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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자숙액의 자선 조사에 의한 생리활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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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various physiological property changes of the ethanol extract from 
the cooking drips of Enteroctopus dofleini  was investigated. The Hunter's color values of extract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irradiation doses.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xtract was increased 
depending on the irradiation dose. The inhibitory activities against tyrosinase and angiotensin Ⅰ converting 
enzyme were also increased with irradiation dose. It was also shown that the contents of proteins and 
polyphenols were increased by the irradiation. It was reasoned that the antioxidant activities were increased 
by proteins modified by the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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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년 우리나라 수산가공품은 맞벌이 주부의 등장  여가

활동의 증가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로 간편성을 부여한 

자숙처리 수산물  통조림 등과 같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식품 소비 패턴으로 인해 참치, 굴  문어는 

주로 자숙처리가 동반되는 통조림  건제품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소비되고 있다(1). 이와 같은 수산 제품의 제조 

에는 다량의 자숙액이 발생하는데, 세한 수산가공공장에

서는 이의 처리 문제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수산 가공 

폐액이 아무런 처리 없이 폐기될 경우 수질환경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물질의 회수  이용은 폐기자

원의 이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2,3). 건조 문어를 제조하기 한 자숙공정에

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문어 자숙액 역시 taurine, 단백질  

리코겐과 같은 유용 양성분과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4,5) 문어 자숙액의 산업  재활용

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감마선, 자선과 같은 리방사선은 독특한 생물학

 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이나 해충을 

사멸시키고 발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장기술로 

인식되고 있다(6,7). 이러한 방사선 에 지의 안 성에 해

서는 IAEA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인하고 있는데 

감마선 조사 기술의 이용성 증 를 한 연구와 함께 최근 

자선의 이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자선은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이 약해 용 범 가 제한되어 

있으나, 식품성분 변화를 최소화하고 설비비용이 감마선 조

사시설보다 렴하며 처리시간이 매우 짧고 조사선량의 조

이 용이하고, 방사성 동 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

인 수단으로 감마선 조사의 체 기술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9,10). 최근 Kim 등(11)은 수산가공 폐자원인 문어 자

숙액의 산업  활용 증 를 한 감마선 조사 결과를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이며, 소규모의 수산가

공에 용할 수 있는 자선 조사 기술을 용하여 문어 자

숙액을 식품  공 보건 소재로 이용하기 해 항산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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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 미백 효과 등의 생리활성 변화를 찰하 다. 한 

자선 조사구(10, 50 kGy)와 비조사구(0 kGy)를 비교함으

로써 자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

을 알아보았다.

재료  방법

시료 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어 자숙액은 부산 사하구 소재 우

수산에서 제공받았다. 시료 내의 유용성분을 효율 으로 추

출하기 해 에탄올을 70%로 제조하여 시료와 70% 에탄올

을 1:3 비율로 희석한 후 간헐 으로 흔들어 추출한 다음 

에탄올 추출액 상태에서 자선 조사를 수행하 다.

자선 조사

자선 조사는 electron-beam accelerator(model ELV-8, 

2.5 MeV, Eb-Tech, Daejeon, Korea)를 이용하 다.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bag에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

출물을 넣어 3 mm 이하의 두께가 되도록 포장한 다음, 가속 

류 5 mA, velocity 10 m/min의 선량률로 총 흡수선량이 

10, 50 kGy가 되도록 조사하 다. 이때의 흡수선량은 cellu-

lose triacetate(CTA) dosimeter로 확인하 다.

색도 측정

자선 조사에 의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색도 

변화를 찰하기 해 시료 10 mL를 지름 50 mm의 투명 

용기에 넣은 후 color/color differencemeter(model CM- 

3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
*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

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DPPH radical 소거능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

(12)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1 mL에 0.2 mM 1,1-di-

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St. Louis, MO, 

USA) 1 mL를 넣고 교반한 후 30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용액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

공여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되었다.

자공여능(%)＝( 1－
시료첨가구의 흡 도

)×100무첨가구의 흡 도

FRAP(Ferric-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측정

자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FRAP 측정 

방법은 Benzie와 Strain의 방법(13)을 참고하여 측정하 다. 

