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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ine bark extract is made from the bark of Pinus densiflora which naturally contains occurring phytochemicals
such as phenolic compounds. PineXol® from products of pine bark extract is sold under the brand nam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otal phenol, total flavonoids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the PineXol® as well as to
assess the lipid accumulation during adipogenesis of 3T3-L1 cells.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s contents of the PineXol® were 717.40±6.86 GAE mg/mL and 54.44±0.01 RE mg/mL, respectively. The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PineXol®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dose dependent manner on DPPH (1,1-Diphenyl-
2-picryl hydrazyl) radical scavenging,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radical scavenging,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activity, reducing power, nitrit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OR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value. In addition, the PineXol® inhibited the adipocyte differentiation
of 3T3-L1 preadipocytes. Exposure to 200 µg/mL, PineXol® significantly reduced lipid accumulation (~80%) in 3T3-L1
cells compared to contro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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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일반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항

산화 시스템으로 인해 저해와 방어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로 인한 각종 매연, 환경호르몬, 알콜 및 흡연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활성산소의 양을 증가시켜서 체내의 항산화 시스

템만으로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을 적절히 방

어하지 못할 수 있다(1).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생성되는 활

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고분자 단백질과 DNA의 변형 및 생체막을 손상시

키며, 조직이나 기관들을 손상시켜 암과 같은 질병을 야기한다

(2,3). ROS를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효과와 경제성이 뛰어난

합성 항산화제인 BHT(butylated hydroxytoluene) 및 BHA(buty-

lated hydroxyanisole)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이러한 합성

물들의 인체에 대한 독성과 안정성의 문제가 많이 알려지면서 법

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그 사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4,5). 이

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을 이용한 새로운 천연 항산화

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6).

최근 연구(7-9)에 의하면 지방세포내 생성된 ROS는 지방세포

분화(adipogenesis)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한다. 3T3-L1 전지

방세포는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세포내로 유입되는 포

도당을 저장하기 위하여 지방 합성과 관련된 에너지대사 경로를

작동하게 된다. 특히, pentose phosphate pathway(PPP)는 지방 합

성에 반드시 필요한 cofactor인 NADPH(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pathway이다. 이렇

게 생성된 NADPH는 NADPH Oxidase(NOX)에 의하여 NADP+

로 전환되며, 이때 세포내 superoxide를 생성하게 되어 세포내

ROS가 발생한다. 지방세포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ROS는 전지방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주거나 지방세포 주변에 위치한 mac-

rophage를 자극하여 또 다른 활성산소종을 생성하는 악순환의 연

결고리로 비만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된 바 있다(9).

따라서 지방세포의 ROS 생성과 소거에 관여하는 NOX 및 항산

화효소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항비만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

행 중에 있다(7-9).

소나무 껍질은 polyphenolic monomer, procyanidins, cinnamic

acid 및 glycoside와 같은 polymer 형태의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 항비만, 항균활성, 항염증 활성

및 면역력 증진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지닌다(10-

12). 피크노제놀(pycnogenol)은 프랑스산 해송 껍질 추출물에서 추

출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로 monomer 형태의 페놀화합물인

catechin, epicatechin 및 taxifolin과 플라보노이드인 procyanidins

그리고 ρ-hydroxy benzoic, protocatechuic, gallic, vanillic, ρ-cou-

maric, caffeic, ferulic acids와 같은 다양한 페놀산을 함유하고 있

*Corresponding author: Ok-Hwan Lee,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Gangwon 200-701, Korea
Tel: 82-33-250-6454
Fax: 82-33-241-0508
E-mail: loh99@kangwon.ac.kr
Received November 6, 2012; revised December 11, 2012;
accepted December 11, 2012



98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5권 제 1호 (2013)

