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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PCHE)는 화학

 에칭법으로 가공된 미세유로를 가지는 속 열

을 층하여, 진공의 고온 고압분 기에서 고상확산

합(이하 확산 합)을 통해 제작되는 Compact 열교환

기의 일종이다1). 기존 열교환기 ( , Shell & Tube형 

열교환기) 비하여 열면 을 획기 으로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교환기의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

하다2,3). PCHE는 일반 으로 스테인리스강  Ni기 

합 과 같은 물성이 우수한 소재로 제작이 되기 사용되

기 때문에 기존 열교환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고온, 고

압  극 온 환경에 사용가능 한 것이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il & Gas 산업, 수소스테이션  sCO2 

발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한 용 가

능성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4-6). 

  최근 국내외 으로 친환경 에 지에 한 심과 함

께 연료 지 기 자동차에 한 수요  연구가 증가하

는 상황에서, 수소스테이션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에 경우 재 24기의 수소스테이션이 건설

되어 운  에 있으며2017년 수립된 계획 기 으로

2025년까지 약 300기의 수소스테이션이 건설될 정

이다7).  

  최근 건설되는 수소스테이션의 경우 700bar로 가압된 

상온의 기체 수소를 자동차에 주입 직  -40℃로 냉각

하여 주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온, 

고압의 환경에서의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경우 높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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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성능과 함께 우수한 구조  내구성이 요구된다8,9).  

  수소스테이션 사용된 PCHE의 경우, 최근 일본 Ko- 

belco사 에서 개발하여 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1). 하

지만 국내에서는 수소스테이션에 한 PCHE의 용 

실 이 무한 상황이며, 다양한 기 에서 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아직 상업 으로 용하기 해서는 

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수소스테이션에 한 건설 개념 한 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

면, 기존의 주유소와 가스충 소와 같이 지상에 고정식

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형 화물차 

는 컨테이 로 운송이 가능한 크기의 이동형 수소스

테이션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 한 활발하다. 특히 

이동형 수소스테이션을 개발하기 해서는 열교환기를 

비롯한 각종 부품들의 경량화  소형화가 필수 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 국내에서 건설된 수소

스테이션에 사용되는 Helically Coiled  Shell & 

Tube 형태의 열교환기의 경우 경량화와 소형화에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열교환기는 이동형 수

소스테이션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동형 수소스테이션의 개발

을 해서는 경량화와 소형화가 가능한 PCHE형 열교

환기의 개발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수소스테이션용 PCHE의 개발하여 국내 최

로 상용화 용 하기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미세유로가 에칭된 STS316L 

재를 상으로 확산 합을 실시하여 합거동  

합부 물성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한 후 최  

합조건을 도출하 다. 이후 도출된 합조건으로 수

소스테이션용 PCHE용 Core를 제작하 으며, 가스안

공사 제작 기 에 의거하여 내압시험을 통해 제품의 

구조  건 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화학  방법으로 유로가 에칭된 1.5mmt

의 STS316L 재가 모재(Fe-0.03C-17.5Cr-13Ni- 

2.5Mo)로 사용되었다. 확산 합은 총 3단계로 실시하

으며, 우선 제 1단계에서는 100 × 200 mm 크기의 

재를 10층으로 층한 다음, 1×10-2 Pa의 진공분

기에서 Table 1에 나타낸 합조건으로 확산 합을 수

행하 다. 유압식 가압장치로 시험편을 가압하 으며, 승

온속도는 7 ℃/min으로 하 고, 합이 완료되면 로냉

하 다. 1단계에서 합된 시험편에 하여 합부의 미

세조직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  합조건을 도출하 다. 2단계에

서는 같은 크기의 재를 100층으로 층한 후 이  

단계에서 도출된 최 조건으로 확산 합을 수행하 다. 

그리고 2단계 합 시험편을 이용하여 인장시험편을 제

작한 후 합부의 기계  물성을 평가하여, 최 합조건

을 검증하 다. 마지막 3단계는 수소스테이션용 PCHE 

Core를 제작하기 한 단계로써, 1,2 단계에서 검증된 

최 합 조건으로 400 × 150 mm크기의 재에 한 

확산 합을 수행하 다. 이후PCHE core에 하여 수

동 GTAW로 헤더를 조립하여 PCHE 제품 제작을 완

료하 다. 완성된 PCHE 제품에 해서는 한국가스안

공사 KGS AC111에 의거하여 1200bar의 수압 하

에서 내압시험을 실시하 다.

