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ife Science 2009 Vol. 19. No. 7. 928~933 ⓒJLS / ISSN 1225-9918

Feline calicivirus에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는 천연식물자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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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로바이러스는 분류학상 family Caliciviridae에 속하며 단

일가닥의 RNA를 갖는 virus로[22], 생김새로 인하여 소형구

형 바이러스(small round structured virus, SRSV)로 불리기

도 하다가 최근 노로바이러스로 공식명명 된 식중독 바이러

스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사

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4,16], 미국 질병관리 본부조사

(CDC)에 의하면 수인성으로 인한 장염환자의 7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국내에는

1999년 처음 보고되어 2003-2004년 대형식중독을 일으키며

주목받기 시작하여 2007년 1～5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사고

중 4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체로 밝혀지는 등[15],

매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집

단식중독 유발 병원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2006년 질병

관리본부는 신고대상 병원체로 지정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1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감염된 환자의 토사물, 분변 및 신

체접촉에 의한 것이며 식수 및 어패류, 과일, 채소 등 즉석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 오염된 경우 10～100개의 작은 입자로

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입자가 매우 작아 공기 중에 에어

로졸 형태로 부유하기 때문에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발생하여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급성위장염의 증상을 나타낸

다[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세 이하의 유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 하지만 청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에 감수성을 나타내

며, 겨울에 유행하는 계절적인 특징을 보이나 최근에는 여름

철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중보건학상 큰 위협을 받고

있다[16].

노로바이러스는 60
o
C의 가열, 냉장․냉동 온도에서도 생존

하며, ether, 낮은 pH, 알코올계의 소독제에도 제어효과가 크

지 않고 염소농도 1,000～5,000 ppm에서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12,17]. 본 균을 제어시키기 위한 화학적인 소

독제는 과다 사용할 경우 열, 가려움 등 인체에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독제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부합

하여 최근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항균 및 항바이러스성을 가지

는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19], 항노로

바이러스 활성을 가지는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

이다. 그 이유는 노로바이러스는 인간의 장을 숙주로 하기 때

문에 동물실험이나 세포배양의 방법으로 증식 시킬 수 없어

[6], 바이러스 증식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제를 찾기란 쉽

지 않고, 현재 각종 virus에 대한 증식작용 억제 및 그 작용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calicivirus과에 속하면서 단일가닥의

RNA를 지니고 유전학적, 생화학적,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유

사한 feline calicivirus를 노로바이러스의 대체모델로 이용하

여 연구하고 있다[9,2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여

러 향신료 및 식물성 한약재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의 대

체모델인 feline calicivirus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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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dicinal plants used in this study

Scientific name Commercial name Materials Utilization

Allium scorodorpasum var. viviparum Regel

Zingiber officinale Rosc.

Capsicum annuum L.

garlic

ginger

red pepper

root

root

fruit

spice

Rosemary officinalis L.

Camellia sinensis L.

rosemary

green tea

leaf

leaf
tea

Cnidium officinale Makino

Carthamus tinctorius L.

Hovenia dulcis var. koreana

Poncirus trifoliata Raf.

Angelica gigas Nakai

Citrus aurantium L. subsp

cnidii rhizoma

safflower

raisin tree

trifoliolate orange

danggwi

tangerine peel

root

seed

stem

rind of fruit

root

rind of fruit

medical

herb

재료 및 방법

세포 및 바이러스의 배양

본 연구에 사용한 feline calicivirus (FCV) VR-782와 FCV의

숙주세포인 Crandell-reese feiline kidney (CrFK) CCL-94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USA)에서 분양받

아 사용하였다. CrKF 세포는 75 cm
2

tissue culture falsk

(Corning, USA)에서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USA), 100 U/ml penicillin과 100 μg/ml streptomycin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d's Medium (DMEM;

GIBCO/BRL, USA)을 사용하여 37
o
C, 5% CO2 조건에서 배양

하였으며, 세포가 90% 이상 monolayer을 형성하면 계대 배양

하여 사용하였다.

