해 쉽게 분해 및 변질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선별 기술만 개발된다면 재

활용이 가장 용이한 물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폐플

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에너지 재활용, 화

학적 재활용 그리고 물질 재활용의 방법이 있으며, 이

중 플라스틱의 값싼 특성을 고려할 때 물질 재활용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어느 방

법이든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혼재되어 있으면 물성

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재질분리 기술은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6). 현재 플라스틱 재활

용은 대부분 수선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각 분야별

폐플라스틱 재질분리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7-8).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 할 수 있는 물리적 선별법은

정전선별, 건·습식 비중선별, 부유선별, 색선별 그리고

분광법 등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물질과 비전

도성 물질에 관계없이 모든 재질의 분리가 가능한 마찰

하전형정전선별법을 적용하여 ABS(Acrylonitrile Buta-

diene Styrene)와 PS(Polystyrene)의 혼합 폐플라스틱

재질분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요량이 높고 고가

의 ABS를 회수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ABS의 회수율과

품위에서 각각 90%와 99%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선별

기술을 개발하여 혼합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재질분리 기술을 확립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마찰하전형 정전선별법은 서로 다른 입자간 또는 입

자와 하전장치간의 접촉을 통해 다른 극성으로 대전시

켜 이를 정전기적으로 분리해 내는 방식이다. Fig. 1은

입자의 마찰대전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a)는 입자와 하

전장치 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대전을, (b)는 입자와 입

자간의 접촉에 의한 대전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서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자 혹은 하전장치 표면에 충

돌·마찰하게 되면 일함수 값(work function)의 차이에

의해 두 물질의 fermi-level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전자

의 이동이 있게 된다. 접촉 후 입자가 다시 표면에서

분리되면 전자의 과잉 또는 부족현상이 생겨 입자는

negative(−) 혹은 positive(+)로 대전하게 된다. 이렇게

Fig. 1. A charging principle of triboelectrosta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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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반대 극성으로 하전된 혼합 입자들을 높은 전압이

흐르는 전기장 내로 통과시키면 positive로 하전된 입자

는 negative 전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negative로 하전된 입자는 positive 전극으로 이동되어

분리가 이루어진다9-11).

3. 시료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세종에서 입수한 폐가전

제품의 플라스틱으로 야적·방치되거나 소각 및 매립

처리 되고 있는 ABS와 PS재질의 폐플라스틱이다.

ABS와 PS는 6대 범용 플라스틱으로, 2012년 기준 생산

량과 수요량은 ABS의 경우 각각 약 145만 톤, 33만 톤,

PS의 경우 각각 약 64만 톤, 20만 톤이며, ABS가 PS에

비해 생산량 약 2.3배, 수요량 약 1.6배정도 높다.12) 또한

ABS와 PS는 기타합성수지에 비해 약 300-500 USD/ton

정도 비싸며, 2012년 기준 ABS가 1,891 USD/ton, PS는

1,686 USD/ton으로 ABS의 가격이 PS에 비해 200 USD/

ton정도 비싸다.13) ABS와 PS는 각각 성형성, 내충격

성, 내약품성, 내열성, 기계적 강도와 전기절연성, 고수

지강도, 열안정성, 접착성, 도장성 등이 우수하여 사무

기기, 자동차부품, 전자기기부품 등에 사용된다. 이중

ABS의 경우에는 자동차부품, 전자기기부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

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4)

Fig. 2는 폐플라스틱 ABS와 PS의 대전서열 및 하전

특성 연구를 위해 사용한 수직왕복형 하전장치와 재질

별 하전통(PTFE(polytetrafluoroethylene), PVC(polyvinyl

chloride), PP, HDPE, PET, HIPS, ABS, POM,

Nylon)을 나타낸 것이다. 하전물질 선정을 위하여, 먼저

대상 시료인 ABS와 PS는 각각 cutting mill에 의해

6 mm이하로 파쇄하고 체(1 mm)에 의해 1 ~ 6 mm 크기

로 입도조절 하였다. 입도 조절된 시료는 다양한 하전

통에 투입하여 수직왕복형 하전장치에 의해 마찰·충

돌시킨 후, Fig. 2의(c)에 제시한 Faraday cage로 하전

극성 및 하전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

여 ABS와 PS의 혼합 폐플라스틱의 재질분리를 위한

마찰하전형 정전선별의 하전물질을 선정하였다.

