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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oot of Taraxacum coreanum Nakai (TC), on the suppression of inflammation and oxida-
tive stress induced by lipopolysaccharide (LPS) in ICR mice were studied. LPS (10 mg/kg body weight) was injected 
into ICR mice in between two consecutive oral administrations. Hot water extract of fresh TC (HWETC) was ad-
ministered to mice immediately before and 24 h after LPS injection. The animal groups us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NOR group (PBS injection, DW administration), CON group (LPS injection, DW administration), and TC 
group (LPS injection, 1.4 g/kg bw of HWETC administration). Mice in the CON group lost weight due to inflammation 
induced by LPS, while the body weight of the TC group mice increased significantly, indicating that inflammation 
was inhibited by HWETC administration. Compare with the CON group, plasma and hepatic triglyceride, reactive 
oxygen species, peroxynitrite, and hepatic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concentrations of the TC group de-
creased significantly (P<0.05). The protein expression of a pro-inflammatory transcription factor, nuclear factor-κB 
(NF-κB) and its target enzyme, cyclooxygenase 2, increased in response to LPS injection, but was suppressed by 
HWETC administration (P<0.05). In conclusion, HWETC appears to ameliorate the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ory 
responses induced by LPS via inhibition of NF-κB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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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민들레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다년생 초본이며, 흰 민들

레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종자이다. 민들레는 한방에

서 포공영(Taraxacum coreanum Nakai, 蒲公英, Pogong-

yeong)이라고 명명되며 뿌리, 잎, 꽃, 꽃줄기 등 모든 식물

체에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1) 한방 약재로는 뿌리가 

사용되고 있다. 민들레는 염증을 치료하는 약리 작용이 있어 

임파선염, 급성 기관지염, 위염, 간염, 담낭염, 부인병에 처

방하고 있으며(2), 서양에서는 해열, 발한, 해독제, 담즙분비 

촉진제, 완화제, 항노이로제, 이뇨제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

용하여 왔다(3). 민들레의 생리활성은 항산화(4), 항알레르

기(5), 항균(6), 항암(7,8) 및 체내 지질대사 개선 효과(8)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생리활성은 민들레에 함유된 

flavonoids, terpene 및 steroids 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전초에서는 taraxasterol과 taraxacin(9), 꽃에

서는 arnidiol, luteolin 및 flavoxanthine(10) 등이 그리고 

잎에는 luteolin, violaxanthin 및 plastoquinone 등이 알려

져 있다(5).

염증은 생체에 감염이나 물리적인 손상에 의한 부상이 발

생하였을 때 일어나는 선천 면역 반응(11)으로 생존에 필요

한 반응이지만 대식세포나 기타 면역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이나 chemokine의 분비가 만성적으로 일어나거

나 다량 분비되면 전문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Nuclear 

factor-κB(NF-κB)는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항균 물질의 방출 및 면역 반응을 촉진시

키나(12), 지속적인 발현이나 발현 정도가 높아지면 in-

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cyclo-oxygenase 

(COX)-2, tumor necrosis factor(TNF)-α 그리고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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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in(IL)-1β, IL-6 그리고 IL-8과 같은 염증 매개물의 발

현을 촉진한다. iNOS와 COX-2에 의해 생성된 nitric ox-

ide(NO)와 prostaglandin(PG)E2는 강력한 염증 발현 물질

이다(13). NF-κB가 주도하는 신호 대사는 간, 지방조직 그

리고 중추신경계의 염증 매개성 대사질환 발현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14). 염증이 증가하면 면역계 세포들이 유리기를 

지니고 있는 reactive oxygen species(ROS) 및 reactive 

nitrogen species(RNS)의 분비를 촉진하여 체내 산화 스트

레스를 증가시킨다. 산화 스트레스는 생체 손상 및 다양한 

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15). Lipopolysac-

charide(LPS)는 그램 음성 세균의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 

진핵생물에서 자연 면역반응을 촉진하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이다(16). LPS는 친수성 saccharide와 지용성인 lipid 

A로 구성되어 있으며(17) lipid A 부분(16)이 세포막의 LPS 

binding protein 및 CD 14와 결합하여 inner membrane으

로 이동하고 이후 세포내막에 존재하는 LPS receptor com-

plex와 결합한다. 이러한 결합은 세포내막에 존재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 Toll-like receptor(TLR)4를 포함한 다양한 

TLRs 및 CDs와 결합하여 NF-κB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활성화시켜 몸 전체에 염증 신호를 전달한다(18). LPS는 

체재 염증 반응뿐 아니라 활성산소종의 생성도 증가시켜 산

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19). 민들레의 항염

증 효과 및 산화 스트레스 개선 효과는 LPS로 유발된 대식

세포를 이용한 세포실험에서 보고되어 왔다(20). 

