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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불소 미방출 치면열구 색제 ConciseTM에 제조한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bioactive glass 

nano particles: BGn)를 0.5, 1.0, 2.0 wt%를 첨가하여 새로운 치면열구 색제를 조성하고 세균부착실험을 

통한 세균부착 억제 효과와 물성을 평가 하 다. 물흡수도와 용해도는 ISO 4049(2009) 규격에 맞추어 직경

10 mm, 두께 2 mm 시편을 제작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하 으며 세균부착효과는 S. mutans, S. 

aureus, E. coli 3개의 균주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실험 결과 물흡수도는 BGn 첨가가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 으며 용해도는 첨가될수록 낮은 용해도를 보 다(p<0.05). 세균부착실험 결과 조군 Concise
TM 

과 비교하여 BGn을 첨가한 S. mutans 실험군에서 다소 낮은 부착 양상을 보 으나 통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S. aureus 실험군과 E.coli 실험군에서는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이는 

BGn의 세균부착 억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사료된다. 향후 BGn 첨가양에 따른 효율성과 폭 넓은 

물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뮤탄스균∣생체활성유리 나노입자∣용해도∣치면열구전색제∣항균∣
Abstract

In this study BGn-incorporated non-fluoride release of pit and fissure sealant ConciseTM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promote antibacterial effect of fit and fissure 
sealant with the original material.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BGn 
incorporating vary-ing amounts bioactive glass nano particles(BGn) (0,0.5,1.0 and 2.0 wt% in 
sealant) were characterized composition of the resulting were investigated.
The solubility to aid absorption was calculated by weighing specimens with a diameter of 10 

mm and a thickness of 2 mm according to ISO 4049 (2009). The antimicrobial effect was 
evaluated using three strains of S. mutans, S. aureus and E. coli. 
The absorbance of the test results was as high as the addition of BGn increased, and the lower 

the solubility as the solubility was added(p<0.05). Adhesion experiment results S. mutans in 
contrast to the control group Concise

TM, BGn-added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omewhat 
lower adherent surface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p<0.05). However 
S. aureus and E. coli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antibacterial agents 
between control and BGn containing(p<0.05). It seems that this BGn proved that even a 
antibacterial effect was demonstrated. Therefore, it was suggest that the additional effects of 
BGn and research on a wide range of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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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치면열구 색제는 치아의 교합면 소와와 열구내로 

침투하는 미생물과 산 생성을 유발하는 탄수화물의 공

을 차단함으로써 미생물 수를 감소하여 우식 방에 

효과 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임상에서도 수

복 빈도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 우리나라에서

는 치아우식증 방사업으로 치면열구 색제를 정부에

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술과정  수분

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교합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탈락하거나 미세 출이 발생하여 세균  치태가 부착

되고 색제 하방으로 이차우식이 유발된다[2]. 

이러한 치면열구 색제의 물성을 강화하기 해 단

량체에 충 재 입자를 첨가하는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3]와 Park 등[4]은 하이드록시아 타이

트(Hydroxyapatite: HA) 필러(filler)를 첨가하여 물성

을 개선하고 재 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으며 An 

등[5]은 S-PRG filler를 첨가하여 항미생물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 다. 치아우식증은 표층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 우식이 발생하더라도 재석회화가 가능한 동  과

정이다[6]. 기우식을 방하고 세균성장 억제  획득

피막 억제를 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7-10]. 재석회화와 우식 방을 한 재 화제제로 불

소가 표 인 물질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불소

는 치면열구 색제를 포함하여 수복재, 라스아이오

머 시멘트, 교정용 라켓 착제 등 다양한 불소 방출 

제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었으며[11][12] 그 효과는 인정

되어 문가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불소함유 치약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소유리에 한 연구에서 불소 유리 기간은 

24시간이 가장 많은 불소를 유리하고 48시간 이후에는 

격히 감소하는 burst effect로 지속 인 효과는 미비

하며, 불소염의 경우 쉽게 용해되는 성질로 진내의 

기포를 유발하고, 한 법랑질 표면의 다공성 정도에 

따라 불완 하게 표층을 재 화시키는 등 불소 첨가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 이 보고되고 있다[11][13][14].

