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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처리와 고압 처리에 의한 콩나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성혜미1․김숙정1․김경미1․윤수경1․정현정1․김태용2․위지향1

1(재) 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 
2이조은산소

Antioxidant Activity of Soy-sprout Extracts Prepared by 
Enzyme and Ultra High Pressure

Hea Mi Sung1, Sook Jeong Kim1, Kyoung Mi Kim1, Su Kyoung Yun1, 

Hyun Jung Jung1, Tae Yong Kim2, and Ji Hyang Wee1

1Depar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Jeonnam Food Research Institute 
2eJoeunSanso Food, Co., Ltd.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effects of soy-sprout extracts (SE) against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HepG2 cells. The major free amino acids were asparagine, valine, pheylalanine, histidine, isoleucine, 
and leucine in SE. Both soy-spout extract by enzyme (SEE) and soy-spout extract by ultra high pressure (SEP) showed 
higher contents compared with soy-sprout water extract (SEW). The total polyphenol and isoflavone contents were 
highest in SEE. SEE had the highest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s well.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E on H2O2-induced oxidative damag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XTT assay. Pre-treatment with SEE and 
SEP significantly increased cell viability compared with H2O2-treated control cells by 29% and 32%,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EE and SEP possess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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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콩나물의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으로 항암, 골다공증 예

방, 갱년기 이후 여성장애 개선, 항산화 등으로 알려진 iso-

flavone이 있으며, 숙취해소와 항산화물질의 전구체로 알려

진 아미노산과 항산화 작용, 면역기능에 관여하는 비타민 

C,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미백 효능이 있는 지방산 성분들

이 알려져 있다(1,2). 콩나물에 대해서는 게르마늄 용해수로 

재배한 콩나물의 위암세포 억제 효과(3), 키토산을 처리한 

콩나물의 생장의 변화(4,5), 콩나물의 isoflavone 분석(1),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 있어서 콩나물 메탄올 추출

물의 혈당 강하 효과(6) 등이 선행 보고된 바 있고, 최근 가공

법 및 추출법을 달리하여 콩나물의 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초고압 추출은 등방 정수압(isostatic pressure)을 이용

한 기술로 초고압 용기에 시료를 투입 후 압력을 가하면 시

료의 모든 면에 압력이 균일하게 전달되어 시료의 유효성분

을 짧은 시간 내에 추출할 수 있으며 순도가 높은 단일 성분

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초고압 하에서 식물은 

세포막이 파괴되어 세포 안으로 용매의 침투가 가능하여 보

다 많은 성분이 세포 밖으로 쉽게 용출되어 나오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7). 이러한 초고압 추출의 장점은 초고압 추

출 처리에 대한 더덕 및 발효 더덕의 항산화 증진(8), 초고압 

처리한 홍삼의 ginsenoside 함량 및 항산화 연구(9), 고로쇠 

수피 초고압 추출물의 항암 활성 증진(10) 등에서 활용 및 

보고된 바 있다. 이들은 초고압 추출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성분 함량 증가 및 생리활성 평가 등을 통해 시료 추출물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들로 보고되었다.

Pectinase, cellulase 등의 효소들은 효모, 세균 또는 일

부 고등식물 등에서 분리되며, 일반적으로 식물조직의 세포

벽이나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펙틴을 분해하여 과실이나 

야채의 조직을 연화시키고 당을 생산하거나 과일 가공 시에 

주스의 생산 수율을 높이는 데 주로 사용된다(11). 효소 처

리에 따른 시료의 생리활성 평가는 효소 추출한 인삼에서 

항당뇨능 증진(12), 사과껍질에서 cellulase와 pectinase를 

이용한 폴리페놀 추출 및 항산화 활성 평가(11), 효소 처리

한 딸기의 수율 증가와 딸기 발효주의 품질 향상 연구(13), 

효소 처리 알로에로부터 면역조절성 다당류 제조법(14) 등

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지금까지 콩나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콩나물을 열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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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amino acid analyzer 
      Item Condition
Instrument
Column

Mobile phase
Buffer flow rate
Reagent flow rate
Detector wavelength
Injection volume