어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13,14). 국내에서도 동해안의 적

송 껍질로부터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기능성 소재(파인엑솔,

PineXol®)를 개발하여 상품화 한 바 있다(15). 피크노제놀의 경우

이미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국내의 동해안 적송 껍질 추출물(PineXol®)의 경우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neXol®을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PineXol®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다양한 항산화 모델(DPPH radical scaveng-

ing, ABTS radical scavenging, FRAP activity, reducing power,

ORAC assay)을 통하여 PineXol®의 항산화 활성과 아질산염 소

거능을 측정하였다. 또한, 3T3-L1 지방세포의 분화과정 중 Pin-

eXol®에 의한 세포내 지방 축적 억제활성을 평가하여 항비만 활

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소나무 껍질 추출물(PineXol®)은 강원도 지역에

서 50년 이상 자란 적송으로부터 채집하였으며, Choi 등(13)의 방

법에 따라 제조하였고, 뉴트라팜(Nutrapham Co., LTD, Gangneung,

Korea)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마우스 유래 3T3-L1 세포

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CL-173, Manas-

sas, VA, USA)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약인 3-isobutyl-1-methylxanthine(IBMX), Oil Red O(ORO),

dexamethasone(DEX), isopropanol, quercetion, ascorbic acid, gal-

lic acid, 1,1-Diphenyl-2-picryl hydrazyl radical(DPPH), N-acetyl-

L-cysteine(NAC), trichloroacetic acid(TCA), 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ABTS),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potassium ferricyanide, sodium car-

bonate, 2,4,6-tris(2-pyridyl)-s-triazine(TPTZ), potassium persulfate,

6-hydroxy-2,5,7,8-tetramethlychroman-2-carboxylic acid(trolox), insu-

lin, acetic acid, 2,2'-azobis(2-methylpropionamidine) dihychloride

(AAPH), sodium nitrite(NaNO2) 등은 sigma(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bovine serum(BS), fetal bovine serum

(FBS), phosphate-buffered saline(PBS), penicillin-streptomycin(P/

S), 및 trypsin-EDTA는 Gibco(Gaithersburg, MD, USA)로부터 구

입하였으며, fluorescein sodium salt는 Junsei(Tokyo, Japan)로부터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

PineXol®의 총 페놀 함량의 측정은 Folin-Ciocalteau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16). 0.1 mg/mL의 농도로 제조된 PineXol®

1 mL, 2% sodium carbonate 용액 1 mL 및 10% Folin-Ciocalteu’s

reagent 1 mL을 혼합하여 1시간 방치 후 microplate reader(Molec-

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준곡선(y=12.391x−0.0526, R2=0.9943)으로 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PineXol®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은 Moreno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실시하였다(17). 0.1 mg/mL의 농도로 제조한 PineXol®

0.5 mL, 95% 에탄올 1.5 mL,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및 증류수 2.8 mL를 각각 섞어 상온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1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은 rut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y=1.4144x−0.0393, R2=0.9940)으로 부

터 함량을 구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assay는 free radical에 대한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

하기 위한 방법으로 Kim 등(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Ethanol에 용해시킨 0.4 mM DPPH 용액 0.8 mL과 시료를 각각

0.2 mL 첨가하여 vortex로 5초간 진탕하고 암소에서 10분 동안

방치 후 microplate reader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

자공여능은 다음 식에 의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

내었으며, 대조군으로 0.1 mg/mL의 ascorbic acid(AsA)를 이용하

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1− }×100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Roberta 등(19)의 방법으로 평가

하였다.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phate를 제조하

여 섞은 후, 암소에 하루 동안 방치하여 양이온 라디칼(ABTS·+)

을 형성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의 값이 1.5 이하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용액 1 mL에 농도별로 제조된 시료

20 µL를 첨가한 뒤 30분 후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은 시료를 녹인 용매인 dimethyl sulfoxide(DMSO)를 대조군

으로 사용하여 대조군에 대한 라디칼 소거능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100

FRAP 활성 측정

Benzie와 Stranin의 방법(20)을 변형하여 PineXol®의 FRAP

activity를 측정하였다. Acetate buffer(pH 3.6, 300 mM):TPTZ

(10 mM):FeCl3·6H2O(20 mM)를 10:1:1의 비율로 섞어 시료와 혼

합한 후 10분간 상온에서 보관한 뒤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의 측정은 Oyaizu의 방법(21)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