FCV는 monolayer로 형성된 CrFK 세포에 FCV 배양액을

90분 동안 흡착시킨 후, maintenance medium (DMEM, 2%

FBS)를 넣어준 뒤 37o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고, 16～24

시간 후 세포병변효과(cytopathic effects; CPE)가 일어나 부착

된 세포들이 떨어지면 FCV가 감염된 flask를 freezing-thaw-

ing을 2번 반복한 후, 1,500× g에서 15분 원심분리 하였다.

Cell-debris는 제거하고 세포를 파쇄시킨 후 바이러스를 함유

하고 있는 상등액을 cryogenic vial (Nalgene, USA)에 0.5 ml

분주한 후 사용할 때 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2].

대상 천연물질 추출물 준비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시험에 사용될 천연식물자원은 향

신료 3종(마늘, 생강, 고춧가루), 차(茶) 2종(로즈마리, 녹차) 그

리고 식물성 한약재 6종(천궁, 홍화씨, 헛개, 탱자, 당귀, 진피)

등 총 11종의 물질을 시험에 사용하였다(Table 1). 그중 향신료

와 녹차는 국내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으

며, 그 외의 식물자원은 2008년 4월 부산 부전시장에서 구입하

였다. 각 천연물질들은 건조중량 10배량의 95% methanol로

45oC에서 3시간 동안 3회 반복하여 교반 추출하였고, 이를 여

과한 후 60oC 수욕 상에서 rotary evaporator로 감압․농축하

였다. 각 추출물을 250 mg/ml의 농도로 dimethyl sulfoxide

(DMSO; Kanto, Japan)에 녹인 다음 0.45 μm millipore filter로

여과한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독성 시험

각 추출물에 대한 FCV의 숙주세포인 CrFK cell의 세포독성

은 96 well culture plate 표면에 CrFK cell이 부착하여 증식하

게 되는 세포부착성 시험(cell attachment test)으로 측정하였

다[14,19]. 각 추출물을 25, 12.5, 6.25, 3.13 및 1.56 m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세포배양액내에 세포(6.3×10
3

cell/ml)를 부

유시켜, 96 well plate에 4 well 씩 1 set로 하여 접종한 다음,

3일간 배양하면서 매일 세포가 부착, 증식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이때 세포가 부착, 증식하면서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농도를 MNCC (maxiumum non cytotoxic concen-

tration)으로 정하였다[14].

항바이러스 시험 및 바이러스 감염가 측정

FCV의 항바이러스 시험은 end point dilution assay 방법인

50% 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 (TCID50)으로 바이러스 감

염가를 측정하였다[8,9]. 바이러스 감염가는 바이러스 감염 후

배양 5일째에 바이러스에 의해 lysis된 세포를 가시화한 후

50% 이상 CPE가 나타난 well의 희석단계를 Reed-Muench

method로 산정하고 log TCID50/ml로 표시하였다[10].

먼저 96 well plate에 CrFK cell이 6.3×103 cell/well 되도록

분주한 후 37
o
C, 5% CO2 조건에서 48시간 배양하여 mono-

layer을 얻는다. 각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활성은 약 10
5

TCID50/ml로 희석된 FCV를 각 추출물과 농도별로 1:1로 혼합

하여 실온에서 3, 5, 24시간별로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반응

종료 후 virus를 maintenance medium에 10 진법으로 희석하

고 CrFK cell이 monolayer로 형성된 96 well plate에 growth

medium을 aspirate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희석된 바이러스

를 25 μl씩 8개의 well에 접종하고 37
o
C, 5% CO2의 incubator

90분 동안 방치하여 FCV를 CrFK cell에 감염시키고, 각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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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ytotoxicity effects of various methanolic extracts

Medicinal plants
Concentration (mg/ml) MNCC*

(mg/ml)25 12.5 6.25 3.12 1.56

Allium scorodorpasum var. viviparum Regel

Zingiber officinale Rosc.
Capsicum annuum L.