최근 우수한 생체 합성과 체액과 반응하여 아 타

이트를 형성하고 상아질의 무기질화(mineralization)에

여하는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bioactive glasses 

nano particles)가 물성 개선과 항균효과를 입증한 연구

가 보고되고 있다[15][16]. 

이에 본 연구는 세균의 부착과 성장을 억제하고 불소

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불소 미방출 치면열구 색제

에 sol-gel법에 의해 제조된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

(Bio active nano particles: BGn)를 첨가하여 물흡수도

와 용해도를 통한 물성  세균부착을 억제하여 새로운 

치면열구 색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1.1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의(Bioactive glass nano 

particles;BGn) 제조와 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유리 구물질은 Tetraethyl 

orthosilane(TEOS)와 calcium nitrate  

tetrahydrate(Ca(NO3)2·4H2O)(Sigma–Aldrich, USA) 

이다. 유리 구물질을 85SiO2·15CaO·5P2O5(mol%)로 

조성하기 해 암모니아 용액(ammonia solution) 

(28%)에서 히 혼합한 후 입자가 형성되도록 

sonoreactor를 이용하여 24시간 교반한다(LH700S 

ultra-sonicpower generators, Ulsso Hitech, 

Cheongwon, South Korea). 조성된 물질은 증류수와 에

탄올로 3회 세척 하고 70℃ 오 기에서 24시간 건조하

다. 건조된 분말은 600℃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하

다(1 degree/min). 

분말의 입자 결정상의 분석을 해 X-ray 회  분석

기(XRD, Rigaku, Ultima IV, Japan)를 이용하여 2θ 4°

∼70°의 범 를 분당 0.02/min 속도로 찰하 다( λ= 

1.5418 Å). 분말의 성분 분석을 해 15 kV 라즈마 코

(IB-3 Eiko, Tokyo, Japan) 한 후 X-선 분 분석

(EDS, UltraDry, Thermo Fisher,Waltham, MA, USA)

을 이용하 으며, 주사 자 미경(FE-SEM: MIRA II, 

TESCAN, Czech)과 투과 자 미경으로 입자의 구조

와 형태를 찰하 다(TEM; 7100, JEOL,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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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Gn을 첨가한 치면열구전색제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치면열구 색제는 상업용 불소 미

방출 제품인 Concise
TM(3M ESPE, USA, Lot number 

N758202)을 사용하 다. 제조한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

자(BGn)를 무게비(wt%)로 계산하여 0, 0.5, 1.0, 2.0%를 

혼합한 후 빛이 차단된 갈색 유리병에 보 하여 음

세척기에서 20분 동안 분산하여 균질한 치면열구 색

제를 제조하 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기 해 

얼음을 넣어 조작하 다. 

2. 연구방법 

2.1 시편제작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디스크 형태의 직경 10 

mm, 두께 2 mm 테 론 몰드에 제조된 치면열구 색

제를 슬라이드 라스 사이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주입하여 LED 조사

기(Curing light. VALO
TM, ultradent co.. USA)를 이용

하여 앞. 뒷면 각각 20 씩 합 하 다. 합된 시편

은 37℃ 100% 상 습도 항온수조에 1시간 보  한 다

음 몰드에서 시편을 제거하 다. 제거 된 시편은 미

합층 제거를 해 SiC #400, #800, #1200 grit로 시편 당 

10  연마한 후 세척하 다. 모든 시편은 EO가스법으

로 멸균하여 사용하 다(Person medical, Korea).

2.2 물흡수도(water sorption)와 용해도(solubility) 

측정 

치면열구 색제의 물흡수도와 용해도 실험은 ISO 

4049 (2009)의 규격 로 실험하 다. 제작된 시편은 실

온의 건조자(dessicator)에 24시간 보 한 후 무게를 측

정하 다(Explorer, OHAUS, Korea). 이러한 과정은 일

정한 무게, m1을 얻을 때 까지, 즉 각 시편의 무게손실

이 24시간 내에 0.1 mg보다 크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측정한다. 마지막 건조를 마친 후, 서로 직각이 되는 곳

에서 시편의 직경을 digital caliper(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2번 측정 후, 평균 직경을 구하고 평균 두께를 