료 1 mL에 200 mM 인산 완충액(pH 6.6) 및 1%의 potassium

ferricyanide를 각각 1 mL씩 차례로 가하여 교반한 후 50oC의 수

욕 상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뒤, 10% TCA 용액 1 mL 가하여

13,5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그 후 상등액 증류수 및

ferric chloride를 각각 1 mL씩 혼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환원력은 시료 첨가군과 대조군의 흡광도 비를 %값으

로 환산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와 Dugan의 방법(22)에 의하여 측정하

였다. 1 mM NaNO2 용액 1 mL에 시료 1 mL를 가하고 0.1 N

HCl(pH 1.2)로 반응용액의 pH를 1.2로 조정한 후 전체량을 10

mL로 만들었고 이 용액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Griess

시약(1% sulfanilic acid : 1% naphthylamine=1:1)은 2% 초산용액

5 mL와 30% acetic acid로 조제하였다. 조제된 Griess 시약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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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킨 각 반응액 1 mL에 0.4 mL씩 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액을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

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을 평가하

였다. 공시험은 Sample 대신 증류수를 1 mL 가하여 동일하게 행

하였다. 아질산염 소거작용은 시료를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

은 경우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100

ORAC assay

PineXol®을 75 mM phosphate buffer에 녹여 peroxy radical의 생

성과 소멸에 의한 fluorescent의 감소율을 측정하여 ORAC value

를 측정하였다. 과산화 라디칼의 생성을 위해 AAPH를 사용하였

고, 표준물질로 trolox를 사용하여 Ou 등(23)의 방법을 응용하여

ORAC value 평가하였다. 시료는 75 mM phosphate buffer(pH 7.4)

를 이용하여 농도별로 제조하였으며, AAPH(18 mM)를 37oC에서

15분간 정치하였다. 그 후 시료 25 µL에 fluorescein(40 nM)을

150 µL첨가하고 즉시 AAPH 25 µL를 첨가하였다. 측정 전 shaking

을 해준 후 형광분광광도계로 형광물질의 감소 정도를 37oC에서

90분간(3분당 1회) 485 nm에서 전자가 여기되고 530 nm에서 방출

되게 조절하여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사용된 trolox의 농도를

0.625, 1.25, 2.5, 5 및 10 µM로 하여 측정하였고, 시료의 저해 능

력은 trolox equivalents로 표현하고 시료의 the area under the

curve(AUC)를 표준곡선(y=1.6676x+0.4446)에 의해 정량을 하였다.

XTT assay를 이용한 세포 독성 평가

3T3-L1 지방세포에 대한 PineXol®의 세포 독성평가는 XTT(2,3-

bis(2-methoxy-4-nitro-5-sulfophenyl)-2H-tetrazolium-5-carboxanilide

innersalt) assay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T3-L1 세포는 실험

전날 1×106 cell 농도로 96-well plate에 seeding하고 50, 100 및

200 µg/mL 농도의 PineXol®을 96-well medium 부피의 1% 되는

양을 처리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XTT 및 PMS(N-Meth-

ylphenazonium methyl sulfate) reagent를 37oC에서 완전히 해동시

킨 후, 1 mL의 XTT reagent와 20 µL의 PMS reagent를 혼합하여

working solution을 조제하여 96-well medium 부피의 20% 되는

양 만큼 각각의 well에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Plate는 CO2 incu-

bator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 흡광도 값에서 690 nm의 흡광도 값을 뺀 결과 값으로 세포

독성을 계산하였다(8,24)

3T3-L1 세포 배양 및 분화

3T3-L1 전지방세포를 실험목적에 따라 24-well plate에 각각

1×106 seeding한 후, BS(10%) 및 P/S(1%)를 함유한 DMEM(89%)

에서 100% confluence 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그로부터 2일 후,

지방세포 분화유도 물질(10 µg/mL insulin, 1 µM DEX, 0.5 mM

IBMX)과 FBS(10%) 및 P/S(1%)를 함유한 medium으로 전지방세

포를 지방세포로 분화유도 하였다. 지방세포 분화(day 0)시 medium

에 PineXol®을 50, 100 및 200 µg/mL의 농도로 처리하였고, 이때

시료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negative control(음성 대조군)에

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으며, positive control(양성 대조군)에