  Fig. 1은 1, 2단계 확산 합을 해 사용된 유로가 

에칭된 재 도면을 나타낸 것이며, 재의 양쪽부분에 

직경 1.5 mm의 반원형상의 직선 유로를, 1 mm 간격

으로 에칭 하 으며, 재의 가운데 부분은 인장시편 

채취를 해 유로 에칭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합부의 미세조직은 1 ㎛까지 미세 연마 후 에탄올 + 

10 % HNO3 + 30 % HCl용액을 사용하여 에칭하

고, 학 미경(OM), 주사 자 미경 (SEM)을 활용

하여 찰하 다. 한 합부 계면 주  결정립의 결정

방 는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을 

Temp.
(℃)

Holding
(min)

Pressure
(MPa)

1 700 90 4

2

800

60 4

3 60 8

4 90 4

6 90 8

7

900

60 4

8 60 8

9 90 4

10 90 8

Table 1 Bonding conditions

A

200

10
0

75

Channel Channel

10

Fig. 1 Channel drawing for 1st and 2nd diffusion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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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측정하 다. 

  합부의 기계  물성은 상온과 -40 ℃에서 3mm/min

의 Strain rate로 인장시험을 통해 평가 고, 시험편

은 ASTM A37에 의거하여 제작하 다. 

3. 결과  고찰

  Fig. 2은 1단계의 10층 합 시험편  900 ℃ × 90 min 

× 8 MPa의 조건으로 합한 시험편의 외 을 보여

다. 일반 으로 시험편 체에 하여 고른 가압력을 

부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에서 미

합 상이 많이 발생하고, 시험편의 면 이 커질수록 

이러한 상이 명확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Fig. 2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의 모든 시험편에서는 

미 합 상이 찰되지 않는 양호한 외 을 찰할 수 

있었다. 

  합부의 미세조직 찰을 하기 해 모든 1단계 

합시험편을 상으로 Fig. 1의 “A” (10 × 10 × 15 mm)

로 표기된 부분을 채취하 다. 우선 에칭하지 않은 (미

에칭) 상태로 합부내의 결함 발생여부를 학 미경

을 통해 찰하 으며, 그 표 인 찰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학 미경 사진에서 왼쪽의 검은 역

은 유로이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합부 계면이다. 

모든 조건의 합부를 찰한 결과, 결함이 찰되지 않

는 양호한 합부(No defect)와 화살표로 표기된Spot

성  Line성 (Spot and Line defect) 결함이 찰되

는 합부로 나  수 있었다. 

  합부에서 발생한 2종류의 결함을 SEM/EDS를 통

해 분석한 결과, Spot성 결함은 Ca-Si-Al계 복합 산

화물이며, Line성 결함은 합이 이루어 지지 않은 미

합 계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 특히 Spot 성 결

함과 같은 산화물의 경우, 제거되지 못했던 표면의 오

염물질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이

러한 산화물은 고온의 진공분 기에서 수행되는 확산

합 도 에 분해된 다음 모재로 고용되어 제거된다고 알

려져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확산 합부에 존재하는 

산화물성 결함은 미 합 계면과 함께 주요한 균열의 원

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0,11). 따라서 본 연구에도, 합

부에 산화물은 잔류하는 합조건은 산화물이 제거되기 

해 충분하지 못한 합조건인 것으로 단하 으며, 최

조건 선정과정에서 제외하 다 .

  이와 같은 합부에서 찰되는 결함의 발생과 합

조건간의 상 성을 검토하기 해, 모든 합시험편에 

하여 결함율을 측정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결함율

은 Spot성 결함과 Line 성 결함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측정하 다. Fig. 5의 첫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각각의 합 시험편에서 채취된 미세조직 찰

용 시험편에는 총 36개의 합부가 존재 하며, 결함율은 

총 합부 36개  Spot성 결함과 Line성 결함이 존

재하는 합부 개수의 비율로 정의하여 계산하 다. 우

선 결함율에 미치는 유지시간의 향을 검토해 보았다. 