Rosemary officinalis L.

Camellia sinensis L.

Cnidium officinale Makino

Carthamus tinctorius L.

Hovenia dulcis var. koreana

Poncirus trifoliata Raf.

Angelica gigas Nakai

Citrus aurantium L. subsp

Contro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6.25

>25

6.25

6.25

12.5

12.5

25

6.25

6.25

25

-
*MNCC, maximum non cytotoxic concentration; ++, strong cytotoxicity; +, weak cytotoxicity; -, negative cytotoxicity.

에 100 μl의 maintenance medium을 첨가한다. 추출물의 항바

이러스 활성은 FCV 희석액을 일정시간 추출물과 반응시킨

후CrFK cell에서 측정된 TCID50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추출물의 세포독성 시험

각 추출물의 CrFK cell에 대한 세포독성은 25 mg/ml의 농

도부터 2배 단계로 희석하여 추출물을 가하지 않은 well의 세

포의 부착정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11종의 항신료, 차 및

식물성 한약재의 메탄올 추출물들은 CrFK cell에 대해 서로

다른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생강, 로즈마리, 탱자,

당귀, 녹차 추출물의 경우 6.25 mg/ml의 농도에서는 약한 독

성을 나타내었으나 세포의 부착 및 성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아 MNCC를 6.25 mg/ml로 정하였다. 천궁, 홍화씨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12.5 mg/ml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나

타내었으나 세포의 부착 및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MNCC를 12.5 mg/ml로 정하였다. 마늘, 헛개 및 진피의

MNCC는 25 mg/ml 그리고 고춧가루 추출물은 25 mg/ml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추출물의 calicivirus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

CrFK cell이 FCV에 감염될 경우 세포병변효과(CPE)가 일

어나 부착된 세포들이 떨어지게 된다(Fig. 1, right). 이를 이용

하여 바이러스 감염가는 FCV에 감염시킨 세포의 5일 배양

후, 50%이상 CPE가 나타난 well의 희석단계를 log TCID50/ml

값으로 표시하였다.

김치 부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항균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마늘, 생강 및 고춧가루 추출물[13]의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추출물을 농도

Fig. 1. Inverted microscopic photograph of normal Crandell-re-

ese feiline kidney (CrFK) CCL-94 cells (left) and CrFK

cells infected by feline calicivirus (right) after 24 hr.

별로 FCV 희석액과 반응시키고 CrFK cell에 감염시킨 후 FCV

에 대한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log TCID50/ml 값으로

조사하였다(Table 3). 향신료 추출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대조

군과 비교하였을 때, 마늘의 경우 25 mg/ml의 농도에서도

TCID50 값이 거의 감소하지 않아 항바이러스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강과 고춧가루 추출물의 경우도 마늘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 활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흔히 음용되고 있는 로즈마리와 녹차의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조사하였다. 로즈마리 추출물의 경우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관찰 한 결과 6.25 mg/ml에서

3시간 반응 후 1 log가 감소하였으나, 그 이하의 농도에서는

항바이러스 활성이 나타내지 않았다. 로즈마리는 그람 양성균

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5], 항바이러스

활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 추출물을 가지고 경우

3.13 mg/ml의 농도에서 3시간 이상 FCV와 반응시킨 경우

CrFK cell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56

mg/ml의 농도에서는 24시간 반응 시킨 경우 바이러스 감염

이 나타내지 않아 다른 추출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항

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3).

Bellamy [3]에 따르면 바이러스 log TCID50/ml 값이 4 log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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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viral activity of various methanolic extracts
against feline calicivirus

Medicinal
plants

Concentration
(mg/ml)

log TCID50/ml

0 time 3 hr 5 hr 24 hr

Allium
corodorpasum var.

viviparum

Regel

25.00

12.50

6.25
3.13

1.56

5.00

5.00

5.00
5.00

5.00

4.67

4.53

4.67
4.67

4.73

4.17

4.58

4.67
4.17

4.50

4.17

3.87

4.00
4.00

4.00

Zingiber officinale
Rosc.