는 항산화제인 NAC(10 mM 1.63 mg/mL)를 처리하여 효능을 비

교하였다. 지방세포의 분화는 분화유도 물질을 처리한 후, 2일마

다 지속적으로 10 µg/mL insulin, 1% P/S, 10% FBS가 함유된 배

지에 각각의 시료를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Oil red O staining을 이용한 지방 축적 억제 효과 관찰

분화 과정에 따른 3T3-L1 세포 내 지방축적량을 측정하고자

medium을 제거한 후, 10% formalin 용액 500 µL를 첨가하여 5분

간 실온에서 방치한 뒤 제거하였다. 그 후 동량의 formalin 용액

으로 분화된 3T3-L1 세포를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후, 제

거하고 60% isopropanol 용액 500 µL로 세척하여 세포를 완전히

건조시켰다. 완전히 건조된 세포들은 미리 제조해 둔 Oil red O

working solution(Oil red O:DDW=6:4)으로 세포 내 축적된 지방

성분들을 충분히 염색 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포를 3-4회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켰다. 세포 내 축적된 지방 성분과 결합

한 Oil red O는 100% isopropanol을 이용하여 모두 용출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24)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AS(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평균값의 통계

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물성 식품에는 많은 폴리페놀성 분자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페놀성 화합물은 체내에서 항산화, 항비만 및 항염증 등

과 같은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플

라보노이드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폴리페놀류의 가장 큰 부류에

속하며 구조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되며 각 구조별로 여러 가지 생

리활성을 나타낸다(25,26). PineXol®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717.40±6.86 GAE mg/g 및 54.44±0.01 RE mg/g으

로 나타났다(Table 1). Ku(2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pycnogenol의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해송 껍질 추출물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

량은 541 GAE mg/g로 본 실험에서의 결과 값인 717 GAE mg/

g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높은 페놀 함량을 가지는 PineXol®은

pycnogenol과 같이 항산화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PineXol
®의 항산화 활성 측정(DPPH, ABTS, FRAP, reduc-

ing power, ORAC assay)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

다. 특히 식품의 항산화물질의 경우, 대부분 환 구조의 형태로

hydroxyl기를 하나 이상 함유하여 수소공여를 하는 특징을 가진

다(28). Fig 1은 항산화 측정 모델을 통하여 다양한 농도(0.01,

0.05, 0.1 및 0.5 mg/mL)에서 PineXol®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 중 DPPH assay는 수소 공여체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으

로 페놀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 및 아스코르빈산 등에 의해 수

소나 전자를 받아 환원되어 보라색이 탈색 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항산화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며 비교적 간

단하고 짧은 시간 내에 항산화 활성을 측정할 수 있어 널리 사

1
ATest

AControl

------------------–⎝ ⎠
⎛ ⎞

Table 1. Total poly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of PineXol®

Total phenol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PineXol® 717.40±6.86 GAE1) mg/g 54.44±0.01 RE2) mg/g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1)Gallic acid equivalent
2)Rutin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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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방법이다(29). PineXol®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0.01, 0.05, 0.1 및 0.5 mg/mL에서 각각 24.86±0.23, 46.27±1.30,

64.76±0.69 및 82.85±0.28%를 나타내었으며, 각 농도별로 유의적

으로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A).

특히, 본 실험에서는 PineXol®의 대조군으로써 높은 항산화 활성

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코르빈산을 사용하였는데 PineXol®

의 경우 동일 농도(0.1 mg/mL)에서 아스코르빈산 보다 높은 항산

화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1A).