가압력을 4 MPa으로 하여 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지시간이 증가될수록 결함율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압력 8 MPa의 합부에서도 동일한 거동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함율 감소에 한 유지시간의 효

과는 크지 않았다. 결함률에 미치는 가압력의 향을 

찰하기 해, 4 MPa과 8 MPa의 가압력에서 각각 

800 ℃ × 90 min과 900 ℃ × 90 min으로 합한 시

험편의 결함율을 비교해 보면, 가압력이 증가하면 결함
Fig. 2 Diffusion bonded specimen made at 900 ℃ × 90 min

× 8 MPa (10 layer)

No defect Spot defect Line defect

Joint
Channel

Channel

50 um50 um 50 um50 um 50 um50 um

Fig. 3 Typical microstructures of the joints bonded at 1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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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지만, 4 MPa과 

8 MPa의 가압력에서 900 ℃ × 60min으로 합한 

시험편들을 비교한 경우에는 가압력이 증가하면 결함율

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합부 결함율

에 미치는 가압력의 향은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

었다. 

  반면에, 합온도가 증가하면 합부의 결함율이 크

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유지시간과 가압

력 조건에서도 동일한 거동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편 보다 상 으로 작은 크기

의 STS316L 재에 한 확산 합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과 잘 일치한다2). 하지만 합온도를 증가시키는 것

은 합부의 결함제거에는 명확한 효과가 있지만, 온도

가 높을수록 모재와 합부의 기계  물성이 열화되기 

때문에 최 의 합온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Fig. 6은 800 ℃ × 60 min × 4 MPa 의 조건으로 

합한 합부의 일부 역의 에칭 과 후 미세조직을 비

교 찰한 결과이다. 에칭 의 미세조직 찰결과에서

는 Spot성 결함  Line 성 결함 등의 결함이 찰되

지 않았던 합부 지만, 에칭에 의해 찰되지 않았던 

Boundary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Channel

•Si
•Al

•Ca

(a) (b) (c)

(d) (e)

Channel

•Si
•Al

•Ca

(a) (b) (c)

(d) (e)

Fig. 4 SEM/EDS analysis result on spot and line defects. (a) Optical microstructure of spot defect, (b) SEM image of 
spot defect, (c) EDS result on spot defect, (d) Optical microstructure of line defect and (e) SEM image of line 
defect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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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36 bonds

4 Mpa

Temperature (℃) Temperature (℃)

90 min

60 min
8 Mpa

15
m

m

10mm

Fig. 5 Relationship between bonding conditions and defects of the joints. (a) The specimen for investigation of defect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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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된 문헌에 따르면, 확산 합은 크게 3단계를 거

쳐 완료된다고 알려져 있다6,10). 즉, 첫 번째 단계는 고

온 크리 와 유사한 소성변형의 단계이며, 표면피막의 

괴, 신생면의 노출   면 의 증가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입계이동  Void (미 합부)의 축소과정이

며, 지속 인 입계확산에 의해 void가 소실되는 단계이

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모재 사이의 체확산에 

의해 미 합부가 사라지고, 결정립의 성장이나 재결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서로 하고 있던 양쪽 모재의 결정

립간의 일체화가 일어나게 된 후 확산 합이 최종 으

로 완료된다. 따라서 Fig. 6에서와 같이, 에칭 에 결함

이 찰되지 않았던 합부에서 에칭 후에 찰되는 Boun- 

dary는 하고 있던 양쪽 모재의 결정립간의 일체화

가 완료 되지 않아 존재하는 Boundary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Boundary가 존재하는 합부는 

확산 합 단계에서 볼 때, 마지막 3단계가 완료되지 않

은 상태의 합부 (미일체 결정립)라고 볼 수 있으며, 

충분한 합부의 기계  물성 확보를 해서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따라서, 결정립 미일체화에 미

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해 보았다.