본 연구에서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 민들레 뿌

리의 항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in vivo에서 알아

보기 위하여 LPS를 처리한 동물에서 한국에 자생하는 토종 

민들레인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의 염증 억제 효과 및 

활성산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동물사육

6주령의 ICR 마우스(male)는 두열바이오텍(Seoul, Ko-

rea)에서 구입하여 1주일 동안 사육실 환경에 적응시킨 다

음 실험군당 10마리씩, 평균 체중이 동일하도록 3군으로 나

누었다. 동물은 케이지당 1마리씩 넣어 사육하였으며 식이

(2018S Teklad global 18% protein rodent diet, Harlan 

Teklad, Madison, WI, USA)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동물사육실의 온도는 22±1°C, 습도는 55±5%로 

유지하였으며, 조명은 12시간 주기로 조절하였다. 동물 실

험의 전 과정은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Pusan 

National University-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PNU-IACUC)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승인번호 PNU-2014-0613).

시료 제조

흰 민들레인 Taraxacum coreanum Nakai를 수확 직후 

전초를 하얀민들레농원(Chungju, Korea)에서 구입하여 뿌

리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학계 보고에 의하면 한국에 자생하

는 토종 흰 민들레는 한 종만 존재한다고 한다(21). 본 연구

에서는 흰 민들레 구입 시 ‘농산물 및 품종 증명서'를 통해 

토종 민들레임을 확인하였다. 뿌리 중량 대비 10배(w/v)의 

증류수를 첨가한 후 추출기(KMC-130sh, speed level; 

max, temp. level; 7, Vision Scientific Co., Ltd., Daegu, 

Korea)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과지(No. 

2 filter paper, Whatman, Springfield Mill, UK)를 사용하

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진공원심농축기(rotavator R-200, 

BÜCHI, Flawil, Switzerland)로 농축하고, 동결건조(SFDSM 

06, Samwon, Busan, Korea) 하였다. 

LPS 주사, 시료 투여 및 해부

전신에 염증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동물 체중 kg당 10 

mg의 LPS를 1회 복강으로 주사하였다(22). 동물에 LPS를 

처리한 직후 동결 건조한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을 해

당 농도로 조제하여 1차 경구 투여하고 24시간 경과 후에 

2차 경구 투여하였다. 본 실험의 동물군은 3군으로 정상군

은 LPS와 동일양의 생리식염수를 복강주사하고 증류수를 

경구 투여한 군(normal control group; NOR), LPS 대조군

은 LPS 주사 후 증류수를 경구 투여한 군(LPS control 

group; CON) 그리고 실험군은 LPS 주사와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 1.4 g/kg bw를 섭취시킨 군이다(Taraxacum 

coreanum Nakai intake group; TC). 동물에 투여한 흰 민

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 농도는 본초학에 의거하여 산출하였

다(23). 즉 성인 하루 흰 민들레 뿌리 복용 양은 12~20 g으

로 이를 체중 70 kg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인간과 마우스의 

대사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보상계수 12를 곱하여 마우스 

투여 양을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흰 민들레 

뿌리의 열수 추출물의 수율(41.8%)을 고려하여 마우스 체

중 kg당 투여 양을 산출하였을 때 0.86~1.43 g이었다. 본 

계산에 근거하여 시료 투여량을 1.4 g으로 설정하였다. 2차 

시료 투여 후 12시간 동안 절식시키고, zolazepam, tilet-

amine 혼합물(zoletil 50, 30 mg/kg bw, Virbac Labora-

tories, Carros, France)과 xylazine(10 mg/kg, Bayer 

Korea, Seoul, Korea) 혼합액을 복강 주사하여 마취하였

다. 하대정맥에서 채혈한 혈액은 heparin tube에 채취하여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였으며, 2,012.4×g, 4°C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얻었다. 채혈 후 차갑게 냉각시킨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관류하여 간에 남은 혈액