ABTS assay는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으로 생성된 perox-

ide radical 성격의 ABTS·+이 항산화성 물질에 의해 제거되면서

청록색이 탈색되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앞에서의 DPPH assay의 경우 유리라디칼이 소거되어

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 반면 ABTS assay는 양이온 라디칼이

소거되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30,31). Fig. 1B는 PineXol®

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낸 것으로 0.01, 0.05, 0.1 및 0.5

mg/mL에서 각각 2.78±1.30, 6.68±0.38, 12.72±0.73 및 53.17±1.52

%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조군으로 사용되어진 0.1 mg/mL 아스

코르빈산(4.83±2.53%)보다 PineXol® 0.05 mg/mL에서 더 높은

ABTS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FRAP 방법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진 항산화 활성 측정 방

법으로 시료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지 않고 산화 및 환원 반응

을 측정방법으로 항산화 물질인 페놀성 화합물이 Fe3+을 Fe2+으

로 환원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였으며, 대부분의 항산화제가 환원

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방법이다(32).

PineXol®의 FRAP activity는 0.01, 0.05, 0.1 및 0.5 mg/mL의 농

도에서 각각 0.08, 0.15, 0.24 및 0.33의 값을 가지며 농도별로 유

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P assay에서도 아스코

르빈산보다 PineXol®이 동일 농도(0.1 mg/mL)에서 더 높은 활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C).

환원력은 시료가 Fe3+에 수소를 공여하여 라디칼을 안정화시킴

으로써 Fe2+로 환원되는 것을 이용한 방법으로 앞에서 FRAP assay

와 유사하다. PineXol®의 FRAP activity는 0.01, 0.05, 0.1 및 0.5

mg/mL 농도의 PineXol®에서 각각 0.08, 0.11, 0.17 및 0.47으로

유의적으로 환원력이 상승하였다(Fig. 1D). 4가지의 항산화 측정

모델(DPPH, ABTS, FRAP, reducing power)을 통하여 PineXol®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PineXol®은 동일 농도에서 양성대조

군으로 사용된 아스코르빈산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

으로 생각된다.

ORAC assay는 수소 전자전달과 관련하여 APPH에 의해 생성

된 peroxyl radical이 항산화물질로 인하여 형광의 정도가 감소하

는 것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ORAC assay

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소수성 및 친수성 성분 모두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3). 시료의

항산화 활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광물질이 감소하며 decay

curve를 나타나는데, Fig. 2는 시간에 따른 PineXol®과 표준물질

로 사용한 trolox의 형광물질의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또, trolox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FRAP activity (C) and reducing power (D) of

PineXol® at various concentration. Each values are the means±SD of sample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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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표준곡선(y=1.6676x+0.4446, R2=0.9944)을 작성하여

ORAC value를 나타낼 수 있다. PineXol®의 ORAC value를 측정

한 결과 693.97±14.13 µM TE/g으로 나타났다. Park(34)의 연구결

과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경우 ORAC value가 57.59±1.01 µM TE/

g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PineXol®의 경우 블루베리보다 약 12배

이상 ORAC value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은 육가공류의 발색제 및 방부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 식품이나 의약품 및 잔류 농약 등에 존재

하는 아민류와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생성한다. 니트로사민은

암을 유발하며 다량 섭취할 경우 메트로헤모글로빈산화증 등 중

독 증상을 유발한다(35).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천연물을 이용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아질산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ineXol® 0.1, 0.5 및 1.0 mg/mL의 아질산

염 소거능은 각각 3.59±0.85, 38.32±1.04 및 55.39±0.52%로 나타

났으며 농도별로 유의적으로 아질산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Fig.

3). Park 등(3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항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쑥 및 솔잎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1 mg/mL의 농

도에서 각각 약 37 및 53%로 조사되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 동일한 농도에서 유사한 아질산염 소거능을 가지는 PineXol®

의 경우 체내에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할 것

으로 생각된다.

XTT assay를 이용한 세포 독성 평가

3T3-L1 지방세포에 대한 PineXol®의 세포 독성은 Fig. 4와 같

다. 50, 100 및 200 µg/mL의 PineXol® 처리 시 세포 독성을 나타

내지 않았으며, 현미경 상에서의 morphology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3T3-L1 지방세포에 처리하는 PineXol®의 농도는

50, 100 및 200 µg/mL로 결정하였다.