Fig. 3은 본 실험의 공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대상

시료를 1~6 mm의 크기로 파쇄 및 입도조절한 후, 무게

비 1 : 1로 혼합하였다. 입도조절된 시료는 ABS재질의

하전통에 투입하여 수직왕복형 하전장치에 의해 마찰·

충돌에 의해 하전시킨 후, 서로 다른 극으로 하전된 입

자를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장에 이동시켜 분리하였다.

또한 전극의 전압세기, 분리대의 위치, 습도 등의 실험

Fig. 2. A Vertical-reciprocation charger set and peripheral

measurement (a : vertical-reciprocation, b : charging

bottles, c : Faraday cage).

Fig. 3. Flowchart of material separation test by using triboelectrostatic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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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변화하면서 최적 선별조건 및 분리효율을 확인

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하전특성

ABS와 PS 혼합 폐플라스틱의 재질분리를 위하여, 시

료를 각각 반대 극성으로 하전 시킬 수 있는 하전물질

을 선정하기 위한 하전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로 다

른 일함수 값과 대전서열을 가진 재질별 하전통에 시료

를 각각 단일 상태로 투입하고 수직왕복형 하전장치를

이용하여 하전 시킨 후, Faraday cage를 이용하여 하전

극성과 하전량을 측정하였다. 실험변수인 상대습도와 온

도는 각각 40%와 15oC로, 회전속도와 체류시간은

270 rpm과 2분으로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하전특성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상

시료인 ABS와 PS의 일함수 값이 하전물질 PTFE,

PVC, PP, HDPE보다 낮아 모두 양으로, POM, Nylon

보다 높아 모두 음으로 하전이 이루어졌다. 반면 PET,

HIPS 그리고 ABS의 경우, ABS와 PS가 반대 극성으

로 하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때 대상시료와 동

일 재질인 ABS와 PS가 대상시료를 반대로 하전시키는

이유는, 동일한 재질이라 하더라도 플라스틱의 내부구

조, 첨가제 등의 화학적 성분차이로 인해 일함수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ABS, HIPS 그리고 PET가

대상시료 ABS와 PS 사이에 일함수 값이 존재하여 각

물질들을 반대 극성으로 하전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최적의 하전물질 선정을 위해, 하전물질에 따른 선

별효율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

다. 하전물질은 ABS와 PS 혼합 폐플라스틱을 반대

극성으로 하전시킬 수 있는 PET, HIPS, ABS와 이들

과의 비교를 위해 PTFE, HDPE, PP의 하전물질을

적용하였다. Fig. 5는 ABS와 PS의 비가 1:1인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하전물질에 따른 ABS의 품위

와 회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극성으로 하전이

된 PTFE, HDPE 그리고 PP의 경우에는 회수율은 높

으나, 품위가 60%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데, 혼합 폐

플라스틱의 혼합비가 1 : 1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

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PET, HIPS 그리고 ABS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회

수율과 80% 이상의 품위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중

에서도 하전특성연구에서 하전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난 ABS의 경우는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99.5%,

92.5%로 가장 높은 선별효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BS를 하전물질로 선정하여 분리특성 연

구를 수행하였다.

4.2. 전압세기의 영향

Fig. 6은 하전시간 30 sec., 분리대의 위치 positive

electrode 방향으로 2 cm 그리고 상대습도 30%에서 전

극의 전압세기를 5 kV에서 25 kV까지 변화하며, 전극의

Fig. 4. Charging density of ABS and PS as various charging

material.

