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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264.7 큰포식세포에서 상백피 및 상지 에탄올 추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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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of root peel and spear
of mulberry (RME and SME, respectively)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Both extract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nitric oxide (NO), and interleukin-6 (IL-6).
However, prostaglandin E

2
 (PGE

2
) levels decreased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reated with SME. Additionally,

the extracts reduced inducible NO synthase (iNOS) expression and cyclooxygenase-2 (COX-2) in mRNA levels. Although
ROS production was lower in the RME-treated cells than in the SME-treated cells, the levels of other inflammatory
parameters, including IL-6 and PGE

2
, and mRNA levels of iNOS and COX-2 reduced more in the SME-treated cel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ME showed higher anti-inflammatory activities than RME. Therefore, SME can be used as a
functional food ingredient to enhanc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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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은 물리적인 상처나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정

상적인 생체의 방어메커니즘의 일종이며 이 염증작용을 통하여

발병요인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시켜 정

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하게 한다(1). 만성염증은 암, 신경계질환,

대사이상, 심장병 등과 같은 만성 질환과 폭 넓게 연관되어 있

고, 이는 산화스트레스와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다(2-4). 염증의 병

리메커니즘은 사이토카인 상호작용과 많은 전구 염증 유전자의

유도에 의해 조절되는 복잡한 과정이다(5). 여러 면역 관련 세포

중 탐식세포는 인체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염증과정에서 백

혈구 유주에 앞서 병원체에 대항하는 즉각적인 방어를 제공함으

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RAW 264.7 세포는 항염증 소재의 효

능을 검증하고, 전구 염증 매개인자들의 유도를 주도하는 신호전

달경로의 억제효능을 가진 소재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모델로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질다당류(lipopolysac-

charide)를 이용하여 과도한 염증을 유도한 모델을 이용하고 있

다. 지방질다당류는 그람 음성세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로

서, 내독소로 작용을 한다(6). 이러한 지방질다당류는 큰포식세포

를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된 큰포식세포는 산화질소(II)(nitric oxide)

및 프로스타글란딘 E
2 

(prostaglandin E
2
) 같은 염증인자는 물론 인

터류킨-6 (interleukin-6), 종양괴사인자-α (tumor necrosis factor-α)

같은 전염증성 인자를 생성한다(7). 전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iNOS

(inducible NO synthase) 발현을 유발하고 산화질소(II) 생산을 일

으킬 수 있다. 또한 cyclooxygenase-2 (COX-2)의 발현은 세포손상,

고통, 부종 및 열, 신생혈관 형성 및 전이 같은 종양생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8-10). 따라서 이러한 염증 매개 인자의 효율적인 억

제가 항염증 활성을 가진 식품소재 개발의 중요한 전략으로 보인다.

뽕나무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당뇨, 각기, 부종, 기침 및 가래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 왔고(11,12) 현대에 들어 친환경, 웰

빙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그 효능과 친환경적인 성격으로 누에

사육 이외의 기능성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3). 또한 뽕나무에서 얻어진 재료들은

식용 자원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뽕잎 떡, 뽕잎 차, 뽕

잎 국수, 뽕잎 음료 등의 가공 식품의 형태로 제조하여 농가 소

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알려지고 있다(14). 뽕나무의

어린 가지는 상지라고 하여 긴원기둥 모양을 나타내며 그 길이

는 다양하고 지름은 0.5-1 cm이다. 외면은 노르스름한 회색 또는

회갈색이고 여러 개의 연한 갈색의 작은 점 모양의 피공 및 가

는 세로무늬가 있으며 회백색의 반월형 엽흔과 활갈색의 엽아가

보인다(11). 뽕나무에서 기원한 상지에 관해서는 암, 항고혈압, 항

염증 및 항당뇨 성분인 옥시레스베라트롤(oxyresveratrol), 레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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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롤(resveratrol) 및 모라신(moracin) 등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