Oil red O staining을 이용한 지방 축적 억제 효과 관찰

3T3-L1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질을

붉은색으로 염색시키는 Oil red O 시약을 통해 3T3-L1 지방세포

내 생성된 중성지방의 양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음성

대조군(CON)에 비해 50, 100 및 200 µg/mL PineXol® 처리군에

서 각각 66.85±5.87, 44.59±5.71 및 20.85±2.78%로 세포 내 지질

축적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NAC

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3T3-L1의 분화과정 중 처리하면 중성지

방의 축적을 억제시키고, 또한 지방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전사

인자인 PPARγ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성대조

군으로 사용하였다(24). Lee 등(3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pycno-

genol을 3T3-L1 지방세포의 분화 과정에 처리한 경우 분화와 관

련된 유전자인 PPARγ, C/EBPα 및 aP2의 발현을 억제시켜 세포

내 지방축적을 저해하였다. 또한, NOX4와 G6PDH의 유전자 발

현도 억제하여 ROS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ineXol®의 지방축적 억제 효과는 pycnogenol에서와 같이 특정

유전자의 발현억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분화과

정에서 adipogenesis의 억제는 지방세포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게

되며, 비만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활성산소는 비

만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에너지대사 경로에 의해 생성된

NADPH는 NADPH Oxidase 4(NOX4)에 의하여 세포 내 Super-

oxide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지방세포에서 생성된 ROS와 세포

가 분비하는 cytokine들은 새롭게 생성되는 전지방세포의 분화를

Fig. 2. Effect of PineXol® on fluorescein decay induced by

AAPH. The decay curve determined by fluorescein fluorescence
intensity (excitation at 493 nm, emission at 515 nm).

Fig. 3.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PineXol®. Values are shown as
mean±SD in triplicate. The nitrite scavenging ability determined by
absorbance at 520 nm.

Fig. 4. Effect of PineXol® on cell viability.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XTT assay. Each value is the mean±SD of the results
from five different plates (n=5) and is representative of results from
at least two different experiment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ne-way 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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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고 지방세포 주변에 위치한 macrophage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ROS를 생성한다. 따라서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물질은 ROS의 생성량 및 지방의 축적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7-9).

요 약

소나무 껍질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많

은 연구 결과를 통해 조사되어 왔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프랑스

해송 껍질 추출물인 피크노제놀(pycnogenol)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 적송 껍질 추출물(PineXol®)의 생리활성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적송 껍질 추출물인 PineXol®의 항산화

활성 및 anti-adipogenic 활성을 평가하였다. PineXol®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717.40±6.86 GAE mg/g 및 54.44

±0.01 RE mg/g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다양한 항산화 평가 모델

(DPPH, ABTS, FRAP, 환원력)을 통하여 PineXol®의 항산화 활성

을 측정한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으로 사용한 동일한 농도의 아스코르빈

산과 유사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ORAC value는

693.97±14.13 µM TE/g으로 측정되었고, 1.0 mg/mL의 농도에서

55.39%의 아질산염소거능을 나타내었다. PineXol®은 3T3-L1 지

방세포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분화과정동안 50, 100

및 200 µg/mL의 농도에서의 지방축적량은 각각 66.85±5.87, 44.59

±5.71 및 20.85±2.78%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른 유의적인 억제효

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ineXol®은 항산화 활성 및 지

방세포 분화억제 효능을 갖으며, 천연물 유래 항산화제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문 헌

1. Gutteridge JMC, Halliwell B. Antioxidants In nutrition, Health,
and Diseas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UK. pp. 1-62

(1994)
2. Fridovich I. Superoxide dismutase. An adaption to a paramagnetic

gas. J. Biol. Chem. 264: 7761-7764 (1989)
3. Lee OH, Lee BY, Lee J, Lee HB, Son JY, Park CS, Shetty K,

Kim YC. Assessment of phenolics-enriched extract and fractions
of olive leaves and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Bioresour. Technol.
100: 6107-6113 (2009)

4. Kim HK, Kwon YJ, Kim YE, Nahmgang B. Changes of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y of aster scaber thunb
extracts with different microwave assisted extraction conditions.
Korean J. Food Preserv. 11: 88-95 (2004)