을 제거한 다음 장기를 적출하여 여러 차례 씻은 후 여과지

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였다. 모든 시

료는 -80°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혈중 아미노기 전이효소 활성 측정 

혈중 AST 및 ALT 활성은 분석용 kit(AM101-K, Asan 

Pharmaceutical Co.,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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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및 간의 지질 함량 측정

혈중 중성지방질 농도(AM157S-K, Asan Pharmaceuti-

cal Co.) 및 총 콜레스테롤 농도(AM202-K, Asan Pharma-

ceutical Co.)는 분석용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의 

중성지방질 및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 

조직 균질액을 제조한 후 추출 용매(chloroform : meth-

anol, 2:1, v/v)로 지방을 추출한 다음 실험용 시료로 사용하

였다. 간의 중성지방질 및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혈장의 중

성지방질 및 총 콜레스테롤 농도 측정에 사용한 kit으로 측

정하였다. 

혈장 및 간의 활성산소종 및 peroxynitrite 함량 측정

혈액의 ROS 농도는 2',7'-dichlorofluorescein diac-

etate(D6886,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발색 시약을 사용하여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0 

nm에서 형광강도를 측정한 후 분당 fluorescence 강도로 

계산하였다(24). Peroxynitrite(ONOO-) 농도는 rhodamine 

buffer[5 mM DHR123, 90 mM NaCl, 50 mM sodium 

phosphate(pH 7.4), 5 mM KCl, 100 μM diethylene-

triaminepenta acetic acid]로 발색시킨 후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0 nm에서 형광강도를 측정하여 분당 fluo-

rescence 강도로 계산하였다(25).

간의 ROS 및 peroxynitrite 함량 측정은 간 조직의 post- 

mitochondria fraction을 사용하였다. 간 조직 균질액을 

4°C에서 2,012.4×g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얻

은 후, 이를 4°C에서 18,626.8×g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post-mitochondria fraction으로 사용하였

다. 간의 ROS 및 peroxynitrite 농도 측정은 혈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간의 지질과산화물 함량 측정

지질 과산화물의 농도는 TBARS 방법(26)으로 측정하였

다. 간 조직 균질액에 1% phosphoric acid와 0.67% TBA 

용액을 첨가하여 vortex에서 잘 혼합한 뒤 95°C의 water 

bath에서 45분간 반응시켰다. n-Butanol로 반응을 종결시

키고, 2,012.4×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얻어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질과산화물 농도는 

malonaldehyde(MDA)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nmol 

MDA로 내었다. 

Western blot 분석

시료 제조: 간 조직에 nonidet(NP)-40 buffer[1 M Tris 

(pH 8.0), 0.5 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pH 

8.0), 150 mM NaCl, 1% NP-40, 1 mM dithiothreitol, 0.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와 protease inhibitor 

cocktail(P8340, Sigma-Aldrich Co.) 혼합액(100:1, v/v)

을 첨가하여 균질화하였다. 균질액을 1시간 동안 얼음에 보

관한 후 4°C에서 18,626.8×g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

액을 취한 다음 단백질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

를 측정한 후(Bradford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 시료의 단백질 농도가 일정하게 한 뒤 Laemmli sam-

ple buffer(#161-0737, Bio-Rad)와 β-mercaptoethanol

을 첨가하여 western blot 분석용 시료로 제조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염증관련 전사인자인 NF-κB

와 이로부터 발현된 iNOS 및 COX-2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일정 농도의 단백질을 함유한 시료를 8% sodium 

dodecyl sulphate-polyacrylamide gel에 올린 후 90 V로 

2시간 동안 전기영동(Power Pac 300, Bio-Rad)하였다. 전

기영동 종료 후 동일 전압에서 40분 동안 gel의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0.45 μm pore size, Whatman)

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5% skim milk(NB0669, Bio Basic 

