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3월 11일 신종 감염병 대유행

(pandemic)으로 선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

은 SARS-CoV-2의 감염으로 유발된 호흡기 증후군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에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시킨 신종 감염병이다[1]. COVID-19는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말, 호흡 등에서 나오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염된다[2].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나며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 오심, 설사 등의 증상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철저한 예방수칙으로 예방

이 가능하다[3].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COVID-19 감염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4]. COVID-19에 대한 

확산은 국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되었고 사망률의 증가로 

인하여 불안감도 생기며,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으로 현재 국내에서 마스

크 착용은 일반화되었고, 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되

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5],[6]. 

치과의 경우 사람의 구강내⋅외 병소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 술자, 협조자 및 치과의료 소비자가 밀접한 거리에서 

진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감염성질환의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치료과정 중 구강 내 타액으로 인한 비말 감염이 우려될 

수 있고[7],[8], 고속핸드피스와 초음파 치석제거기 등의 치과용 

장비로부터 에어로졸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으며, 에어로졸은 

사람의 구강으로부터 15~20cm까지 전파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치과용 기자재를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치과종사자와 치료

의료 소비자 사이의 교차감염의 위험이 높아짐으로 인해 세심한 

감염관리를 요한다[9],[10]. 이러한 상황에서 치위생과 학생들도 

다양한 치과⋅병의원에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아직 임상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감염질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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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최근 COVID-19로 인한 위험과 

감염예방 등 매스컴과 교육 자료를 접해 기본적인 지식은 보편화 

되어 있지만[11], 미래의 치과의료종사자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COVID-19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점검하고, 

COVID-19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행위 준수를 권장하기 위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COVID-19 관련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해야 할 것 보여 진다.

선행연구를 보면 COVID-19가 시작된 중국에서의 연구는 

일반인,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행동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였고[12],[13], 이란과 인도의 

연구에서는 의료 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지식, 예방행동 

및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4],[15]. 그리고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연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태도, 예방행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6],[17]. 또한, 국내에서는 일반인 대상,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보건계열 학생들 등의 대상으로 지식, 

태도, 위험인식, 예방행동, 감염 예방행위 수행, 감염관리 교육 

요구도 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6],[11],[18],[19], 

미래의 치과의료종사자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COVID-19와 관

련된 예방행동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수행하기 전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행동을 알아보

고, 예방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감염병 

대응 전략 및 예방을 위한 행위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COVID-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일 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을 구두로 설명하

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표본 수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1-β=0.95의 조건하

에서 효과크기 0.25로 ANOVA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했

을 때, 총 252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 268명

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COVID-19에 관한 지식

코로나 19에 대한 지식은 Taghrir 등[14]이 개발하고 김[6]등

이 수정보완 한 총 1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COVID-19에 

대한 공공 예방행동 5문항, 감염경로 2문항, 보건의료 전문가로

서 예방 및 치료 2문항, 병인 및 증상 4문항, 정의 및 진단 2문항으

로 각 문항에 ‘오답’과 ‘모른다’는 0점, ‘정답’은 1점을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고, 총점의 범위는 

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COVID-19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Taghrir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0이었고, 김[6]등이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3이였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0.70으로 나타났다.

2) COVID-19에 관한 태도

COVID-19에 대한 태도는 Peng 등[1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김[6]등이 사용한 총 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은 사람 간 전파와 학교로의 복귀, 야생동물 소비, 

감염병 비상에 대한 인내, 전염병 통제 조치 영향에 대한 태도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응답에 따라 ‘부정

적’ 0점, ‘중립’ 1점, ‘긍정적’ 2점을 부여하여 총점의 범위는 

0~1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COVID-19 전염병에 극복할 수 

있다는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김[6]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0.72

로 나타났다.

3) COVID-19 관련 예방행동

COVID-19 관련 예방행동은 Taghrir 등[14]이 개발하고 김[6]

등이 사용한 총 9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은 

공공장소 이용감소 5문항, 기침 예방행동 1문항, 손위생 2문항,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아니다’ 0점, ‘그렇다’ 1점을 부여하였고, 총점의 범위는 0~9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COVID-19관련 예방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ghrir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72

였고, 김[6]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70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는 0.68이었다.