고한 바가 있다(15,16). 상백피에 관해서는 산화방지(17), 항암(18),

동맥경화 개선(19) 등의 활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와 같이 뽕나무는 부위별로 다양한 생리활성과 기능성 물질을 함

유하고 있어 이들 추출물을 이용한 성인병 예방용 기능성 소재

및 식품을 개발할 가치가 매우 크다. 부위별 뽕나무의 생리활성

에 대한 연구로 동맥경화, 혈압, 항고지혈, 항염, 산화방지 효과

및 항균작용 등에 대한 자료가 보고되었다(11). 현재까지 다양한

뽕나무 추출물의 생리활성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지와

상백피 추출물의 염증 억제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RAW 264.7 세포를 이용하여 상지 및 상백

피 추출물이 염증인자 산화질소(II), 프로스타글란딘 E
2, 
전염증인

자인 인터류킨-6, 종양괴사인자-α의 억제 뿐 만아니라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염증 유발과 관련된 iNOS,

COX-2 mRNA의 발현 억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물질

본 연구에 사용된 상지 및 상백피는 2012년 6월 경북 영천에

서 재배한 것으로 봄에 잎이 내돋지 않은 때에 청일뽕 뽕나무로

부터 채취 후 곧바로 50oC 이하 열풍건조기(COBP-15S, Shinhe-

ung, Cheongju, Korea)에서 건조한 것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뽕나

무 부위 즉, 상지 및 상백피의 기능성 물질 함량 분석을 위한 에

탄올추출물의 조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12). 먼저 상지 및

상백피(20 g)에 80% 에탄올수용액 500 mL씩을 가하여 초음파추

출기(Power Sonic 420, Hwashintech, Gwangju, Korea)로 1시간씩

2회 추출한 후 여과(Whatman No. 2, Maidstone, England) 후 감

압농축기(Rotary Evaporator N-1000S-W, Eyela, Tokyo, Japan)로

농축하였고, 감압 농축된 추출물은 −20oC 냉동고에서 보관하면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쥐의 큰포식세포인 RAW 264.7 세포(KCLB

40071)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배양

에 사용된 10% 소태아혈청(FBS),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penicillin-streptomycin)과 1% HEPES (4-(2-hydroxyethyl)-1-piper-

azineethanesulfonic acid)가 함유된 둘베코수정이글배지(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는 Gibco (Grand Island, NY, USA)에

서 구입하였다. 배지는 1-2일에 한 번씩 교체하였으며, 5% 이산

화탄소(CO
2
)가스가 존재하는 37oC 배양기에서 진행되었다.

세포독성평가

RAW 264.7세포의 상지 및 상백피에 대한 세포생존율 평가는

3-(4,5-dimethylthiazol-2-thiazolyl)-2,5-diphenyl-2H-tetrazolium bro-

mide (MTT)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세포를 1×105 cells/mL의 농

도로 하여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80 μL씩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하여 세포를 부착시켰다. 부착된 세포에 상지 및 상백피 추

출물을 각각 1,000 μg/mL에서부터 2배씩 희석하여 최종농도 8

μg/mL까지 배지에 20 μL 첨가하여 37oC 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인산완충생리식염수(phosphate-buffred saline, PBS)에 녹인

MTT 시약(5 mg/mL,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을 20 μL씩 첨가하고 37oC에서 4시간 배양하였다. 용액을 제거

하고, dimethyl sulfoxide (DMSO)를 100 μL씩 처리하여 교반기

(150 rpm, 5분)에서 교반 후 마이크로판독기(micro-plate reader)

(Eon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Instruments, Inc., Ver-

mont, USA)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된 흡

광도는 살아 생존하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 효소 작용에

의해 MTT가 formazan으로 환원된 양을 나타내며, 생존하는 세

포수와 비례한다. 상지 및 상백피 추출물로 전 처리한 세포의 생

존율은 생존하는 시료 무첨가군의 생존율의 평균값에 대한 상대

적인 세포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Cell viability (%)