Inc., Markham, ON, Canada)를 함유한 tris-buffered sal-

ine(TBS)-T(0.5% Tween 20 in TBS)에서 1시간 침지하

여 blocking 한 후 TBS-T로 10분 간격으로 3회 그리고 

5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하였다. 세척된 membrane에 1차 

antibody로 하룻밤 동안 4°C에서 반응시켰다. NF-κB 분석

용 1차 antibody는 NF-κB p65(L8F6) Mouse mAb(#6956,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를, 

iNOS 분석에는 NOS2 antibody(sc-7271,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그리고 COX-2 

분석에는 Cox-2 antibody(sc-1747, Santa Cruz Bio-

technology)를 사용하였다. TBS-T로 10분간 3회 및 5분

간 3회 연속적으로 세척하여 부착되지 않은 1차 antibody를 

씻어낸 후 NF-κB 및 iNOS 측정에는 2차 antibody인 

Rabbit Anti-Mouse IgG H&L(HRP)(ab6728, Abcam Inc., 

Cambridge, UK)을 그리고 COX-2 측정에는 Rabbit Anti- 

Goat IgG H&L(HRP)(ab6741, Abcam Inc.)을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부착되지 않은 2차 antibody는 TBS- 

T로 10분간 3회, 5분간 3회 세척하여 제거하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용액(HyGLO, Denbille Scientific, 

Metuchen, NJ, USA)으로 단백질을 발광시켜 CAS-400 

SM(Davinch-K, Seoul, Korea)으로 촬영하였다. 발현된 단

백질 양은 ImageJ software(http://rsbweb.nih.gov/ij/)로 

측정하고, 단백질의 발현 정도는 β-actin에 대한 비율로 표

시하였다. β-Actin은 1차 antibody인 Anti-beta Actin an-

tibody(ab8226, Abcam Inc.)와 2차 antibody인 Rabbit 

Anti-Mouse IgG H&L(HRP)(ab6728, Abcam Inc.)로 측

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

과의 군 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SPSS 

version 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CON군과 TC군 사이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Student's t-test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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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lasma aspartate transaminase (AST) and alanine trans-
aminase (ALT) concentrations of ICR mice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ipopolysaccharide followed by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extract of Taraxacum coreanum Nakai

Group1) AST ALT
NOR
CON
TC

 54.79±3.30c2)3)

132.13±5.91a

106.96±18.24b

24.25±0.97a

21.83±1.68ab

19.19±2.54b

1)See the legend of Table 1.
2)All data are mean±SD (n=10 each group).
3)Data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wit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 Plasma and hepatic triglyceride (TG) and total cholesterol concentrations (TC) of ICR mice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ipopolysaccharide followed by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extract of Taraxacum coreanum Nakai

Group1) Plasma (mg/dL) Liver (mg/g tissue)
TG TC TG TC

NOR
CON
TC

 66.94±14.04c2)3)

117.87±14.04a

 93.88±6.61b

79.85±16.30NS4)

77.22±13.18
80.56±15.60

6.43±0.67a

2.05±0.62b

1.34±0.41c

1.53±0.30NS

1.50±0.25
1.64±0.22

1)See the legend of Table 1.
2)All data are mean±SD (n=10 each group).
3)Data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4)NS: data 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1. Body weight changes of ICR mice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ipopolysaccharide (LPS) followed by oral admin-
istration of hot water extract of Taraxacum coreanum Nakai

(g)

Group1) Body weight
Initial Final Changes

NOR
CON
TC

28.20±0.64NS2)3)

28.60±1.02
27.58±0.65

 28.97±0.47a4)

 26.26±1.53b

 26.91±0.99b

 0.77±0.63a

-2.34±2.02b

-0.66±1.08a

1)NOR: mice had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phosphate buffered
saline as a vehicle followed by oral administration of distilled
water (DW), CON: mice had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PS 
followed by oral administration of DW, TC: mice had intra-
peritoneal injection of LPS and followed by oral administration
of 1.4 g/kg body weight of water extract of Taraxacum cor-
eanum Nakai.

2)All data are mean±SD (n=10 each group).
3)NS: data 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4)Data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wit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리의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체중 변화

정상대조군(NOR)의 체중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LPS를 

처리한 LPS 대조군(CON)의 체중은 NOR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고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 투여군인 TC군

은 CON군에 비해 체중 감소 정도가 낮았으며, CON군과 

TC군의 체중 변화 역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1, 

P<0.05). 