3. 자료분석(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26.0 ver for windows, IBM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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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이다. 대상자

의 특성,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COVID-19 관련 예방행

동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COVID-19관

련 예방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COVID-19 관련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

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년으로는 ‘1학년’ 학생이 31.0%, ‘2학년’ 학생이 34%, ‘3학년’ 

학생이 35%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로는 ‘좋다’ 84.7%, 

‘보통이다’ 13.4%, ‘나쁘다’ 1.9%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관련 예방교육 유무에서는 교육받은 적이 ‘있다’가 

60.1%, ‘없다’가 39.9%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COVID-19 관련 예방행동 수준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관련 예방

행동의 평균점수는 <Table 2>와 같다. COVID-19에 대한 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8.88±12.99점, COVID-19에 대한 

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7.34±2.63점, COVID-19에 관련 

예방행동 점수는 9점 만점에 평균 8.02±1.40점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COVID-19 관련 예방행동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관련 예방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

Variables N %

Grade Freshman  83 31.0

Sophomore  91 34.0

Junior  94 35.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227 84.7

Average  35 13.4

Poor   5  1.9

Experience of preventive 

educ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Yes 161 60.1

No 107 39.9

Total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8

Variables N
Knowledge Attitude Preventive behaviors

M±SD t/F p M±SD t/F p M±SD t/F p 

Grade

Freshman 83 86.59±15.00a 3.691 0.026* 7.49±2.53 0.700 0.498 7.83±1.72 1.141 0.321

Sophomore 91 91.72±9.86a,b 7.47±2.69 8.13±1.17

Junior 94 88.16±13.37b 7.09±2.65 8.09±1.3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227 90.51±12.43a 15.023 <.001** 7.79±2.52a 25.367 <.001** 8.19±1.30a 12.125 <.001**

Average  36  81.30±12.22a,b 4.81±1.69b  7.25±1.57a,b

Bad  5 69.33±8.94b 5.40±1.34b 6.20±1.64b

Experience of preventive 

educ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Yes 161 90.52±12.64 2.557 0.011* 7.89±2.55 4.355 <.001** 8.20±1.33 2.550 0.011*

No 107 86.42±13.17 6.51±2.53 7.76±1.47

Analysed by t-tset and the one-way ANOVA, a,b Scheffe post-hoc
*p<0.05 **p<0.001

<Table 3> Differences in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s toward Coronavirus Disease-19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8

Variables M±SD Min~Max Range

Knowledge of Covid-19 88.88±12.99 33.33~100.00 0~100

Attitude toward Covid-19 7.34±2.63   2.00~10.00 0~10

Preventive behaviors for Covid-19 8.02±1.40   3.00~9.00 0~9

<Table 2> Degre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s

toward Covid-19 N=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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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전염병 관련 교육 유무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COVID-19에 대한 태도에

서는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전염병 관련 교육 유무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OVID-19 관련 예방행

동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전염병 관련 교육 유무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COVID-19 관련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COVID-19 관련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COVID-19 관련 예방행동을 종속

변수로 하고, 지식과 태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관적 건강상태, 전염병 관련 교육유무를 가변수

(Dummy variables)로 전환하고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약 33.1%(Adj.R²=0.331)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4.069, p<0.001). COVID- 

19 관련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가장 

주요한 예측 요인은 COVID-19에 대한 태도(β=0.455, p<0.001)

와 지식(β=0.143, 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정된 독립변수 중 COVID-19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 

높을수록 COVID-19 관련 예방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IV.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COVID-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행동을 확인하고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COVID-19에 대한 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약 88.8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Taghrir 등[14]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측정했던 연구 86.96점, Peng 등[17]이 대학생들에게 

측정했던 연구에서 82.34점, 김 등[6]의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에서 85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시기 차이로 인해 초기에 연구했던 연구들에 비해

서 지식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습득

이 용이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인터넷, TV 등을 통해서도 질병관

리청의 대응지침들이 수시로 수정되어 배포⋅공유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과 예방수칙의 관한 