Fig. 5. Effect of charge material on grade and recovery of

AB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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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세기가 ABS와 PS 혼합플라스틱의 품위와 회수율

선별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것이다. 전압의 세기

가 커질수록 ABS의 품위와 회수율이 증가하며, 높은

선별 효율을 나타낸다. 전압의 세기가 낮은 5 kV에서는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92.5%와 69.3%로 가장 낮지만

전압세기가 증가할수록 품위와 회수율이 증가하여

20 kV에서는 99.5%와 92.5%까지 증가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최고 전압인 25 kV에서는 품위와 회수율이 각

각 99.9%와 9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 kV에

서의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비슷한 선별 효율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및 선별효율을 고려

하였을 때, 전압의 세기 20 kV가 ABS와 PS 혼합플라

스틱에서 ABS를 회수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극의 전압세기가 커질수록 선별효율이 증

가하는 이유는 하전된 입자들의 하전량이 nC/g단위로

매우 약하게 하전되어,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

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3. 분리대 위치의 영향

시료의 하전량은 입자의 일함수값, 온도 그리고 하전

시간 등의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하

전된 입자들의 각각의 하전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장

내에서 분리 될 때 전극으로 이동하는 속도와 거리가

다르다. 따라서 전기장 내 양극과 음극사이에 있는 분

리대의 위치를 이동시켜, 높은 선별효율을 보여주는 적

합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Fig. 7은 분리대의 위치가 선별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전압세기 20 kV, 상대습도 30%, 하전

시간 30 sec.로 고정하고, 분리대의 위치를 양극과 음극

방향으로 각각 6 cm까지 2 cm씩 변화하며 실험을 수행

하였다. 분리대의 위치가 전기장의 양 전극에서 음 전

극으로 이동함에 따라, ABS 품위는 음 전극 6 cm 지

점에서 99.9%, 양 전극 2 cm와 6 cm 지점에서 각각

99.5%, 98.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회수율은

각 지점에서 76.2%, 92.5% 그리고 98.2%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입자의 하전량 차이와 분리대 위치

에 따라 ABS와 PS의 회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대

적으로 하전효율이 높은 PS의 경우, PS의 회수가 분리대

위치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ABS는 분리대의

위치가 양 전극에서 음 전극으로 이동할수록 양극으로 하

전된 ABS의 회수존이 넓어져 회수율이 증가하는 것이

다. 따라서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할 때 양 전극 2 cm 지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이 때 품위화 회수율은 각

각 99.5%, 회수율 92.5%인 결과를 얻었다.

4.4. 하전시간의 영향

Fig. 8은 하전시간이 선별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기 위하여 전압세기 20 kV, 상대습도 30%, 분리

대의 위치 양극방향 2 cm로 고정하고, 하전시간을 10

초에서 60초까지 증가시키며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하

전시간 30초까지는 ABS의 품위와 회수율이 증가하는

Fig. 6. Effect of applied potential on grade and recovery of

ABS material.
Fig. 7. Effect of splitter position on grade and recovery of

AB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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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지만, 이보다 하전시간이 길어지면 선별

효율에 변화가 거의 없어 임계 시간에 도달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전시간이 길어질수록 선별효율이 증가하

는 이유는 하전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하전물질 내에서

입자간 또는 하전물질과 입자사이의 마찰·충돌의 빈

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하전이 이루어져 하전

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하전시간이 30초

이상이 되면 선별효율에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하전

시간 30초가 대상 시료의 선별을 위하여 충분한 하전

을 제공하는 임계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전시간 30초를 최적실험 조건으로 분

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ABS의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99.5%와 92.5%인 결과를 얻었다.

4.5. 혼합비율의 영향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폐가전제품으로부터 PS

와 ABS 재질의 폐플라스틱을 각각 재질별로 회수한 것

으로, 최적의 선별효율을 보여주는 혼합비율을 관찰하기

위하여 ABS와 PS의 혼합비율을 각각 1 : 9, 3 : 7, 5 : 5,

7 : 3으로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변수인 전압

세기 20 kV, 상대습도 30%, 분리대의 위치 양극방향

2 cm 그리고 하전시간은 30초로 고정하였다.