Amino acid analysis HITACH L-8900
Column for physiological fluids 

analysis #2622
PF-1, PF-2, PF-3, PF-4, H2O, PF-RG
0.35 mL/min
0.3 mL/min
440, 570 nm
20 μL

는 유기용매 등의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추출 방법은 

열로 인한 많은 유용성분의 파괴, 단백질의 변이, 성분의 손

실, 가용성분 위주의 추출, 열에 대한 불안정 등의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7,8,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수추출 및 

용매추출보다 더 많은 유용성분을 용출할 수 있는 초고압 

추출 및 효소 처리 추출의 장점을 이용하여 콩나물의 항산화 

활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콩나물에 효소 처리 또는 초고압 처리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간암세포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 정도를 평

가하여 콩나물 추출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사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콩나물은 ‘준저리’ 품종을 발아시킨 것으로 농업회사법인 

이조은산소(주)(Gwangju, Korea)로부터 제공받았다. 콩나

물은 세척 후 불림통에 넣고 실온에서 불린 다음 20~30°C

에서 1일간 방치하여 발아시켰다. 발아된 콩은 재배용기에 

넣고 20~30°C의 암실에서 재배하였고 재배수는 6시간 간

격으로 15분씩 살수하여 6일간 재배하였다. 

콩나물 추출

콩나물의 추출은 콩나물 처리방법에 따라 콩나물 효소 추

출물(SEE), 콩나물 초고압 추출물(SEP), 콩나물 물 추출물

(SEW)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었으며 제조를 위해 생물 콩나

물을 조분쇄 후 사용하였다. SEE는 콩나물 100 g에 20 g의 

효소(pectinase: from Aspergillus niger, 145 Unit/mg, 

Danisco, Copenhagen, Denmark)를 첨가하였다. 이때 사

용된 효소인 pectinase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결합을 분해하

는 분해 효소로 콩나물의 유용성분 추출 효율을 높이고자 

사용하였다. SEP는 콩나물 100 g을 500 Mpa 압력의 초고

압(QFP-35L, Avure, Västerås, Sweden)으로 20°C, 3분 

처리하였으며 SEW는 콩나물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효소 처

리 콩나물은 정제수 400 mL를 첨가 후 25°C에서 3시간 

추출하였고 초고압 처리 및 무첨가한 콩나물은 각각 정제수 

400 mL를 첨가 후 실온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

한 용액은 원심분리 및 여과하고 진공동결건조기(PVTFD1 

-R, Ilsin, Dongducheon, Korea)로 동결건조 하여 분말을 

얻었으며 -20°C에 보관하면서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하였

다. 

유리아미노산 함량 분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KFDA(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분석 방법(15)을 사

용하였으며 자동 아미노산분석기(HITACH L-8900, Hitach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용액의 제

조는 amino acid mixture standard solution type ANⅡ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와 

amino acid mixture standard solution type B(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각각 2 mL를 취하여 0.02 N 

HCl(Deajung chemical, Siheung, Korea)을 사용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시험용액의 제조 및 분석은 시료 0.5 g에 

trifluoroacet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16%로 희석하여 1 mL를 넣은 후 15분 진탕 후 

89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사용해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고 2회 반

복 분석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

콩나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6)

을 변형시켜 측정하였다. 시험관에 시료(1 mg/100 µL)와 

증류수 900 µL를 넣은 후 Folin-Ciocalteu 시약을 100 µL 

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7% 

Na2CO3 용액 1 mL와 증류수 400 µ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

고 실온에서 90분간 발색시킨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표준검량곡선은 gallic acid를 사용하여 총 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이소플라본 함량 분석

이소플라본 함량 변화 분석은 AOAC법(17)의 방법을 응

용하여 Agilent 1100 series 기기(Agilent,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물질로 이소플라본