5. Kim TK, Shin HD, Lee YH. Stabilization of polyphenolic antiox-
idants using inclusion complexation with cyclodextrin and their
utilization as the fresh-food preservative. Korean J. Food Sci.
Technol. 35: 266-272 (2003)

6. Kalt W. Effects of production and processing factors on major
fruit and vegetable antioxidant. J. Food Sci. 70: 11-19 (2006)

7. Lee OH, Kwon YI, Hong HD, Park CS, Lee BY, Kim YC. Pro-
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changes in antioxidant
enzyme activites during differentiation of 3T3-L1 adipocyte. J.
Korean Soc. Appl. Biol. Chem. 52: 70-75 (2009)

8. Furukawa S, Fujita T, Shimabukuro M, Iwaki M, Yamada Y,
Nakajima Y, Nakayama O, Makishima M, Matsuda M, Shimo-
mura I. Increased oxidative stress in obesity and its impact on
metabolic syndrome. J. Clin. Invest. 114: 1752-1761 (2004)

9. Yamashita A, Soga Y, Iwamoto Y, Asano T, Li Y, Abiko Y, Nish-
imura F. DNA microarray analyses of genes expressed differen-
tially in 3T3-L1 adipocytes co-cultured with murine macrophage
cell line RAW264.7 in the presence of the toll-like receptor 4
ligand bacterial endotoxin. Int. J. Obesity 32: 1725-1729 (2008)

10. Grimm T, Schafer A, Hogger P. Antioxidant activity and inhibi-
t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by metabolites of maritime pine
bark extract (pycnogenol). Free Radical. Bio. Med. 36: 811-822
(2005)

11. Torras MA, Faura CA, Schonlau F, Rohdewald P. Antimicrobial
activity of pycnogenol. Phytother. Res. 19: 647-648 (2005) 

12. Rohdewald PA. Review of the French maritime pine bark extract
(pycnogenol), a herbal medication with a diverse clinical pharma-
cology. Int. J. Clin. Pharm. Th. 40: 158-168 (2002) 

13. Saliou C, Rimbach G, Moini H, McLaughlin L, Hosseini S, Lee
J, Watson RR, Packer L. Solar ultraviolet-induced erythema in
human skin and nuclear factor-kappa-β-dependent gene expres-
sion in keratinocytes are modulated by a French maritime pine

Fig. 5. Effect of PineXol® on lipid accumulation during adipogenesis of 3T3-L1 preadipocytes. Lipid accumulation determined by
absorbance at 490 nm(Abbreviation: CON; Control, NAC; N-acetyl cysteine). Each values are the mean±SD of the sample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by one-way ANOVA.



PineXol®의 항산화 및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103

bark extract. Free Radical Bio. Med. 30: 154-160 (2002) 
14. Hasegawa, N. Inhibition of lipogenesis by pycnogenol. Phytother.

Res. 14: 472-473 (2002)
15. Choi JH, Choi MK, Han OT, Han SJ, Chung SJ, Shim CK, Kim

DD. Evaluation of skin absorption of catechin from topical for-
mulations containing Korea pine bark extract (PineXol®). J.
Korean Pharm. Sci. 37: 359-364 (2007)

16. Sato M, Ramarathnam N, Suzuki Y, Ohkubo T, Takeuchi M,
Ochi H. Varietal differences in the phenolic content and superox-
ide radical scavenging potential of wines from different sources.
J. Agr. Food Chem. 44: 37-44 (1996)

17. Moreno MIN, Isla MIN, Sampietro AR, Vattuone MA. Compari-
son of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ropolis from sev-
eral region of Argentina. J. Ethnopharmacol. 71: 109-114 (2000)

18. Kim JH, Park JH, Park SD, Choi SY, Seong JH, Hoon KD. Prep-
aration and antioxidant activity of health drink with extract pow-
ders from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L.) seed. Korean J.
Food Sci. Technol. 34: 617-624 (2002)