혈중 AST 및 ALT 활성 

간 손상 지표 중 하나인 혈중 aspartate aminotransfer-

ase(AST) 활성은 LPS 처리에 의해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Table 2). CON군의 AST 활성은 NOR군에 비해 141% 높

았으며(P<0.05), TC군은 CON군에 비해 19.05% 감소하였

다(P<0.05). 혈중 alanine aminotransferase(ALT) 농도는 

NOR군이 가장 높았고, CON군, TC군 순서로 나타났다. 

CON군의 AST 활성은 NOR군에 비해 CON군은 9.98% 그

리고 TC군은 20.87%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혈중 및 간 지방질 농도

LPS 처리에 의해 혈중 중성지방질 농도는 유의적으로 상

승하였다. CON군의 혈중 중성지방질 농도는 NOR군에 비

해 76.08%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Table 3, P<0.05), 

TC군의 혈중 중성지방질 농도는 CON군에 비해 20.35% 

감소하였다(P<0.05). 그러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세 군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간의 중성지방질의 농도는 LPS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NOR군이 가장 높고, 

CON군 그리고 TC군 순서였다(Table 3). NOR군의 간 중성

지방질 농도는 CON군 및 TC군에 비해 각각 213.66% 및 

379.85% 높았다. TC군은 CON군에 비해 34.64% 감소하였

다(P<0.05). 간의 콜레스테롤의 농도 역시 혈장과 마찬가지

로 세 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액 및 간의 ROS, peroxynitrite 및 간의 지질과산화물

가 농도 

혈중 ROS 농도는 CON군이 NOR군에 비해 626.32% 증

가하였고 흰 민들레 뿌리를 투여한 TC군은 CON군에 비해 

73.72%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4, P<0.05). Perox-

ynitrite 농도는 CON군에서 NOR군에 비해 42.12% 상승하

였고, TC군은 CON군에 비해 22.34%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Table 4, P<0.05). 간의 ROS 농도는 LPS 처리한 CON군

이 NOR군에 비해 443.33% 증가하였고, TC군은 CON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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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tein expression of nuclear factor-κB (NF-κB),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of ICR mice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ipopolysaccharide followed by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extract of Taraxacum coreanum Nakai. 
See the legend of Table 1 for experimental groups. Data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N and TC group by Student's t-test.

Table 4. Inhibitory effects of hot water extract of Taraxacum coreanum Nakai on the level of plasma and hepatic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peroxynitrite (ONOO-) in lipopolysaccharide treated ICR mice 

Group1) Plasma (Flu/min/μL) Liver (Flu/min/mg protein)
ROS ONOO- ROS ONOO-

NOR
CON
TC

 402.3±204.7b2)3)

2,922.0±588.5a

 767.9±185.5b

 744.0±80.3b

1,057.4±233.2a

 821.2±27.3b

 834.2±134.3b

4,532.5±1,234.2a

1,496.6±700.2b

 79.0±6.4b

312.8±87.7a

116.3±32.7b

1)See the legend of Table 1.
2)All data are mean±SD (n=10 each group).
3)Data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4)NS: data 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5. Hepatic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concentration of ICR mice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lip-
opolysaccharide followed by oral administration of water extract
of Taraxacum coreanum Nakai     (nmol MDA/mg protein)

Group1) TBARS 

NOR
CON
TC

4.49±1.00a2)3)

5.14±1.89a

3.06±0.57b

1)See the legend of Table 1.
2)All data are mean±SD (n=10 each group).
3)Data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wit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비해 66.98%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4, P<0.05). 간

의 ONOO- 농도 역시 CON군이 NOR군에 비해 295.95% 

증가하였고, TC군은 CON군에 비해 62.82% 감소하여 유의

적인 감소를 보였다(Table 4, P<0.05). 간의 TBARS 농도

는 TC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5, P<0.05). 

TC군의 간 TBARS 농도는 CON군에 비해 40.47% 감소하

였다(P<0.05). 