의 daidzin, genistin, daidzein, genistein(Fujicco, Kobe- 

shi, Japan)을 1 mg/mL 만들어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의 제

조 및 분석은 시료 1 g에 methanol(Burdick&Jackson, 

Muskegon, MI, USA) 0.5 mL를 넣은 후 30분 진탕 후 0.45 

μm의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액으로 사용하였으며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콩나물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1,1-diphenyl-2-pic-

rylhydrazyl(DPPH)(Wako Pure Chemical Industries)의 

환원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8). 시료(2 µg/10 μL)와 

100 μM DPPH 용액 190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15 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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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ng condition for HPLC analysis of isoflavones
    Item Condition
Instrument
Column

Detector 
Mobile phase

Flow rate
Sample injection
  volume

Agilent 1100 series
Shiseido Capcell pack C18 column 

4.6×250 mm
UV detector (260 nm)
A (water : MeOH : acetic acid=88:10:20)
B (MeOH : acetic acid=98:2)
1 mL/min
20 μL

Table 3. Yield of soy-sprout extracts 
Samples1) Yield (%)

SEE
SEP
SEW

9.23±0.14a2)3)

4.38±0.90b

3.17±0.11c

1)SEE: soy-sprout extract by enzyme, SEP: soy-sprout extract 
by ultra high pressure, SEW: soy-sprout water extract. 

2)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3)Different superscript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대조구 흡광도－시료첨가구 흡광도
×100

대조구 흡광도

ABTS 라디칼(ABTS+) 소거능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phonic 

acid)(ABTS) radical scavenging 활성은 Re 등(19)의 방

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용액(pH 7.4)에 7 mM ABTS(Wako Pure Chemical 

Industrie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80:1로 

용해시켜 ABTS+ 라디칼 용액을 만들었으며, 96-well plate 

각 well에 제조된 ABTS+ 라디칼 용액 300 μL와 시료(2 

µg/10 μL)를 넣어 잘 혼합하여 실온에 30분간 방치한 다음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대조구 흡광도－시료첨가구 흡광도
×100

대조구 흡광도

세포배양

간 보호 효과 효능 평가를 위해 사용된 인간 간암세포주 

HepG2는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10% fetal bo-

vine serum(FBS)과 penicillin(100 units/mL), strepto-

mycin(100 g/mL)이 함유된 MEM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 95% humid air로 조절된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일주일에 2~3회 refeding하고 6~7일 안에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한 후 0.05% 

trypsin-0.02% EDT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하여 계대배양 

하였다. FBS, penicillin, streptomycin, MEM, PBS, tryp-

sin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콩나물 추출물의 세포 독성

HepG2 세포에 대한 콩나물 추출물의 세포 독성은 XTT 

assay로 측정하였다(20). HepG2 세포는 5×104 cells로 분

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1일 동안 콩나물 

추출물을 0~1,00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다. 1일 콩나물 

추출물 처리 후 배지를 제거 및 PBS로 세척하고 XTT- 

phenazine methosulfate(PMS) 용액(1 mg XTT-10 μg 

PMS/mL) 25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2시간 배양한 다음 

생성된 formazan을 ma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효과

H2O2 처리에 따른 콩나물 추출물의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

스 억제 효과는 X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epG2 

세포는 5×104 cells/24-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한 다음 콩나물 추출물

(500 μg/mL) 1 m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위하여 300 µM H2O2를 처리

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XTT-PMS 용액을 넣고 

37°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세포생존율은 4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

tion, SD)로 나타내었으며 실험군간 결과 비교 및 유의성 

검정은 Student t-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P<0.05 수준에서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 수율

콩나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효소 처

리 추출물 9.23%, 초고압 처리 추출물 4.38%, 물 추출물 

3.17%이며 추출물 중 효소 처리 추출물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효소 처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약 3배 높은 결과이며 

기존의 추출 방법으로는 용출되지 않았던 성분들이 초고압 

처리와 효소 처리를 통해 조직과 세포막의 변형으로 인해 

기존 물질들의 용출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물질이 용출(8- 

13)되어 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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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e amino acid of soy-sprout extracts                                                      (mg/g dry weight)

Samples1) Aspara-
gine Glycine Valine Methio-

nine
Isoleu-

cine Leucine Tyrosine Phenyl-
alanine β-Alanine Trypto-

phan Histidine Total amino 
acid content

SEE
SEP
SEW

34.35
36.53
18.95

1.12
0.84
0.80

7.79
8.07
6.82

0.77
0.63
0.43

3.95
4.01
3.64

2.58
2.33
3.29

0.65
0.51
0.19

6.14
6.42
5.75

0.83
0.85
1.06

1.12
0.87
0.37

5.34
5.81
4.86

64.65
66.88
46.17

1)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3. 