공익광고 및 홍보 등을 진행됨으로 인해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잘 숙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가 보건계열에 속하는 치위생과 재학생들로 진행하

여 감염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의학적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아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에 극복할 수 있다는 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약 7.34점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와 유사한 김 등[6]의 연구에

서는 8.4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COVID-19가 장기화 되면서 COVID-19의 높은 감염률과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 실행되고 있고 

매일 대충매체에서 확진된 감염자 관련 브리핑 과 수시로 전송되

어지는 각 지역의 안전 안내 문자 등으로 점차 불안감이 증가되어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낮아져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된다. 하지만, 10점 만점의 7점은 중간정도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감염병에 극복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도 계속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예방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VID-19 관련 예방행동에서는 9점 만점에 평균 8.02점으로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52.036 5.780 　 9.003 .000

Knowledge of Covid-19  0.172 0.080 0.143 2.140  .033*

Attitude toward Covid-19  0.270 0.042 0.455 6.382 <.001**

Subjective health condition  2.061 2.363 0.048 0.872 .384

Experience of preventive educ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0.321 1.647 0.010 0.195 .845

N=268, R²=.341, Adj.R²=.331, F-value=34.069, p=.000, Durbin-Watson=2.012 

Dummy variable : Subjective health condition 1= Good, Experience of preventive educ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1=Yes.
*p<0.05, **p<0.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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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김 등[6]의 연구에서는 7.6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의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말했듯 스마트 폰이

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COVID-19 정보와 예방수칙 등이 배포되

고 공유되면서 지식이 높아짐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일상생활의 제한과 예방행위를 위한 수칙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예방행동 점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에도 COVID-19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및 개인관리수칙 

등의 준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이와 관련된 수칙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

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p<0.05),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전염병 관련 교

육 유무(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COVID-19에 대한 

태도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전염병 관련 교육 유무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OVID-19 관련 예방행

동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전염병 관련 교육 유무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상태가 좋고, 전염

병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지식과 태도, 예방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자신에 대한 건강인식이 좋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 등[20]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

태가 결핵 예방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하였고, 박

[21]의 연구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

한 메르스 예방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OVID-19

에 관한 선행연구가 아직 미비하여 선행연구와 본 연구 도구와 

차이가 있어서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점은 있지만, 

주관적 건강상태에 포함되는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또한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2]. 그러므로 

COVID-19 감염예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과 질병 예방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관련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COVID- 

19에 극복할 수 있다는 태도(β=0.455, p<0.001)와 지식(β= 

0.143, 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 높을수록 COVID-19 관련 예방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사한 COVID-19와 관련된 선행 논문

들 중에서 Zhong 등[12]과 김 등[6], Saqlain 등[23]의 연구에서 

모두 COVID-19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감염과 관련된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치위생

과 학생들은 COVID-19 감염병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지식수준으로 인해 예방행

동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COVID-19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행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COVID-19

에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감염예방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여 

정기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지역의 편의표본추출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범위나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예방행위에 대한 실천

도, 수행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 조사하여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감염병인 COVID-19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 예방행위를 확인하여 예방

행동의 실천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수행하기 

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감염병 대응 전략 및 예방을 

위한 행위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COVID-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행동을 확인하고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1.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COVID-19에 대한 지식 점수는 100

점 만점에 평균 88.88±12.99점, 코로나19에 대한 태도 점수

는 10점 만점에 평균 7.34±2.63점, 코로나19에 관련 예방행

동 점수는 9점 만점에 평균 8.02±1.40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학년(p<0.05),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전염병 

관련 교육 유무(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코로나

19에 대한 태도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전염병 

관련 교육 유무(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OVID-19 관련 예방행동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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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련 교육 유무(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COVID-19 관련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COVID- 

19에 대한 태도(β=0.455, p<0.001)와 지식(β=0.143, p< 

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COVID-19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 높을수록 

COVID-19 관련 예방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COVID-19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감염병 관련 교육지침과 주기적인 감염병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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