=(O.D. value of treated well−O.D. value of the blank)/

(O.D. value of untreated well−O.D. value of the blank)×100%

산화질소(II) 생성

배양액내의 산화질소(II)함량 측정은 아질산염(nitrite)를 산화질

소(II) 생산의 지표로 이용한 Griess 반응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각 세포들을 96 well plate에 1×105 cells/mL 농도로 180 μL 분주

한 다음 37oC, 5% 이산화탄소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추

출물을 최종농도가 10 μg/mL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24시간 후,

처리한 well에 지방질다당류를 최종농도 2 μg/mL가 되도록 제조

하여 20 μL씩 처리한 뒤,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추출물의 상

층액을 100 μL씩 새 plate에 옮긴 후 Griess 시약(reagent) 100 μL

를 넣었다. 이 때 Griess 시약은 5% phosphoric acid와 1% salfa-

nilamide의 혼합용액과 0.1% naphthylethylenediamine 용액을 각각

10 mL씩 섞어서 제조하였다. 10분 동안 배양시킨 후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ium nitrite를 이용하여 표준검량 곡

선을 작성하였고 함량 계산에 이용하였다.

사이토카인 생성량 측정

RAW 264.7 세포를 6 well plate에 최종농도가 1×105 cells/mL가

되도록 분주한 뒤 37oC, 5% 이산화탄소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

한 후 추출물을 1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다. 24시간 후 지방질

다당류(2 μg/mL)를 처리하여 48시간 배양한 후, 세포배양 상층액

을 취하여 프로스타글란딘 E
2
, 인터류킨-6, 종양괴사인자-α 사이

토카인의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R&D systems (Minneap-

olis, MN, USA)에서 구입한 ELISA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측정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가 세포 안으로 침투할 때, 가수분해에

의해 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로 전환이 되고 활성산

소종과 반응하여 dichlorofluorescein (DCF)로 산화해 녹색의 형광

을 발하게 된다. RAW 264.7 세포를 1×105 cells/mL 농도로 96

black well plate에 분주한 후 24시간 배양시켰다. RAW 264.7 세

포가 부착된 96 black well plate에 상지, 생백피 에탄올 추출물을

24시간 처리하였다. 인산완충생리식염수로 2번 씻어 내준 후,

DCF-DA를 1 mM의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지방질다당류

를 처리하여 48시간 배양시켰다. 이후 형광 분광 광도계(Fluorescent

spectrophotometer) (PerkinElmer Inc., Waltham, MA, USA)를 이

용해서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에서 측정 하였다.

COX-2와 iNOS mRNA 생성량 측정

RAW 264.7 세포를 6 well plate에 최종농도가 1×105 cells/mL가

되도록 분주한 뒤 37oC, 5% 이산화탄소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

한 후 추출물을 1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다. 24시간 후 지방질

다당류(2 μg/mL)를 처리하여 48시간 배양한 후, 세포 배양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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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카인 RAW 264.7세포에서 총 RNA는 TRIzol 시약(Gibco,

Grand Island, NY, USA)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RNA의 농도는

BioSpec-nano 분광 광도계(Mecasys Corp., Daejeon, Korea)를 이

용해 260/280 nm의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cDNA는 High Capacity

RNA-to-cDNA Kit (Hoffmann La Roche, Basel, Switzerland)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표적 유전자에 대한 primer 세트는 COX-2; 5'-ACCAACGCT-

GCCACAACT-3', 5'-GGTTGGAACAGCAAGGATTT-3', iNOS;

5'-ACCTAGGAGCATCCCAAGT-3', 5'-CAGCGCATACCACT-

TCAGC-3', β-actin; 5'-CCCGCGAGTACAACCTTCT-3', 5'-CGT-

CATCCATGGCGAACT-3'이다.