이용하여 시편의 부피(V)를 계산한다. 37℃의 증류수에 

7일간 보  후 tissue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m2로 하 다. 다시 실온의 건조자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고, 매 24시간마다 반복 측

정하여 무게의 변화가 0.1 mg을 과하지 않을 때를 최

종 건조 후 무게를 한 후 m3로 하여 물흡수도와 용해도

를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물흡수도는 Wsp = (m2-m3)/V 으로 계산하고, 

용해도는 Wsl = (m1-m3)/V 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V: 시편의 부피 (mm
3)

2.3 사용균주 및 배지

본 항균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Streptococcus 

mutans(ATCC 25175), Staphylococcus aureus(ATCC 

6538), Escherichia coli (ATCC 25922) 총 3개의 균주를 

사용하 다. 각각 Streptococcus mutans(SM)균은 

Brain Heart Infusion(BHI, Difco laboratories, 

Dickinson)배지를 사용하 으며 Staphylococcus 

aureus(SA)균과 Escherichia coli(EC)균은 Trypticase 

soy broth(TSB, Difco laboratories, Dikinson)배지를 

멸균 하여 CO2 37℃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2.4 세균 부착 실험  

고압 멸균한 각각의 액체 배지에 5% CO2의 37℃ 

incubator에서 S. mutans(SM)균, S. aureus(SA)균, E. 

coli(EC)균을 각각 제조사의 방법 로 배양하 다. 

멸균된 시편 에 1x 10
7 CFU/ml의 부유액 100 μl을 

5% CO2의 37℃ incubator에서 1시간 배양한 다음 PBS 

용액으로 2회 세척하 다. 세척된 시편은 12-well plate

에 이동하여 각각 배양한 새로운 액체배지 2 ml 넣은 

후 3시간 배양한다. 스토블루(PrestoBlue®, 

Molecular Probes, USA)를 10% 첨가하여 다시 1.5시간 

배양하 다. 배양된 액체를 96 well-plate에 100 μl 담아 

마이크로리더기를 이용하여 흡 도 570 nm에서 600 

nm에서 시편당 3회 반복 측정하 다(BioTek, 

Winooski, VT, USA). 모든 실험은 무균실에서 처리하

다. 

3.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20 (SPSS, USA)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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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으며 물흡수도  용해도 통계  비교와 세균부

착실험 결과는 one-way ANOVA Tukey HSD 다 비

교 분석 유의수  p<0.05에서 실시하 다.  

Ⅲ. 결 과

1. BGn(Bioactive glass nano particles)특성 평가 

제조된 BGn분말은 XRD를 통해 얻은 실험결과 2θ 

체 구간에서 결정  피크가 찰되지 않는 비정질

(amorphous)이 2θ = 15°~35° 구간에서 찰되었다. 이

는 BGn 합성이 용이하게 조성되었음을 악할 수 있다 

[그림 1A]. EDS를 통해 측정한 정량분석은 처음 제조

한 85Si/15Ca 조성과 일치함을 보 다[그림 1B]. 

sol-gel법으로 제조한 분말 시료의 형태와 구조는 다공

성(mesoporous) 구조이며 그 크기가 평균 42 nm의 균

일한 구상 형태임을 주사 자 미경 FE-SEM (MIRA 

II, TESCAN, Czech)과 투과 자 미경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찰하 다

[그림 1C][그림 1D].

그림 1. Characteristics of the bioactive glass nanoparticle 

A) The XRD pattern. B) EDS analysis. C) SEM 

image D) TEM image.

2. 물흡수도(water sorption)와 용해도(solubility)  

[그림 2]는 물흡수도와 용해도의 결과이다.

물흡수도[그림 2A]는 조군이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 BGn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여 BGn 

2.0 %를 첨가한 실험군 BGn2.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5). 용해도[그림 2B]는 BGn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조군에 비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BGn2.0 실험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5). 따라서 BGn의 첨가량은 치면열구 색제 

물흡수도와 용해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2. (A) Water sorption and (B) solubility of materials

(* means p<0.05).