  Fig. 7 는 합부 결함 찰에 사용하 던 미에칭 시

험편들을 에칭하여, 미일체 결정립을 찰한 후 합조

건별로 미일체화율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미일체화

율은 앞서 결함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총 합부 개수 36

 일체화 되지 않은 결정립이 존재하는 합부 개수의 

비율로 정의하여 계산하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

선 800 ℃ 이하에서는 유지시간과 가압력의 변화에 따

른 미일체화율의 변화가 명확하게 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온도를 900 ℃ 증가시키게 되

면, 유지시간의 향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900 ℃, 4 MPa의 가압력 아래

에서, 유지시간이 60 min에서 90 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미일체화율이 약 75 % 에서 약 18 % 수

으로 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결과가 

8 MPa 조건에서도 찰된다. 추가 으로, 900 ℃ × 

90 min 에서 각각 4 MPa과 8 MPa로 합한 합부

의 미일체화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압력의 증가에 

의해 미일체화율이 감소되지만, 그 정도는 3 % 수 으

Un-etched

Etched

50 um

50 um

Un-etched

Etched

50 um50 um

50 um50 um

Fig. 6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un-etched and the 
etched joint bonded at 800 ℃ × 60 min × 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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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압력의 향은 아주 은 것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1.5 mmt 두께의 STS316L 재를 10층

으로 합한 시험편에 한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결함

율  결정립 미일체화율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

토하 다. 그 결과 합부에서는 산화물로 구성된 Spot

성결함과 Line성 결함이 찰되었으며, 이들 결함의 제

거를 해서는 합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에칭된 시험편에 

한 찰을 통해 합부에 미일체화된 결정립이 존재하

는 것을 발견하 고, 이들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한 결과, 합온도가 결정립 미일체화 감소에 가장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1단계 합시험의 목 은 합부의 미세

조직 찰을 통해 최  합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며, 지

까지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최 조건은 900 ℃ 

× 90 min × 8 MPa 이라고 할 수 있다. Fig. 8은 최  

조건으로 도출된 900 ℃ × 90 min × 8 MPa 으로 

합된 합부를 EBSD를 통해 결정방 를 분석한 결과

이며, 심선을 기 으로 부분의 결정립들이 같은 방

를 가지는 하나의 결정립으로 일체화된 것을 찰 할 

수 있다. 

  제 2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최 조건을 

용하여 동일 크기의 재를 100층으로 층하여 확산

합을 수행하 으며, Fig. 9에 합 시험편의 외 을 

나타내었다. 시험편으 외 을 체 으로 찰한 결과 

뒤틀림과 미 합 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장 시험편

은 유로 에칭을 하지않은 가운데 부 에서 합부에 수

직방향으로 제작하 으며, 각각 3개씩의 시험편을 상온

과 -40 ℃에서 시험하 다. Table 2는 인장시험 결과와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에서 규정한 STS 316L의 상온 인장값을 함께 나타내

었다. 상온 인장특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작된 시험

편의 인장특성은ASME에서 요구하는 STS316L의 인

장특성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온도가 

-40 ℃가 되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약 30 MPa

와 약370 MPa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

히 연신율의 경우 -40 ℃ 에서도 평균50 % 정도 유지

되는 것으로 보아, PCHE의 운  온도인 -40 ℃에서

도 연성 하에 따른 합부의 물성 하는 일어나지 않

을 것으로 상된다.

  Fig. 10은 최 조건으로 합한 인장시험편과 결함율

이 약 6 % 정도 찰되었던 800 ℃ × 90 min × 8 MPa

으로 합한 인장시험편의 시험 후 외   단부 의 

단면 미세조직을 비교, 찰한 결과이다. 최 조건으로 

제작한 인장시험편은 인장방향으로 변형이 상당히 일어

난 후 단 되었으며, 단면 미세조직을 통해서도 동일

한 결과를 찰할 수 있다. 한 단이 일어난 치

( 합부 혹은 모재)를 정확히 찰할 수 없는 것이 특

징이다. 하지만 800 ℃ × 90 min × 8 MPa 에서 

합한 인장시험편은 최 조건의 인장시험편과 달리 단면

수축이 거의 없이 단이 일어난 것이 찰된다. 특히, 

단면 미세조직 찰결과 단면으로부터 수 mm 떨어

진 ‘A’ 부 의 경우, 균열이 시험편의 외부로부터 시작

되어 내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부 에 

한 확  찰결과, 결함으로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합부를 따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이 최

종 으로 일어난 부  한 합부일 것으로 단되었

다. 단, 균열을 야기한 결함의 종류를 규명하기 한 분

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다. 