Table 5. Total phenolic compound of soy-sprout extracts
Samples1) Phenol compound (g/100 g)

SEE
SEP
SEW

1.56±0.08a2)3)

1.30±0.10b

1.21±0.11c

1)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3. 
2)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3)Different superscript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Isoflavone of soy-sprout extracts 
Samples1) Daidzein (mg/g) Genistein (mg/g)

SEE
SEP
SEW

19.8±0.2a2)3)

 8.1±0.1b

 7.3±0.1b

8.6±0.1a

4.6±0.1b

4.7±0.1b

1)Samples are the same as in Table 3. 
2)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3)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show a significantly differ-

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유리아미노산 함량

유리아미노산은 단백질의 합성, 신경전달물질 기능, 면역

계 강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21,22). 따라서 콩나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추출물 각각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비교

하여 콩나물 추출 전 처리방법이 유리아미노산 함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유리아미노산 함량 분석 결과

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콩나물 추출물 중 β-alanine을 

제외한 개별 유리아미노산 각각의 함량 및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콩나물 물 추출물보다 효소 처리 추출물과 초고압 

처리 추출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

소 및 초고압 처리로 인한 세포벽의 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23)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효소에 의한 세

포벽의 구조적 변화는 세포내 아미노산의 추출 효율을 증가

시키고 초고압 및 효소 처리 공정 동안 세포벽 가수분해효소

의 활성이 증대되어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

다. 아미노산은 항산화능을 가진 화합물에 대한 전구체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관련된 연구로 Jung(24)은 

세포내 산소결핍을 유도한 후 아미노산에 대한 항산화 영향

을 연구한 결과 glycine이 glutathion 함량 감소를 억제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 결과를 통해 콩나물을 

효소 처리하거나 초고압 처리한 추출물의 유리아미노산 함

량이 높아짐으로 인해 항산화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 페놀 함량

콩나물 처리방법이 콩나물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에 영향

을 미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각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하였다. 콩나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효소 처리 추출물 1.56 g/100 g, 초고압 처리 추출물 

1.30 g/100 g, 물 추출물 1.21 g/100 g이며, 추출물 중 효소 

처리 추출물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고압 처리에 의한 발효미강

의 phenolic compound의 함량 증대를 평가한 Kim 등(25)

과 초고압과 효소 처리에 의한 발효 쌀의 추출 효율과 bio-

activity를 평가한 Kim과 Han(2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 

이들 연구에서는 초고압 처리와 효소 처리가 세포벽의 구조

적 변화로 추출 효율을 증대시켜 ferulic acid, caffeic acid, 

gallic acid 및 benzoic acid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초고압 처리와 효소 처리에 의한 세포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콩나물 내 총 페놀의 추출 효율을 증가시켜 함량이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26-28)에서 천

연물에 효소 및 초고압 처리를 하면 열수나 용매 추출물보다 

유용성분의 추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런 추출 효율

의 증가는 페놀 함량과 생리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상기의 여러 가지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콩나물 

추출 시에도 물 추출이나 초고압 처리 추출보다 효소 처리 

추출방법이 콩나물의 페놀 함량을 증가시키는 데 유용한 방

법으로 확인되었다.