3. 세균부착 실험

불소 미방출 상업용 치면열구 색제 제품에 BGn을 

첨가한 3균주에 한 세균부착 실험결과는 [표 1]과 [그

림 3(A-C)]에 나타냈다. E. coli(EC)균주의 실험 결과

는 BGn0 (0.24-0.53 nm), BGn0.5 (0.24-0.51 nm), 

BGn1.0 (0.23-0.50 nm), BGn2.0 (0.25-0.48 nm)으로 

BGn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세균부착률이 감소하는 양

상을 보 으며 2시간 실험군에서는 BGn0 (0.48 nm)에 

비해 BGn2.0 (0.37 nm)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그림 3A]. S. mutans(SM)균주 실험 

결과는 BGn0 (0.47-0.58 nm), BGn0.5 (0.48-0.57 nm), 

BGn1.0 (0.48-0.58 nm), BGn2.0 (0.45-0.55 nm)로 각 실

험군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B]. S. 

aureus(SA)균주 세균부착 실험 결과는 BGn0 

(0.29-0.58 nm), BGn0.5 (0.27-0.59 nm), BGn1.0 

(0.24-0.56 nm), BGn2.0 (0.24-0.51 nm)로 BGn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세균부착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

며 1.5시간, 2시간, 2.5시간 실험군에서는 BGn2.0 

(0.39-0.45 nm)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그림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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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r)

Concentration of BGn(wt%)

BG0 BG0.5 BG1.0 BG2.0

EC

1 0.24(0.06)a 0.24(0.05)a 0.23(0.04)a 0.25(0.04)a

1.5 0.31(0.04)a 0.29(0.04)a 0.28(0.04)a 0.28(0.04)a

2 0.48(0.04)a 0.48(0.04)a 0.40(0.04)b 0.37(0.05)b

2.5 0.50(0.04)a 0.50(0.03)a 0.45(0.03)a 0.42(0.03)a

3 0.53(0.05)a 0.51(0.05)a 0.50(0.04)a 0.48(0.04)a

SM

1 0.47(0.05)a 0.48(0.04)a 0.48(0.04)a 0.42(0.04)a

1.5 0.48(0.05)a 0.47(0.03)a 0.45(0.03)a 0.40(0.03)a

2 0.54(0.05)a 0.46(0.04)a 0.53(0.03)a 0.51(0.04)a

2.5 0.57(0.03)a 0.57(0.03)a 0.57(0.02)a 0.54(0.03)a

3 0.58(0.04)a 0.57(0.03)a 0.58(0.03)a 0.55(0.03)a

SA

1 0.29(0.04)a 0.27(0.03)a 0.24(0.04)a 0.23(0.03)a

1.5 0.49(0.03)a 0.50(0.03)a 0.46(0.03)a 0.39(0.03)b

2 0.52(0.05)a 0.53(0.04)a 0.48(0.04)a 0.39(0.03)b

2.5 0.57(0.04)a 0.58(0.03)a 0.55(0.03)a 0.45(0.02)b

3 0.58(0.03)a 0.59(0.03)a 0.56(0.03)a 0.51(0.03)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표 1. Comparison of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bacteria adherence

그림 3. The bacterial adherence on the sample surface 

after incubation for 1h, 1.5h, 2h, 2.5h and 3h. 

(A) E. coli (EC). (B) S. mutans (SM)). (C) S. 

aureus (SA). 

Ⅳ. 고 찰

치아우식증 방에 매우 효과 인 방법은 우식발생

이 높은 교합면 소와와 열구에 치면열구 색제를 도포

하는 것이다. 치면열구 색제는 타액에 의한 수분 

이 될 수 밖에 없는 구강환경에서 작압에 견딜 수 있

는 내구성을 갖기 해 물흡수도와 용해도의 물리  성

질이 우수해야 한다. 한 이차 우식증 유발을 방하

기 해 미세 출과 더불어 세균활성의 억제  부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균효과도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치아우식증을 감소하기 해 첨가한 항균물