모든 PCR 분석은 Light cycler 96 (Hoffmann La Roche,

Basel, Switzerlan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95oC에서 10분 동안

초기변성 후에 95oC 10초, 60oC 30초 동안 2단계에 걸쳐서 40

cycle을 진행하여 증폭 하였다. PCR 결과로부터 각각의 유전자의

상대적인 정량분석은 베타액틴(β-actin)에 대한 조사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PCR 생성물의 상대적인 비율로 계산한 뒤, ΔCT법을

이용하여 mRNA 생성량을 계산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반복으로 실시한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

타내었으며, 각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0.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PSS Inc., Chicago, IL,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표준오차(S.E.)로 나타내었다. 군간

분석 항목별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

ance)를 수행한 후, 던컨의 다중검정(Ducan’s multiple range test)

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독성평가

상백피, 상지 추출물이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RAW 264.7 세포에 1,000 μg/mL부터 2배 씩 희석한 추출물을 처

리하여 MTT 시험을 진행하였다(Fig. 1(A)). 그 결과 상백피, 상

지 추출물 모두 1,000 μg/mL과 500 μg/mL에서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고 8-16 μg/mL 처리시 세포에 독성을 미치지 않음

을 확인하여, 이후 실험 조건은 세포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고농도인 10 μg/mL 농도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산화질소(II), 프로스타글란딘 E
2
 생성 억제 효과

상백피 및 상지 추출물의 산화질소(II), 프로스타글란딘 E
2
 생

성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지방질다당류 처

리군 시 대조군 0.39±0.12 μM에 비해 31.17±2.27 μM로 산화질소

(II) 생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상백피, 상지 추출물 모두 유의

하게 산화질소(II)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두 추출물간의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0.05). 상지 추출물 처리는 프로스타글란

딘 E2 생성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지방질다당류로 자극시

키지 않은 대조군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하지만

상백피 추출물은 프로스타글란딘 E2 생성량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인터류킨-6, 종양괴사인자-α) 측정

상백피, 상지 추출물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량 저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류킨-6와 종양괴사인자-α 분비 수준을 측정하

였다(Fig. 1). 지방질다당류 처리에 의해 인터류킨-6 생성량이 현

저하게 증가했으며, 상지, 상백피 추출물 처리 모두 인터류킨-6

생성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상백피 추출물 처리군의

인터류킨-6 생성량은 약 75 pg/mL 감소한 반면, 상지 추출물 처

리군에서는 약 450 pg/mL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지 추출물

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능력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훨

씬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종양괴사인자-α 역시 지방

질다당류군에서 생성량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p<0.05)

하였으나 상지 추출물은 종양괴사인자-α 생성량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고 상백피 군에서는 지방질다당류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 종양괴사인자-α는 IκB kinase (IKK)와 nuclear factor

kappa B (NF-κB)의 신호전달을 받아 발현된다(20). 따라서 종양

괴사인자-α의 발현을 조절하는 상위 조절분자의 활성 및 단백질

발현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활성산소종 측정

활성산소종 발생에 관한 상백피, 상지 추출물의 영향 비교에

관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추출물을 24시간 전처리하고

지방질다당류로 유도된 활성산소종을 시료 및 지방질다당류 무

첨가군의 흡광도 평균값에 대한 상대적인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측정 결과, 지방질다당류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처리한 군

에서 활성산소종 양이 12% 증가함을 보였고 상백피 추출물은 지

방질다당류유도 군 대비 활성산소종 양을 35% 감소시켰으며, 상

지 추출물 또한 지방질다당류에 의한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12%

감소시켜 지방질다당류 비처리군과 동일한 수준의 활성산소종 생

성을 보였다. 이 두 추출물 중 상백피 추출물이 상지 추출물보다

활성산소종 생성을 유의하게 더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본 연구에서 활성산소종 생성량으로 확인한 산화방지 효과는

상백피 에탄올 추출물이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Khan 등(21)의 연구에 의하면 상백피 추출물의 총 폴

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상지 추출물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α, 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하이드록실