NF-κB, iNOS 및 COX-2 단백질 발현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CON군의 NF-κB 단백질 발현

은 NOR군에 비해 38.08%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TC군의 NF-κB 단백질 발현은 CON군에 비해 21.16% 감

소하였다(P<0.05). NF-κB 전사인자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

는 효소 중 NO 생성 효소인 iNOS 단백질 발현은 CON군에

서 NOR군에 비해 20.42%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TC군은 CON군에 비해 10.13% 단백질 발현이 억제되었으

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다른 효소인 

COX-2 단백질 발현을 살펴보았을 때 NF-κB 단백질 발현

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COX-2 단백질 발현은 CON

군에서 NOR군에 비해 30.23% 증가하였고(P<0.05) TC군

은 CON군에 비해 17.92%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토종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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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뿌리의 염증 억제 및 산화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LPS로 처리한 동물에서 확인하였을 때 유리기 생성, 지질과

산화,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 및 이의 전사인자의 발현이 억

제되었고 염증 억제에 의해 혈중 중성지방질의 농도가 낮아

짐을 확인하였다. 민들레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초본으로 

동양과 서양에서 민간 약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민들레의 

생리활성으로는 항산화(4), 항균(6), 항알레르기(4) 등이 알

려져 있으며, 항암(7,8), 지질대사 개선 효과(8) 등이 보고되

어 있다. 최근 민들레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가 세포실

험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한방에서는 흰 민들레를 포

공영이라고 명명하고, 흰 민들레 뿌리를 임파선염, 급성 기

관지염, 위염, 간염, 담낭염, 부인병 등의 염증관련 질환에 

널리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들레는 뿌리뿐 아니

라 전초에 약효가 있다고 보고되면서(9) 민간에서 나물 등으

로 조리하여 섭취하고 있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내독소인 LPS는 단기간에 염증을 유

발시킬 수 있는 물질로 기능성 물질의 항염증 효과 및 산화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동물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LPS 구성 성분인 lipid A는 세포막에서 LPS binding 

protein 및 CD14와 결합하여 세포내막으로 이동한 후 LPS 

receptor와 복합체를 구성하여 TLR4를 포함한 다양한 

TLRs, CD11 또는 CD18과 결합함으로써 NF-κB, ex-

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그리고 stress- 

activated protein kinase/c-Jun N-terminal kinase 경로

를 활성화시켜 몸 전체에 염증관련 신호를 전달하는 강력한 

물질이다(18). 마우스 체중 kg당 10 mg의 LPS를 한 번만 

투여하여도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21) 염증으로 인

해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27). 본 연구에

서 LPS로 염증을 유발한 마우스의 체중은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증가하였고, 이는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가 LPS로 유도되는 전신 염증반

응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혈액의 AST 활성은 

LPS 대조군에 비해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군에서 유의

적으로 감소하여 LPS로 인한 간의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NF-κB는 염증반응을 개시하는 전사인

자로 iNOS나 COX-2 등의 발현을 촉진시켜 NO와 PGs 같

은 염증 매개 물질의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염증을 유발한

다(13). 이에 NF-κB의 발현을 억제하여 퇴행성 질환을 예

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민들레 추출물은 

LPS를 처리한 대식세포에서 NF-κB의 활성 억제 및 iNOS

와 COX-2의 발현을 억제하였다(20). 본 동물실험에서도 민

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이 LPS 처리에 의해 증가된 NF-κB 

및 COX-2 단백질 발현을 억제함을 확인하여 한방에서 사용

하는 흰 민들레 뿌리는 in vivo에서도 NF-κB 발현 억제를 

통한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염증 반응이 증가하

면 대식세포 및 호중구와 같은 면역 세포들에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ROS 및 RNS 생성(28)이 증가하여 산화 스트

레스를 유발하고 간의 지질과산화를 촉진한다. 산화 스트레

스 및 지질과산화는 생체 내 유효한 단백질을 공격함으로써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마우스에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을 섭취시켰을 때 

ROS 및 peroxynitrite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간에서 지질과산화도 억제되었다. 이러한 유리기 생성이 억

제된 것은 민들레 뿌리 추출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 때문으

로 생각된다(29). 민들레의 항산화 물질로는 caffeoylquinic 

acid와 chicoric acid 같은 페놀 물질이 보고되었다(30). 민

들레 추출물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에서 항산화계 효

소인 glutathione peroxidase와 catalase 효소의 활성을 높

여 혈장 및 간 내 지질과산화물의 농도를 낮추었다고 하였다

(31). LPS를 처리한 대식세포에서 기능성 물질들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 중 하나로 물질의 항산화성이 보고되

고 있다(32). 