FRAP reagent는 25 mL acetate buffer(300 mM, pH 3.6)를 

37
oC에서 가온한 후,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2,4,6- 

tris(2-pyridyl)-s-triazine(TPTZ, Sigma) 5 mL와 20 mM 

ferric sulfate(FeSO4) 2.5 mL를 가하여 제조하 다. 제조된 

0.9 mL FRAP reagent에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 0.03 

mL와 증류수 0.09 mL를 넣은 후 37
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를 이용

하여 흡 도를 측정하 다. Blank는 시료 신 70% ethanol

을 넣어 측정하 다. 계산은 0.125, 0.25, 0.5, 1, 2.5  5 mM

의 농도로 반복하여 작성한 FeSO4의 검량식에 입하여 환

산하 다.

항고 압 활성

자선 조사에 의한 자숙액의 항고 압 활성은 ACE 해

활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ACE(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해활성은 Cushman과 Cheung(14)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Hippuryl-L-Histidyl-L-Leusine 

(HHL) 25 mg을 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에 용해

하여 제조한 기질 30 μL에 시료 10 μL를 가하여 37
oC에서 

10분간 반응하 다. 그 다음 시료 조군에 1 N HCl 50 μL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시료 처리군에는 효소 Angio-

tensin Converting Enzyme(0.5 unit/mL, Sigma Chemical 

Co.) 10 μL를 첨가하여 37
oC에서 30분간 반응한 다음 1 N 

HCl 50 μL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하 다. 그 후 모든 처리군

에 ethylacetate 300 μL를 첨가한 다음 원심분리기를 이용하

여 원심분리를 한 후 상층액 250 μL를 취해서 70
oC에서 1시

간 동안 방치하 다. 그 다음 증류수 300 μL를 첨가하여 교

반 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를 이용하여 228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ACE 해활성 환산식은 다

음과 같다.

ACE 해활성＝( 1－
S－S.C

)×100B－B.C

S: 시료의 흡 도

S.C.: 시료 조군의 흡 도

B: 공시험의 흡 도

B.C: 공시험 조군의 흡 도

Tyrosinase 해효과

Tyrosinase 활성 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15)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Mushroom tyrosinase(100 unit/mL, Sigma)를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0.1 M potassium phosphate buf-

fer(pH 6.8) 0.2 mL의 혼합액에 시료 0.2 mL를 첨가한 후 

25
o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를 이용하여 475 nm에서 측정하고 dopachrome

의 변화를 해능으로 환산하 다. Tyrosinase 해능 환산

식은 다음과 같다.

해능(%)＝ ( 1－ 
A－C

)×100B

A: 시료 자체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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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료 신 70% ethanol을 첨가한 흡 도

C: 효소액 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총 단백질 함량

자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단백질 함량 

변화를 알아보기 해 BCA 방법을 이용하 다. 시료 20 μL

에 BCA 용액(Copper Ⅱ sulfate : Bicinchoninic acid＝1:50) 

160 μL를 가하여 37
oC에서 1시간 방치 후 ELISA Reader 

(Anthos Labtec Instruments GmbH, Salzburg, Austria)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곡선은 

bovine serum albumin(Sigma Chemical Co.)을 이용하여 검

량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에 활용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

자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16)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시료 0.1 mL에 Folin-Ciocalteu's reagent(Sigma Chemical 

Co.) 0.2 mL를 첨가하고 23
oC에서 1분간 유지시켰다. 그 후 

5% sodium carbonate 3 mL를 가하여 23oC에서 2시간 방치 

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를 이용하여 765 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곡선은 gallic acid(Sigma)

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에 활용하 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17)에서 로그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 검정을 실시하

다.

결과  고찰

색도 측정

자선 조사에 의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색도 

변화는 Table 1에 나타냈다. 색도 측정 결과 명도, 색도 

 황색도 모두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Jo 등(18)의 연구에 의하면 감마선 조사가 

항산화제를 첨가한 녹차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tyrosinase 해 활성에 향을 미치지 않고 녹차 추출물의 

Table 1.  The change of Hunter color values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cooking drips of Enteroctopus dofleini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L a b

0
10
50

 SEM
1)

78.28
a2)

78.92
b

82.68
c

 0.03

 3.55
a

11.29
b

14.66
c

 0.02

15.95
a

20.11
b

21.48
c

 0.02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색상을 변화시킨다고 보고하 다. Kim 등(19)의 울 과 강

황 추출물에 한 연구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명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 자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의 어둡고 짙은 색상이 밝은 색상으로 변화하 다. 