이소플라본 함량 

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은 주로 콩과류에 많이 분포하

며 항산화 활성과 자유라디칼 소거능(29,30)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 함량을 측정하여 콩나물 처리방법

에 따른 추출물의 이소플라본 함량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콩나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추출물의 이소플라본은 동

일 조건의 HPLC-PDA상에서 시판 표준품 각각의 retention 

time이 일치하는 peak와의 UV spectra를 비교･분석하여 

순도를 확인한 후 HPLC chromatogram을 Fig. 1에 표현하

였고 함량은 Table 6에 표현하였다. 콩나물 추출물 중 콩나

물 효소 처리 추출물이 daidzein 19.8 mg/100 g, genistein 

8.6 mg/ 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이것은 콩나

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daidzein 8.1 mg/100 g, genistein 

4.6 mg/ 100 g)과 콩나물 물 추출물(daidzein 7.3 m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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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chromatograms of soy-spout extracts. Standard:
standard of daidzein and genistein, SEE: soy-sprout extract by
enzyme, SEP: soy-sprout extract by ultra high pressure, SEW: 
soy-sprout water extract.

0

5

10

15

20

25

30

35

40

SEE SEP SEW Ascorbic acid

300 μg/mL 70 μg/mL

D
P

P
H

 s
ca

ve
ng

in
g 

ac
tiv

ity
 (%

)  
.

b

c
d

a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oy-spout extracts.
SEE: soy-sprout extract by enzyme, SEP: soy-sprout extract by 
ultra high pressure, SEW: soy-sprout water extract, Ascorbic
acid: ascorbic acid 70 µg/m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SD. Different letters on ba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 genistein 4.7 mg/100 g)보다 약 2배 높은 결과이며 두 

개 추출물의 유의적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처리방법에 따른 콩나물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의 

결과와 유사한데 이소플라본은 페놀의 flavonoid류이며 페

놀 함량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효소 처리와 초고압 처리에 

의해 콩나물 세포벽 성분의 추출 효율이 극대화되어 이소플

라본의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공여능

DPPH법은 α,α-diphenyl-β-pycrylhydrazyl 라디칼이 

환원되어 보라색의 DPPH가 무색의 diphenylpicrylhy-

drazine으로 탈색되므로 수소공여능 또는 유리기 소거작용

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항산화물질의 항산화능 측정에 유용한 

방법이다(31). 처리방법에 따른 콩나물 추출물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콩나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23%), 콩나물 물 추출물(19%) 순이었

다.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과 콩나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

은 콩나물 물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

타내었다. Park 등(8)과 Shin 등(9)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초고압 공정을 실시할 경우 고압으로 인한 추출물 조직의 

파괴가 이루어져 유용활성 성분의 용출이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초고압 추출로 인해 유용활성 성분의 용출이 증가

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콩나물 물 추출물보다 초고압 

추출 콩나물이 더 높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항산화 활성 관

련한 효소 처리 추출물 연구 보고로 Kim 등(27)은 인삼에 

효소를 처리한 것이 효소를 처리하지 않은 인삼보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비교 시 효소 처리 인삼의 소거 활성이 현저

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결과는 앞서 실험을 통해 

확인한 본 연구의 효소 처리에 따라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

물의 유효성분과 페놀 함량이 콩나물 물 추출물보다 더 높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증가시킨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과 초고압 처리 추출물의 전자공여

능 비교 시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이 초고압 처리 추출물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총 페놀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효소 처리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총 

페놀 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27,32). 따라서 항산화 활성에 관여하는 총 페놀 및 

이소플라본 함량 결과와 마찬가지로 DPPH 라디칼 소거능 

결과에서도 콩나물을 효소 처리하여 추출하는 것이 초고압 

처리나 물 추출하는 것보다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는 유용

한 추출 방법으로 사료된다.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BTS 용액과 과황산칼륨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라디칼이 시료의 항산화물질과 