체내 염증이 발생하면 혈중 중성지방질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간에서 중성지방질을 함유한 초저밀도지방질

단백질(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의 방출이 증

가하기 때문이거나(33), 염증에 의해 lipoprotein lipase의 

활성이 억제되어 피하지방세포로 중성지방질의 이동이 제

한되거나(34), 염증 유발 매개체인 TNF-α IL-1, IL-2, 

IFN-α 그리고 IL-6 등의 cytokine에 의해 간에서 VLDL의 

방출을 자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35). 본 연구에

서도 LPS 처리에 의해 혈장 중성지방질이 유의적으로 상승

하여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

물 섭취에 의해 혈장 중성지방질 농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흰 민들레 뿌리의 항염증 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

해 간의 중성지방질 농도는 정상대조군에서 가장 높았고 

LPS 처리에 의해 유의적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LPS에 의해 

간 조직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중성지방질 합성이 이루어지

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민들레 뿌리 열

수 추출물을 투여한 동물의 간의 중성지방질 농도는 예상과

는 달리 LPS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낮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전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염증 유발에 따른 

중성지방질 농도 변화에 비해 혈장 및 간의 콜레스테롤 농도

는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간에서 지방산 합성 효소의 발현이 염증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염증과 지방합

성 전사인자 발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요   약

한방에서 염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흰 민들레 뿌리의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여 항염증 효과 및 산화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CR mice에 lipopolysaccharide 

(LPS)를 1회 복강 투여하여(10 mg/kg bw)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한국에만 자생하는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을 1.4 g/kg bw 농도로 2회 경구 투여하였다. 

LPS에 의한 염증 유발은 체중 감소 현상으로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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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 투여군은 유의적으로 체중이 증가

하여 염증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LPS 처리는 혈액의 중

성지방질, 혈액 및 간의 reactive oxygen species(ROS), 

peroxynitrite 농도 그리고 간의 지질과산화 수준을 증가시

켰다(P<0.05). LPS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물 투여군은 혈중 및 간의 중성지방질, ROS, per-

oxynitrite 농도 그리고 간의 지질과산화물 수준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는 흰 민들레 뿌리 열수 추출

물이 간의 NF-κB 전사인자 및 이의 조절을 받는 COX-2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관련 매개체 및 유리기 

생성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LPS 처

리군에서 간의 중성지방질 농도가 감소한 것은 염증에 의해 

간 조직이 손상되어 중성지방질의 합성이 억제되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방에서 사용하여 온 한국 토종 

흰 민들레 뿌리가 NF-κB 전사인자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REFERENCES

1. Lee HH, Kim YS, Park HY. 2007. Plant regeneration via 
organogenesis from leaf explant culture of Taraxacum cor-
eanum Nakai. Korean J Medicinal Crop Sci 15: 62-66.

2. Lee EB, Kim JK, Kim OK. 1993. The antigastritic effect 
of Taraxaci Herba. Kor J Pharmacogn 24: 313-318. 

3. González-Castejón M, Visioli F, Rodriguez-Casado A. 2012. 
Diverse biological activities of dandelion. Nutr Rev 70: 534- 
547. 

4. Hu C, Kitts DD. 2003. Antioxidant, prooxidant, and cyto-
toxic activities of solvent-fractionated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flower extracts in vitro. J Agric Food Chem 51: 
301-310.

5. Cheong H, Choi EJ, Yoo GS, Kim KM, Ryu SY. 1998. 
Desacetylmatricarin, an anti-allergic component from Tarax-
acum platycarpum. Planta Med 64: 577-578.

6. Kim KH, Chun HJ, Han YS. 1998. Screening of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extract. Ko-
rean J Soc Food Sci 14: 114-118. 

7. Takasaki M, Konoshima T, Tokuda H, Masuda K, Arai Y, 
Shiojima K, Ageta H. 1999. Anti carcinogenic activity of 
Taraxacum plant Ⅰ. Biol Pharm Bull 22: 602-605.

8. Cho SY, Park YJ, Oh YJ, Jang JY, Park EM, Kim MJ, Kim 
KS. 2000. Effect of dandelion leaf extracts on lipids metabo-
lism in rats high cholesterol diet. J Korean Soc Food Sci 
Nutr 29: 676-682.