19. Roberta R, Nicoletta P, Anna P, Anath P, Min Y, Catherine RE.
Antioxidant activity applying an improved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ssay. Free Radical Bio. Med. 26: 1231-1237
(1999)

20. Benzie I, Strain J. The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FRAP)
as a measure of antioxidant power: The FRAP assay. Anal. Bio-
chem. 239: 70-76 (1996)

21. Oyaizu M. Studies on products of the browning reaction. Antioxi-
dative activities of browning reaction products prepared from glu-
cosamine Jpn. J. Nutr. 44: 307-315 (1986)

22. Gutfinger T. Polyphenols in olive oils. J. Am. Oil. Chem. Soc.
58: 966-967 (1981)

23. Ou B, Hampsch-Woodill M, Prior RL. Development and valida-
tion of an improved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assay
using fluorescein as the fluorescent probe. J. Agr. Food Chem.
49: 4619-4626 (2001)

24. Blumberg JM, Tzameli I, Astapova I, Lam FS, Flier JS, Hollen-
berg AN. Complex role of the vitamin D receptor and its ligand
in adipogenesis in 3T3-L1 cells. J. Biol. Chem. 28: 11205-11213
(2006) 

25. Cho YJ, Ju IS, Kim BC, Lee WS, Kim MJ, Lee BG, An BJ,
Kim JH, Kwon OJ. Biological activity of omija (Schizandra chin-

ensis Baillon) extracts. J. Korean Soc. Appl. Biol. Chem. 50:
198-203 (2007)

26. Shin DB, Lee DW, Yang R, Kim JA. Antioxidative properties
and flavonoids contents of matured Citrus peel extracts. Food
Sci. Biotechnol. 15: 357-362 (2006)

27. Ku CS, Jang JP, Mun SP. Exploitation of polyohenol-rich pone
barks for potent antioxidant activity. J. Wood Sci. 53: 524-528
(2007)

28. Szabo MR, Idioiu C, Chambre D, Lupea AX. Improved DPPH
determination for antioxidant activity spectrophotometric assay.
Chem. Pap. 61: 214-216 (2007)

30. Que F, Mao L, Zhu C, Xie G. Antioxidant properties of Chineses
yellow wine, its concentrate, and volatiles. LWT-Food Sci. Tech-
nol. 39: 111-117 (2006)

31. Li H, Choi YM, Lee JS, Park JS, Yeon KS, Han CD. Drying and
antioxidant characteristics of the shiitake (Lentinus edodes) mush-
room in a conveyer-type far-infrared dryer. J. Korean Soc. Food.
Sci. Nutr. 36: 250-254 (2007)

32. Jeong JW, Lee YC, Jung SW, Lee KM. Flavor components of
citron juice as affected by the extraction method. Korean J. Food
Sci. Technol. 26: 709-712 (1994)

33. Prior RL, Hoang H, Gu L, Wu X, Bacchiocca M, Howard L,
Hampsch-Woodill M, Huang D, Ou B, Jacob R. Assays for
hydrophilic and lipophilic antioxidant capacity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FL) of plasma and other biological
and food samples. J. Agr. Food Chem. 51: 3273-3279 (2003)

34. Park JH, Park HM, Kang SJ, Kang EJ, Lee DH, Kim DI. Origi-
nals: Quality characteristics and granule manufacture of mulberry
and blueberry fruit extracts. Korean J. Food Cookery Sci. 28:
375-382 (2012)

35. Woo SJ, Lee HJ. Residual nitrite and nitrate in home processed
dry sausage and ham. Korean J. Nutr. Soc. 15: 186-193 (1982) 

36. Park CS, Kwon CJ, Choi MA, Park GS, Choi KH. Antioxidant
and nitrite scevenging of mugwort and pine needle extracts.
Korean J. Food Preserv. 9: 248-252 (2002)

37. Lee OH, Seo MJ, Choi HS, Lee BY. Pycnogenol inhibits lipid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s with the modulation of reac-
tive oxygen species (ROS) production associated with antioxidant
enzyme responses. Phytother. Res. 3: 403-411 (2012)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