반응하여 라디칼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되어 흡광도의 변화

를 나타내므로 이를 분석하여 추출물의 항산화능력을 측정

할 수 있다(19). 처리방법에 따른 콩나물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콩나

물 효소 처리 추출물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콩나

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32%), 콩나물 물 추출물(28%)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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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oy-spout extracts.
SEE: soy-sprout extract by enzyme, SEP: soy-sprout extract by 
ultra high pressure, SEW: soy-sprout water extract, Ascorbic
acid: ascorbic acid 70 µg/m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SD. Different letters on ba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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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soy-sprout extracts on cell viability in HepG2.
SEE: soy-sprout extract by enzyme, SEP: soy-sprout extract by 
ultra high pressure, SEW: soy-sprout water extract. Data are pre-
sented as the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
trol group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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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soy-spout extracts on H2O2-induced oxidative 
damage in HepG2. Control: non-treated control, H2O2: 300 µM
H2O2, SEE: soy-sprout extract by enzyme 500 µg/mL+300 µM
H2O2, SEP: soy-sprout extract by ultra high pressure 500 µg/mL
+300 µM H2O2, SEW: soy-sprout water extract 500 µg/mL+300 
µM H2O2, Positive control: caffeic acid 40 µg/mL+300 µM H2O2.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on ba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었다.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과 콩나물 초고압 처리 추출

물은 콩나물 물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라디칼 소거능

을 나타내었다.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과 콩나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 비교 시에는 효소 처리 추출물

이 초고압 처리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라디칼 소거능

을 보였으며 이 결과는 DPPH 전자공여능 실험 결과와 일치

하였다. 또한 Kim과 Han(23)의 고압 처리를 실시한 발효미

강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의 연구에서 고압 처리를 실시한 

발효미강이 일반 발효미강에 비해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와 Kim 등(27)의 인삼에 

효소 처리를 하여 효소를 처리하지 않은 인삼보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비교 시 효소 처리 인삼의 소거 활성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세포생존율

콩나물 추출물들의 인간 간암 세포주 HepG2에 대한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TT assay를 실시하였다. HepG2 

세포에 대한 콩나물 추출물의 생존율은 Fig. 4에 나타내었

다. 콩나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과 물 추출물은 모든 농도

(0~1,000 µg/mL)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콩

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은 750 µg/mL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세포생존율을 보여 세포독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를 토대로 추후 실험에는 모든 추출물들에서 세포독성이 나

타나지 않은 500 µg/mL 농도를 사용하였다.

콩나물 추출물의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

본 연구에서는 콩나물 추출물의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간세포인 HepG2에 활성산소의 일종

인 H2O2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H2O2만 

처리한 군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control군(100%)에 

비하여 세포생존율(40.3%)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며 세포독

성을 보였다(Fig. 5). 반면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 처리군

의 세포생존율은 69.3%, 콩나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 처리군

의 세포생존율은 72.3%, 콩나물 물 추출물 처리군의 세포생

존율은 55.3%, 양성대조군인 caffeic acid 처리군의 세포생

존율은 81.3%를 보여 시험군 및 양성대조군 모두 H2O2만 

처리한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처리방법에 따른 추출물의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는 효소 처리 추출물 처리군과 초고압 

처리 추출물 처리군의 세포생존율은 유의차가 나지 않으나 

물 추출물 처리군의 세포생존율에 비교했을 때에는 효소 처

리 및 초고압 처리 추출물 2가지 모두 유의적으로 높은 산화

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를 나타내었다.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에 대한 보고로는 감태

에 효소를 처리한 추출물이 H2O2의 산화적 손상에 대해 세

포생존율의 증가와 페놀 함량의 증가에 따른 세포생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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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32)를 보고하였고, 갈화에서 분리한 이소플라본이 

H2O2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세포생존율의 증가(33)를 보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는 총 페놀

과 이소플라본의 높은 함량으로 인해 H2O2로 유도되는 산화

적 스트레스로부터의 세포 방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과 콩나물 초고압 처

리 추출물은 항산화 및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활성은 시료 중의 아미노

산, 페놀 및 이소플라본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나 그 외 미지

의 물질도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콩나물 처리방법에 따른 추출물의 항산화능 평가

를 위해 콩나물을 초고압 처리, 효소 처리 및 무처리 후 물 

추출하여 유리아미노산, 총 페놀, 이소플라본 함량을 확인하

고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과 HepG2 

세포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콩나물 처리방법에 따른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및 이소플라

본의 함량은 효소 처리 추출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 물 추

출물 순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

능 또한 효소 처리 추출물> 초고압 처리 추출물> 물 추출물 

순으로 나타나 페놀 함량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DPPH 라디

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HepG2 세포에서 H2O2로 유도된 산화적 손상에 대