따라서 식품  공 보건 산업에 용하 을 때 제품의 색상

을 어둡게 하지 않고 기능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양을 첨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산도를 측정한 결과 비조사

구에서는 0.1% 이하의 값을 가졌으며 50 kGy 자선 조사구

의 산도는 실험 오차 범  내의 같은 값을 보 다. 추출물의 

pH는 비조사구에서 pH 5.78의 값을 가졌으며, 10  50 kGy

의 자선 조사 후 pH 6.33  pH 6.41로 소폭 증가하 다. 

총 균수를 측정해 본 결과 문어 자숙액 내의 미생물은 발견

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고추장을 감마선 조사한 경

우에 Chun 등(20)은 0, 1, 3  5 kGy 조사시 5 kGy 조사구에

서 산도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 으나, Kim 등(21)은 0～

15 kGy의 다양한 선량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하 다. 

쇠고기에 감마선이 조사되었을 때 단백질의 수소결합이 끊

어져 염기성 유리아미노산이 증가하므로 pH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나 조사선량이 높아지면 유리아미노산의 decar-

boxylation으로 인하여 pH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

다(22). 본 연구에서도 자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의 decar-

boxylation에 의해 pH가 증가했다고 생각되어진다.

자공여능  FRAP 측정

자선 조사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자공여능  

FRAP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측정한 결과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69.10%에서 75.15%로 자공여능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감마선 조사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

물의 자공여능이 비조사구 65.87%에서 10 kGy 조사구가 

72.88%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공여능이 증가하

다고 보고한 Kim 등(11)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FRAP 측정법은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방법  하나로 

DPPH를 이용한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는 방법과 달리 환

원력에 의한 항산화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선 

조사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자선을 조사한 결과 0 kGy 비조사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value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cooking drips of Enteroctopus dofleini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DPPH value (%) FRAP value (mM)

0
10
50

 SEM1)

69.10b2)

74.59a

75.15a

 0.45

1.70c

1.92b

3.27a

0.06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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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70 mM에서 50 kGy 조사구 3.27 mM로 환원력이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Kim 등(23)에 따르면 감마선 조사에 의

해 비 (Eriobotrya japonica) 메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

으나, Shon 등(24) 한 민들 (Dandelion) 추출물에 감마

선을 조사하 을 시 환원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

고하 다. Moon 등(25)은 FRAP 법과 DPPH 법은 높은 상

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문어 

자숙액의 자선 조사에 의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과 

FRAP 값들이 모두 증가하 다.

ACE 해 활성

최근 자숙액의 ACE 해능과 tyrosinase 해 활성에 

한 결과들이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리활성의 변화를 연구하 다. 자선 조사에 의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ACE 해 활성을 Fig. 1에 제시하

다.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ACE 해 활성도는 

71.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50 kGy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ACE 해 활성도는 각각 84.74  85.71%

로, 조사에 의해 ACE 해 활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ACE는 포유동물에서  내에서 류의 흐름과 염류의 

균형을 제어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모세  주변에 있는 

입자형 세포인 granular가 renin을 액 속에 분비하고 renin

은 angiotensinogen을 angiotensin으로 바꾸어 다. 이 an-

giotensin I은 ACE에 의해 angiotensin II로 바 며 이것이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aldosteron을 분비하게 하고, bradyki-

nin의 분해를 일으켜 결과 으로 압의 증가가 일어난다

(26). 자숙액 내에 존재하는 ACE 해 물질은 ACE의 활성

부 에 결합함으로써 angiotensin I과 경쟁 으로 반응하여 

angiotensin II의 감소를 일으켜 압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한 bradykinin의 분해를 차단하여 prostaglandin 등의 

 확장 물질의 합성을 진하게 된다(27,28). 자선 조사 

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이 가지고 있던 ACE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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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E inhibition effect of the cooking drip extracts 
of Enteroctopus dofleini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p<0.05).