Fig. 9는 혼합 폐플라스틱의 비율에 따른 선별효율은

나타낸 것으로, ABS의 양이 증가할수록 회수율은 감소

하나 품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BS와 PS의

비율이 1:9일 때.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95.4%, 96.8%

이지만, ABS의 양이 증가하여 비율이 5:5에서는 각각

99.5%, 92.5%, 7:3일 때에는 각각 99.4%, 82.8%로

품위는 증가하지만, 회수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ABS의 양이 증가할수록 품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비율

이 1 : 9인 경우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PS 간의 마찰·

충돌이 주를 이루어 혼합 폐플라스틱의 하전이 잘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ABS의 양이 증가할수록 대상시료 간

의 마찰·충돌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하전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회수율의 경우에는 ABS

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BS의 양이 많아지면

ABS 간의 마찰·충돌이 주를 이루어 하전효율이 떨어

지기 때문이다. 하전효율이 감소하면, 하전이 이루어지

지 않거나 약하게 하전된 입자들은 ABS 회수존까지

이동하지 못하여 PS의 회수존으로 배출되고, 이로 인해

ABS의 회수율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혼합폐플라스

틱에서 ABS의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하였을 때,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99.5%, 92.5%를 보여주는 ABS와 PS

의 비율 5 : 5에서 가장 높은 선별효율을 확인하였다.

4.6. 상대습도의 영향

Fig. 10은 상대습도가 혼합 폐플라스틱의 재질분리에

서 선별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전압

세기 20 kV, 분리대의 위치 양극방향 2 cm 그리고 하

전시간은 30초 조건하에서, 상대습도를 20~70%까지 변

Fig. 8. Effect of retention time on grade and recovery of

ABS material.

Fig. 9. Effect of mixed ratio on grade and recovery of AB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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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며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ABS를 회수를 위한 선별

효율을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상대습도 40%까지는

ABS의 품위와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보다 상대습도가 증가하면 ABS의 품위와 회수율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20%일 때, ABS의 품위와 회

수율이 각각 99.9%와 92.9%로 가장 높고, 상대습도가

40%까지 증가하여도 각각 98.7%와 90.1%로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대습도가 40% 이상이

되면 선별효율이 크게 저하되어, 상대습도가 최고인

70%일 때에는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70.6%와 48.6%

까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별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상대습도가 40%이하로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대습도 30%를 최적조

건으로 재질분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의 ABS의 품

위와 회수율이 각각 99.5%와 92.5%인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상대습도가 ABS와 PS 혼합 폐플라스틱의 재질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공

기 중의 수분이 마찰하전시의 입자 간의 표면분극을 방

해하고, 입자들이 하전이 되더라도 입자의 전하를 방전

시켜 하전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찰하전형정전선별법을 적용하여, 폐

가전제품으로부터 회수된 ABS와 PS 혼합폐플라스틱의

재질분리에 적합한 하전물질의 결정 및 하전특성을 연

구하고, 하전효율 및 분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

적 선별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ABS와 PS의 혼합 폐플라스틱의 효율적인 하전

및 선별을 위한 하전특성실험 결과, PET, HIPS 그리고

ABS가 ABS와 PS를 반대 극성으로 하전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물질 중 ABS가 가장 높은 선

별효과를 나타냈다.

2. 시료의 하전시간과 혼합비율에 따른 선별효율을 관

찰한 실험결과, 하전통내에서 30초까지는 선별효율이 증

가하지만, 이보다 길어지면 선별효율에 변화가 거의 없

어, 대상시료를 충분히 하전시킬 수 있는 임계 하전시

간임을 알 수 있었다. 혼합비율의 경우 ABS와 PS의

혼합비율이 10:90에서 50:50으로 ABS시료양이 증가할

수록 하전물질 및 혼합시료간의 충돌 및 마찰이 증가하

여 선별효율이 증가하나, 이보다 양이 많아져 70:30이

되면 ABS단일시료의 충돌이 주를 이루어 효율이 감소

하였다. 

3. ABS와 PS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ABS회수를 위해

ABS 재질의 하전물질을 이용하여 분리실험을 수행한

결과, 공급전압세기 20 kV, 분리대의 위치 양극방향

2 cm, 상대습도 30% 그리고 하전시간은 30초인 실험조

건에서 ABS의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99.5%와 92.5%

인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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