질은 방출 효과가 지속이지 않고 독성 증가로 인해 오

히려 치아의 변색, 내성균주 발 을 래하는 부작용과 

기계  성질 하 등 다양한 문제 이 보고되었다

[17][18].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생체 합성과 항균성을 가지

고 있는 생체활성 유리 나노 입자(Bioactive glass nano 

particle: BGn)의 혼합을 용이하게 해 non-filler 형태

의 상업용 ConciseTM(3M ESPE, USA)치면열구 색제

에 무게비로 (0.5-2.0 wt%) 첨가한 3개의 실험군과 

BGn을 첨가하지 않은 치면열구 색제를 조군으로 

세균부착 실험을 통한 항균효과와 물흡수도와 용해도

를 연구하여 물리  성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물흡수도와 용해도는 수분에 의한 향으로 재료에

서 용해된 성분은 조직반응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재료

의 물성 약화로 인한 기계  물성 감소와 한 련

이 있다[19][20]. 이로 인해 탈락된 수복재는 이차우식

을 유발하는 요한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 물흡수도는 BGn이 첨가되지 않은 조

군에 비해 BGn의 첨가량이 높은 BGn2.0 실험군에 유

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그림 2A].  

용해도는 BGn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

으며 통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BGn2.0 

실험군에서는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그림 2B]. 

이와 같이 물흡수도와 용해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 원인은 BGn이 가지고 있는 친수성의 특성으로 인

해 수분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BGn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수분 흡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여 진다. 그 결

과 BGn2.0 실험군에서 가장 높은 물흡수도 값을 나타

냈다. 그러나 수분에 노출된 BGn은 표면 활성화가 되

어 이온을 방출한다. 방출된 이온은 표면에 침 층을 

형성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침 층은 차 

hydroxyapatite(HA)결정화로 환되어 용해도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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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인이라 여겨진다[21][22]. 수분과 결합하여 형성된 

hydroxyapatite는 기 우식증의 재석회화를 통해 우식

증 방과 치태 축 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진다. 이는 

Yang 등[7]에서 BGn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물흡수도는 

증가하고 용해도는 감소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내에서 상주하는 균으로 치아우

식증의 표 원인균 S. mutans와 화농성 감염질환  

치주질환의 표 원인균 S. aureus 균주를 사용하 으

며 보건지표원인균인 E. coli 균주의 세균부착실험을 

통해 항균효과를 평가하 다[23][24]. E. coli는 병원성 

장균으로 다른 장 감염증 원인균으로 생학상 

요한 오염지표균으로 알려진 균주이다[23]. BGn 함량

에 따른 세균부착 실험 결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소 

세균 부착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 2시간 경과

된 실험군에서는 통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그림 3A]. S. mutans는 실험군별 미비한 차이

는 보 으나 통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그림 

3B]. S. aureus균주는 모든 실험군에서 BGn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세균부착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 

1.5시간, 2.0시간, 2.5시간 실험군에서는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장 우수한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p<0.05)[그림 3C]. Hu 등[15]은 Bioglass 45S5의 항박

테리아(S. aureus, E. coli, S. epidermidis) 연구에서 

Bioglass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균력이 증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BGn의 항균효과 기 은 높은 PH에 의한 세포벽의 

괴와 수분에 의해 알칼리 이온이 방출되면서 BGn 주

의 박테리아 사멸의 결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BGn을 치면열구 색제에 첨가하여 물흡

수도와 용해도를 평가하고 세균부착 억제 효과를 연구

하 다. 그러나 BGn의 첨가량에 따른 PH변화와 BGn

의 정확한 기 을 입증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세균부착 억제 효과를 입증하여 BGn의 항균효과를 입

증한 에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치면열구 색제에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BGn)를 첨가하여 물흡수도와 용해도를 측정

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E. coli, S. mutans, S. aureus 

3균주에 한 항균효과를 연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BGn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물흡수도는 증가하 으

며 용해도는 감소하 다. 각각 BGn2.0 실험군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2. E. coli 균주는 BGn 함량이 증가할수록 세균부착

이 감소하 으며 2시간 실험군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3. S. mutans 균주는 BGn 함량이 증가할수록 세균부

착에 모든 실험군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p<0.05).

4. S. aureus 균주는 BGn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세균

부착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 1.5시간, 2시간, 

2.5시간 실험군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

본 연구는 기존의 치면열구 색제에 BGn을 첨가하

여 기존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물성에 한 평가와 이

차우식 방을 한 항균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으나 

실제 임상 으로 유사한 구강 환경에서의 다양한 기계

 평가와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항균 효과에 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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