해서는 콩나물 효소 처리 추출물과 콩나물 초고압 처리 추출

물이 콩나물 무처리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세포보호 

활성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콩나물을 효소 처리한 

추출물과 초고압 처리한 추출물은 콩나물에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고 물 추출한 것보다 H2O2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

스로부터 방어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

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콩나물의 효소 처리 및 초고압 처리 

후 물 추출하는 것은 콩나물의 항산화 성분의 추출을 증대시

키고 항산화능 및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효과

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콩나물을 효소 

처리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콩나물을 

효소 처리하거나 초고압 처리하여 추출하는 것이 항산화능

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은 콩나물 추출물은 항산화능을 갖는 기능성 소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 1세부 고기능성 생물소

재 개발(과제번호: R0000480)”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Kim YH, Hwang YH, Lee HS. 2003. Analysis of isoflavones 
for 66 varieties of sprout beans and bean sprouts. Korean 
J Food Sci Technol 35: 568-575. 

2. Choi YS, Lee BH, Kim JH, Kim NS. 2000. Concentration 
of phytoestrogens in soybeans and soybean products in 
Korea. J Sci Food Agric 80: 1709-1712. 

3. Kim EJ, Lee KI, Park KY. 2004. The growth inhibition 
against gastric cancer cell in germanium or soybean sprouts 
cultured with germanium.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20: 287-291. 

4. Lee YS, Park RD, Rhee CO. 1999. Effect of chitosan treat-
ment on growing characteristics of soybean sprouts. Korean 
J Food Sci Technol 31: 153-157.

5. Lee YS, Rhee CO. 1999. Changes of free sugars, lipoxyge-
nase activity and effects of chitosan treatment during culti-
vation of soybean sprouts. Korean J Food Sci Technol 31: 
115-121.

6. Kim JI, Kang MJ, Bae SY. 2003. Hypoglycemic effect of 
the methanol extract of soybean sprout in streptozotocin-in-
duced diabetic ra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2: 921- 
925.

7. Bennett PB, Marquis RE, Demchenko I. 1998. High pres-
sure biology and medicin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Rochester, NY, USA. p 1-428.

8. Park SJ, Park DS, Lee SB, He X, Ahn JH, Yoon WB, Lee 
HY. 2010. Enhancement of antioxidant activities of Codo-
nopsis lanceolata and fermented Codonopsis lanceolata by 
ultra high pressure extracti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39: 1898-1902. 

9. Shin CS, Lee DH, Kim SH, Shin MH, Jeong CH, Shim KH. 
2010. Ginsenoside content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from 
red ginseng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4: 133-140. 

10. Jeong MH, Kim SS, Ha JH, Jin L, Lee HJ, Kang HY, Park 
SJ, Lee HY. 2009. Enhancement of anticancer activity of 
Acer mono by high pressure extraction proces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8: 1243-1252.

11. Park MK, Kim CH. 2009. Extraction of polyphenols from 
apple peel using cellulase and pectinase and estimation of 
antioxidant activity. J Korean Soc Food Sci Nutr 38: 535- 
540. 

12. Yuan HD, Quan HY, Jung MS, Kim SJ, Huang B, Kim DY, 
Chung SH. 2011. Anti-diabetic effect of pectinase-processed 
ginseng radix (GINST) in high fat diet-fed ICR mice. J 
Ginseng Res 35: 308-314.

13. Jeong EJ, Kim MH, Kim YS. 2010. Effect of pectinase treat-
ment on extraction yield of the juice of Fragaria ananassa 
Duch. an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trawberry wine dur-
ing ethanolic fermentation. Korean J Food Preserv 17: 72- 
78.

14. Unizen. 2006.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immunomodu-
latorypolysaccharieds from aloe. Korean Patent 10-0678238.

15. KFDA. 2005. Food Standards Codex.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oul, Korea. p 1267.

16. Singleton VL, Orthofer R, Lamuela-Raventos RM. 1999. 
Analysis of total phenols and other oxidation substrates and 
antioxidants by means of Folin-Ciocalteau reagent. Methods 
Enzymol 299: 152-178. 