6.25

3.13
1.56

5.00

5.00
5.00

5.00

5.00
4.83

4.50

4.34
4.17

4.17

4.17
3.00

Capsicum
annuum L.

25.00
12.50

6.25

3.13
1.56

5.00
5.00

5.00

5.00
5.00

5.45
4.56

4.00

4.83
5.00

5.00
4.24

4.00

4.67
4.33

4.83
4.17

4.17

4.34
4.17

Rosemarinus L.

6.25

3.13

1.56

5.00

5.00

5.00

4.00

4.17

4.34

4.00

4.17

4.17

3.50

4.00

4.00

Camellia
sinensis L.

6.25

3.13
1.56

5.00

5.00
5.00

neg
*

neg
3.50

neg

neg
3.00

neg

neg
neg

Cnidium officinale
Makino

12.5

6.25

3.13
1.56

5.00

5.00

5.00
5.00

5.00

5.17

5.17
4.83

5.00

4.83

5.50
4.83

3.00

3.73

4.00
4.33

Carthamus
tinctorius L.

12.50
6.25

3.13

1.56

5.00
5.00

5.00

5.00

neg
2.17

3.50

4.50

neg
neg

2.17

4.00

neg
neg

neg

3.33

Hovenia dulcis
var. koreana

6.25
3.13

1.56

5.00
5.00

5.00

5.00
4.67

5.00

4.67
4.33

5.00

neg
neg

3.00

Poncirus trifoliata
Raf.

6.25

3.13

1.56

5.00

5.00

5.00

4.34

4.67

4.83

4.33

3.50

4.50

3.00

3.17

3.17

Angelica gigas
Nakai

6.25
3.13

1.56

5.00
5.00

5.00

5.50
5.00

4.83

5.17
5.34

4.50

4.00
4.00

4.50

Citrus aurantium
L. subsp

25.00

12.50

6.25
3.13

1.56

5.00

5.00

5.00
5.00

5.00

4.50

4.49

4.83
4.50

5.17

4.00

3.71

4.67
4.34

4.90

3.00

3.00

3.56
3.83

4.33

Control - 5.00 5.00 5.00 4.00

TCID50, 50% 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 *neg, feline cal-

icivirus are inactivated.

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3.13 mg/ml에서 TCID50 값이 5 log

이상 감소하였으므로 뛰어난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약리작용 및 항균활성이 있다고 알려진 그 밖의 식물성 한

약재 6종을 메탄올로 추출하여 노로바이러스의 대체모델인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조사하였다. FCV에 대한 항바

이러스 활성을 조사한 결과 천궁, 헛개, 탱자, 당귀 및 진피의

경우 MNCC 농도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log

TCID50/ml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아 항바이러스

작용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3). 그러나 홍화

씨의 경우 MNCC 농도인 12.5 mg/ml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

을 때 3시간이상 반응 시킨 경우 TCID50 값이 4 log 이상 감소

하였고, 6.25 mg/ml의 농도에서는 5시간 이상 반응시킨 경우

에 4 log 이상 감소하여 다른 식물성 한약재보다 뛰어난 항바

이러스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1.56 mg/ml의 저농도에서는 3시간 반응시킨 경우 1 log정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반응시간을 연장하여도 지속적인

항바이러스 활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홍화씨

추출물의 경우 농도 의존적인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녹차 및 홍화씨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활성

천연 식물자원 11종의 항바이러스 활성에 대한 탐색 결과,

녹차 추출물과 홍화씨 추출물이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녹차추출물의 경우

6.25 mg/ml에서 3시간 이상 반응 시킨 경우 FCV가 완전히

불활성화 되었으며, 홍화씨 추출물위 경우 6.25 mg/ml에서

5시간 이상 반응시킨 경우 FCV가 완전히 불활성화 되는 것으

로 나타나 반응시간을 단축하여 반응 시간대에 따른 항바이러

스 활성을 조사하였다(Table 4).