라디칼 제거(hydroxyl radical scavenging) 등의 실험에서 상백피

추출물의 효과가 상지 추출물의 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X-2와 iNOS mRNA 발현량 측정

상백피, 상지 추출물의 염증 반응 관련 mRNA 발현 억제를 확

인하기 위해 RT-PCR을 이용하여 COX-2와 iNOS mRNA 발현량

을 확인하였다(Fig. 3). 그 결과 COX-2에서 지방질다당류 처리군

의 COX-2 mRNA 생성량 증가는 4.23±0.08배, iNOS의 mRNA

증가는 3.29±0.22로 현저히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상지,

상백피 추출물 모두 COX-2와 iNOS mRNA 발현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특히, 상백피 추출물 보다 상지 추출물이 COX-2와

iNOS mRNA 생성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5).

지방질다당류는 탐식세포에서 인터류킨, 종양괴사인자-α와 같

은 염증매개인자의 생산 촉진과 iNOS, COX-2와 같은 염증매개

인자 생성 효소의 발현을 촉진한다(22,23). 특히 염증과정 중에

COX-2와 iNOS에 의해 산화질소(II),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생성

되는데(24,25), COX-2는 큰포식세포와 활막세포 같은 염증세포에

서 감염, 상처, 스트레스 인자에 의해 아라키도닉산(arachidonic

acid)으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양의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시켜 침

해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염증상태로 유도하며(26,27), iNOS 또한

산화질소(II)를 합성하는 NO synthase (NOS)의 나머지 두 가지

형태인 neuronal NOS (nNOS), endothelial NOS (eNOS)와 다르

게 다양한 염증 유도 사이토카인 등에 의해 노출되는 경우에만

발현한다(28). 이번 연구에서는 상백피 및 상지 추출물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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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질다당류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에서 전구 염증 매개인

자들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촉발하는 전구

염증 매개인자들의 생산을 감소시킬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상

백피, 상지 추출물을 비교한 결과, 상지 추출물이 상백피 추출물

보다 프로스타글란딘 E
2
, 인터류킨-6 생성량과 COX-2, iNOS

mRNA 발현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상지 추

출물이 항염증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백

피 및 상지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mRNA 수준에서만 진행하

였는데 다음 연구에서는 관련 효소 활성도 및 단백질 수준에서

의 변화를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

후 상백피, 상지 추출물에 함유된 성분들을 분석하여 해당 성분

들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써 상지 추출물이 효과적인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는 상지 추출

물의 염증완화 메커니즘을 통한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정

확한 작용메커니즘 확인 등의 분석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Cytotoxicity of ethanol extracts of root peel and spear of Morus alba L. (RME and SME, respectively) in RAW 264.7 cells (A).

Nitric oxide (NO) (B), PGE
2 
(C), IL-6 (D) and TNF-α (E) levels in li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reated with RME

and SME. Representative data from three experiments are shown. Data are given as mean±SD. Different letters 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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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백피 및 상지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RAW 264.7 세포를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상백피, 상지 추

출물의 활성산소종, 산화질소(II), 프로스타글란딘 E
2, 
인터류킨-6,

종양괴사인자-α 등의 생성능과 COX-2, iNOS mRNA 발현을 확

인하였다. 산화질소(II) 생성량은 두 추출물 모두 유의하게 비슷

한 정도로 감소시켰으나, 활성산소종 생성에서는 상백피 추출물

이 상지 추출물 보다 억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스타글란

딘 E2와 인터류킨-6 생성에서는 상지 추출물의 억제 효과가 강하

게 나타났으며, COX-2와 iNOS mRNA 발현량 또한 상지 추출물

의 상백피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로 상백피, 상지 추출물 모두 염증 매개인자 발현 억

제를 통해 항염증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으며, 상지 추출물이

상백피 추출물 보다 염증 완화 효과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

후에는 상백피 및 상지 추출물의 주요 활성 성분들의 차이와, 염

증완화 메커니즘을 통한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작

용메커니즘 확인 등의 분석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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