Joint

Fig. 8  EBSD orientation map on the joint bonded at 900 ℃
× 90 min × 8 MPa

Fig. 9 Diffusion bonded specimen made at 900 ℃ × 90 min 
× 8 MPa (100 layer)

Temp. YS(MPa) TS(MPa) EL(%)

RT

212 532 67

204 546 76

213 543 70

-40℃ 
248 927 51
246 930 52
246 916 48

ASTM Req. (RT) 170 475 40

Table 2 Tensile property of the joint bonded at optim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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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합시험편 한 물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 합조건으로 PCHE 제작이 가능할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PCHE 제품 제작을 해서는 우선, Core 

제작(3단계 합)이 필요하다. PCHE Core제작을 

해서 두산 공업이 독자 으로 설계한 유로를 에칭 한 

400×150×1.5 mm크기의 STS316L 재 100여장이 

소요되었다. Fig. 11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PCHE core

를 보여주며, 외  찰결과 뒤틀림이나 미 합된 부

는 찰되지 않았다. 이후 STS316로 제작한 헤더를 

수동 GTAW를 통해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 다. 완

성된 수소스테이션용 PCHE 제품은 Fig. 12에 나타내

었으며, H2의 입출구와 냉매의 입출구를 외 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 공사 내압시험 규정 (KGS AC111)에 

의하면 내압시험은 일반 으로 수압시험으로 평가하여

야 하고, 부가되는 압력은 설계 압력의 1.2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작된 PCHE 제품은 설계

압력 990 bar의 약 1.2배인 1200 bar에서 수압시험

을 실시하여 제품의 내압특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Fig.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약 1200 bar

의 압력에서 구조  건 성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열교

환 성능 검증 후 수소스테이션에 용 할 수 있을 것으

로 단하 다. 

Fracture surface
Fracture surface

(a)

(b)

A

200 um200 um

1 um1 um 200 um200 um

1 um1 um

Fig. 10 Tensile specimens and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around fracture after the test. Tensile specimen 
bonded 900 ℃ × 90 min × 8 MPa after the test and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 around fracture, (b) Tensile 
specimen bonded 800 ℃ × 90 min × 8 MPa after the test and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 around fracture

Fig. 11 PCHE Core bonded at optim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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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수소스테이션용 PCHE형 Compact열교환

기를 개발하기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

로 하 다. 합부의 결함 형성  기계  물성에 미치

는 합조건의 향에 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최

합조건으로 수소스테이션용 PCHE 제품을 제작하여 평

가하 으며, 주요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미에칭 시험편에 한 찰을 통해, 합부에는 산화

물로 구성된 Spot성 결함  미 합부인 Line성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에칭에 의해 나타난 합

부의 Boundary는 미일체화된 결정립계인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함율과 결정립 미일체화율의 변화에 미

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한 결과, 유지시간과 합

온도의 증가에 의해 결함율과 미일체화율은 감소하 고 

특히 합온도 증가에 의해 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압력 증가의 향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2) 합부의 결함  미일체화 결정립 형성에 한 

합조건의 향을 검토하여, 900 ℃ × 90 min × 8 MPa

을 최 조건으로 도출하 다. 도출된 최 조건으로 제

작된 합부에 한 상온  -40 ℃ 인장시험을 수행

하여 합부의 기계  물성을 평가하 으며, ASME에

서 규정하는 STS316L에 하여 요구하는 물성을 크게 

넘어서는 기계  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40 ℃에서도 50 % 정도의 연신율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3) 기계  물성이 확인된 최 조건으로 수소스테이션용 

PCHE Core를 제작하 으며, 헤더의 경우 수동 GTAW

로 조립하 다. 완성된 PCHE 제품은 규정에 의거하여

1200 bar의 수압시험을 통해 열교환기의 구조건 성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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