녹차 추출물의 경우, 3.13 mg/ml의 농도에서 30분 만에

TCID50 값이 1.5 log 감소되었으며, 반응 1시간 안에 바이러스

가 불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6 mg/ml의 농

도에서는 반응 시간이 경과하여도 약 1 log 정도 감소하여 낮

Table 4. Antiviral activity of methanolic extracts of Camellia si-
nensis and Carthamus tinctorius against feline cal-

icivirus

Medicinal

plants

Concentation

(mg/ml)

log TCID50/ml

0 time 30 min 1 hr 3 hr

C. sinensis L.

6.25

3.13

1.56

5.00

5.00

5.00

2.17

3.50

4.00

neg
*

neg

4.00

neg

neg

3.50

C. tinctorius L.

12.5

6.25

3.13

1.56

5.00

5.00

5.00

5.00

3.17

4.50

4.50

4.50

4.00

4.00

4.17

4.17

neg

2.17

3.50

4.50

Control - 5.00 5.00 5.00 5.00

TCID50, 50% 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
*
neg, feline cal-

icivirus are in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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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도에서는 항바이러스 활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의 주요 성분인 카테킨은 식중독균이나 병원성 세균에

대해 항균작용을 나타내고 또한, 항노화 및 항바이러스 작용

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이

라는 물질이 FCV를 불활성화 시키는 물질들 중의 하나로 사

료되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화씨추출물의 경우, 6.25 mg/ml의 농도에서 반응 5시간

에 바이러스 감염을 나타내지 않았으나(Table 3), 시간을 단축

한 결과 12.5 mg/ml의 농도에서는 30분 만에 2 log 정도가

감소하였고,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항바이러스 활성이 점차 증

가하여 3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FCV가 불활성화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25 mg/ml의 농도에서는 3시간이 지나야 2 log

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녹차보다는 항바이러스 활성

이 약하지만 농도 및 반응시간에 유의적으로 항바이러스 활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향후, 홍화씨 추출물

의 FCV에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

는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

고자 norovirus의 대체 모델인 feline calicivirus를 이용하여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향신료, 차(茶), 식물성 한약재 등

11 종의 여러 가지 천연물질을 대상으로 농도 및 시간별로

FCV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

고 있는 물질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조합하여 보면 녹

차와 홍화씨의 추출물이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

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녹차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활성

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대사과정에 의존하여 증식하는 절

대 세포내 기생체이므로 천연물질을 이용한 항바이러스 물질

의 개발은 인체에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의 활성을 높여 보다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20], 천연물질을 이용함으로써 식재료 이용시에 식

품의 맛과 영양을 더 증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FCV

에 대한 천연물질의 in vitro에서 불활성화 작용을 조사함으로

써 노로바이러스 저감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식중독 사고에 대한 피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요 약

노로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

독 바이러스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

활성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향신료, 차(茶), 식물성 한약재

등 11종의 천연물질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의 대체모델

인 feline calicivirus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조사

하였다. 각 추출물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은 end point

dilution assay 방법인 50% 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

(TCID50)으로 바이러스 감염가를 측정하였다. 녹차(Camellia

sinensis L.) 추출물의 경우 3.13 mg/ml의 농도에서 1 시간

만에 FCV가 완전히 불활성화 되었으며, 홍화씨(Carthamus

tinctorius L.) 추출물은 6.25 mg/ml의 농도에서 5시간 만에

바이러스가 불활성화 되어 녹차추출물이 FCV에 대한 항

바이러스 활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도

및 반응시간에 유의적으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녹차 및 홍화씨 추출물 등과 같은 천연

식물 자원을 이용하여 FCV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조

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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