17. AOAC. 2005.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8th ed. Associa-



콩나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1235

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Washington, DC, USA. 
Ch 45, p 114-118.

18. Blois MS. 1958. Antioxidant determinations by the use of 
a stable free radical. Nature 181: 1199-1200.

19. Re R, Pellegrini N, Proteggenta A, Pannala A, Yang M, 
Rice-Ecans C. 1999. Antioxidant activity applying an im-
proved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ssay. Free 
Radic Biol Med 26: 1231-1237.

20. Lim YM, Kim BR, Hong KY. 2008. Antioxidant effect of 
Crataegi fructus extract on the oxidative stress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 cultured human skin fibroblasts. Kor J 
Ori Physiol Pathol 22: 115-119.

21. Boyer RF. 2006. Concepts in biochemistry. Wiley Publish-
ers, Hoboken, NJ, USA. Vol 3, p 63-90.

22. Christensen HN. 1990. Role of amino acid transport and 
countertransport in nutrition and metabolism. Physiol Rev 
70: 43-77.

23. Kim DY, Han GD. 2012. High hydrostatic pressure treat-
ment combined with enzymes increases the extractability 
and bioactivity of fermented rice bran. Innovative Food Sci 
Emerging Technol 16: 191-197.

24. Jung SH. 2001. Effect of amino acids on anoxia-induced 
cell injury. J Biomed Lab Sci 7: 127-131.

25. Kim MY, Lee SH, Jang GY, Park HJ, Meishan L, Kim 
SJ, Lee YR, Lee JS, Jeong HS. 2013. Effects of high pres-
sure treatment on antioxidant compounds and activity of 
germinated rough rice (Oryza sativa L.). J Korean Soc Food 
Sci Nutr 42: 1783-1791.

26. Lee MH. 2010. The effect of enzyme treatments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on the contents of ginsenoside in Korea 

red ginseng. MS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
san, Korea. p 15-17.

27. Kim YC, Cho CW, Rhee YK, Yoo KM, Rho J. 2007. 
Antioxidant activity of ginseng extracts prepared by enzyme 
and heat treatment. J Korean Soc Food Sci Nutr 36: 
1482-1485. 

28. Shin KS, Kiyohara H, Matsumoto T, Yamada H. 1997. 
Rhamnogalacturonan Ⅱ from the leaves of Panax ginseng 
C.A. Meyer as a macrophage Fc receptor expression en-
hancing polysaccharide. Carbohydr Res 300: 239-249.

29. Ruiz-Larrea MB, Mohan AR, Paganga G, Miller NJ, Bolwell 
GP, Rice-Evans CA. 1997. Antioxidant activity of phytoes-
trogenic isoflavones. Free Radic Res 26: 63-70.

30. Setchell KDR, Brown NM, Des P, Nechemias LZ, Wolfe 
BE, Brashear WT, Kirschner AS, Cassidy A, Heubi JE. 
2001. Bioabailability of pure isoflavones in healthy humans 
and analysis of commercial soy isoflavone supplements. J 
Nutr 131: 1362S-1375S.

31. Cho SH, Choi YJ, Rho CW, Choi CY, Kim DS, Cho SH. 
2008. Reactive oxygen species and cytotoxicity of bamboo 
(Phyllostachys pubescens) sap. Korean J Food Preserv 15: 
105-110.

32. Kim KN, Heo SJ, Song CB, Lee JG, Heo MS, Yeo IK, Kang 
KA, Hyun JW, Jeon YJ. 2006. Protective effect of Ecklonia 
cava enzymatic extracts on hydrogen peroxide-induced cell 
damage. Process Biochem 41: 2393-2401.

33. Lee KT, Sohn IC, Kong EA, Kim DH, Choi SK, Choi JW, 
Park HJ. 1999. Antioxidative and cytoprotective effects of 
isoflavones isolated from Pueraria thunbergiana flowers. 
Yakhak Hoeji 43: 736-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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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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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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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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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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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