활성을 증가시키므로 고 압을 방하는 기능성식품으로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Tyrosinase 해 활성

Tyrosinase는 피부 기 층에 있는 melanocyte의 mela-

nosome에서 tyrosine 혹은 dopa를 기질로 하여 피부의 색소 

성분인 melanin을 생합성하는데 있어서 key enzyme으로 작

용하는 효소이다. Melanin은 생물체에 매우 리 분포되어 

있는 색소로 quinone과 hydroquinone monomer unit의 합

체이다. 주로 암갈색 는 갈색이며 tyrosinase의 작용에 

의한 quinone의 생성이 선행된 후에 아미노산 혹은 단백질

과의 합 반응에 의해 합성된다. Tyrosinase 해 활성은 

피부암과 melanin 색소침착으로 인한 피부 질환의 치료 능

력 때문에 임상학 으로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햇볕에 탄 

후 피부의 색소탈색과 미백 능력 때문에 화장품 산업에서 

매우 요하다(29). 자숙액 내에 존재하는 tyrosinase 해 

활성 물질은 melanocyte cell의 tyrosinase 효소 활성을 해

하여 melanin 합성을 해하고, 결과 으로 melanin 합성을 

막는다. 자선 조사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ty-

rosinase 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해 활성도는 55.88%

이었고, 10  50 kGy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ty-

rosinase 해 활성도는 각각 83.32  88.58%로, 조사에 의

해 tyrosinase 해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57.49%에서 

86.27%로 tyrosinase 해 효과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Kim 

등(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Flavonoids와 같은 페놀 

화합물이 tyrosinase 해 활성에 련한 물질이라고 보고한 

Byun 등(30)의 연구 결과에 따라 페놀 함량의 증가가 ty-

rosinase 활성을 보다 더 해하거나, 는 자선 조사에 

의하여 구조가 변환된 페놀화합물이 높은 tyrosinase 활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향후 이에 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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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of the cooking drip ex-
tracts of Enteroctopus dofleini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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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tein contents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cooking drips of Enteroctopus dofleini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Protein content (μg/mL)

0
10
50

 SEM1)

0.18b2)

0.54a

0.55a

0.00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4. Total phenolic contents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cooking drips of Enteroctopus dofleini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Total phenolic contents (ppm)

0
10
50

 SEM1)

402.75c2)

472.62b

512.39a

 11.61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단백질 함량 변화  폴리페놀 측정

자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력 증

가에 한 원인을 알아보기 해 자선 조사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단백질 함량 변화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

하 다. 일반 으로 식품 원료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을 측정

하는 방법인 BCA법을 사용하여 자선 조사에 의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단백질 함량 변화를 Table 3에 나타

내었다. 비조사군의 단백질 함량은 0.182 μg/mL인 것에 반

해, 10  50 kGy에서는 0.543  0.553 μg/mL로 증가하 다. 

이는 감마선 조사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단백질 함량

이 0.167 μg/mL에서 0.735 μg/mL로 증가함을 보인 것과 유

사한 결과 다(Data not shown).

자선 조사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 402.75 ppm에서 512.39 ppm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감마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406.32 ppm에서 10 kGy에서 

476.25 ppm으로 증가하 다고 보고한 Kim 등(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단백질

을 ammonium sulfate로 침강시킨 다음 membrane으로 투

석하여 자선 조사를 한 후,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해 

보았다. 실험 결과 자선 조사에 의해 항산화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Data not shown). 하지만,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에 polyclar AT를 처리하여 폴리페놀을 없앤 후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해 본 결과 처리 과 후의 항산

화력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자선 조사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력 증가는 단백질의 항산화력 증가

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선 조사에 의해 문어 

자숙액의 항산화성, 항고 압  미백 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어 자숙액이 자선 조사로 인해 기능

성 소재로서 식품  공 보건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수산 가공 부산물을 천연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을 자

선 조사하여 이에 한 항산화, 항고 압  미백효과를 평

가하 고, 이와 더불어 조군(0 kGy)의 생리활성과 비교하

다. 자선 조사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색도를 측

정한 결과 감마선 조사와는 달리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색상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하 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자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이러한 소거능의 증가는 단백질의 항산화력의 증가가 원인

인 것으로 단되었다. ACE  tyrosinase 해 활성 측정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활성이 증가하 다. 따라

서 수산가공 폐자원인 자숙액이 자선 조사에 의하여 생리

활성이 개선된 기능성식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 

자선 조사의 산업 인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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