9. Ahmad VU, Yasmeen S, Ali Z, Khan MA, Choudhary MI, 
Akhtar F, Miana GA, Zahid M. 2000. Taraxacin, a new 
guaianolide from Taraxacum wallichii. J Nat Prod 63: 1010- 
1011.

10. Kim TJ. 1996. Korean resources pla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 Co., Seoul, Korea. p 307-311.

11. Zamora R, Vodovotz Y, Billiar TR. 2000.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inflammatory diseases. Mol Med 6: 347- 
373.

12. Hayden MS, Ghosh S. 2008. Shared principles in NF-κB 
signaling. Cell 132: 344-362.

13. Vane JR, Mitchell JA, Appleton I, Tomlinson A, Bishop- 
Bailey D, Croxtall J, Willoughby DA. 1994. Inducible iso-

forms of cyclooxygenase and nitric-oxide synthase in in-
flammation. Proc Natl Acad Sci USA 91: 2046-2050.

14. Baker RG, Hayden MS, Ghosh S. 2011. NF-κB, inflamma-
tion, and metabolic disease. Cell Metab 13: 11-22.

15. Houde V, Grenier D, Chandad F. 2006. Protective effects 
of grape seed proanthocyanidins against oxidative stress in-
duced by lipopolysaccharides of periodontopathogens. J Per-
iodontol 77: 1371-1379.

16. Alexander C, Rietschel ET. 2001. Invited review: Bacterial 
lipopolysaccharides and innate immunity. J Endotoxin Res 
7: 167-202.

17. Holst O, Ulmer AJ, Brade H, Flad HD, Rietschel ET. 1996. 
Biochemistry and cell biology of bacterial endotoxins. FEMS 
Immunol Med Microbiol 16: 83-104.

18. Triantafilou M, Triantafilou K. 2002. Lipopolysaccharide 
recognition: CD14, TLRs and the LPS-activation cluster. 
Trends Immunol 23: 301-304.

19. Luster MI. 1998. Inflammation, tumor necrosis factor, and 
toxicology. Environ Health Perspect 106: A418-A419.

20. Kim HC, Park SJ, Park CW, Kim YR, Kim JH, Choi ES, 
Cho HJ, Cho YU, Ha YL. 2001. Overcome effect of catabo-
lic response in mouse by the egg yolks from laying hens 
intubated astaxanthin. J Korean Soc Food Sci Nutr 30: 
1278-1282.

21. Sohn MK, Shin YW. 2012. A comparative study of memory 
improving effects of Taraxaci Herba on scopolamine-in-
duced amnesia in mouse. Kor J Herbology 27: 27-35.

22. Shen SC, Lee WR, Lin HY, Huang HC, Ko CH, Yang LL, 
Chen YC. 2002. In vitro and in vivo inhibitory activities 
of rutin, wogonin, and quercetin on lipopolysaccharide- 
induced nitric oxide and prostaglandin E(2) production. Eur 
J Pharmacol 446: 187-194.

23. Herbology Editorial Committee of Korean Medicine School. 
2005. Herbology (Boncho-hak). Younglimsa, Seoul, Korea. 
p 245-247.

24. Ali SF, LeBel CP, Bondy SC. 1991. Reactive oxygen spe-
cies formation as a biomarker of methylmercury and trime-
thyltin neurotoxicity. Neurotoxicology 13: 637-648.

25. Kooy NW, Royall JA, Ischiropoulos H, Beckman JS. 1994. 
Peroxynitrite-mediated oxidation of dihydrorhodamine 123. 
Free Radic Biol Med 16: 149-156.

26. Ohkawa H, Ohishi N, Yagi K. 1979. Assay for lipid per-
oxides in animal tissues by thiobarbituric acid reaction. Anal 
Biochem 95: 351-358.

27. Park JY. 2005. Suppressive effect of Taraxacum officinale 
extracts on NO production and iNOS expression through 
the down-regulation of NF-κB activity. MS Thesis. University 
of Inje, Gimhea, Korea. p 38.

28. Xue T, Roy R. 2003. Study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cience 300: 740-741.

29. Heo SI, Wang MH. 2008. Antioxidant activity and cytotox-
icity effect of extracts from Taraxacum mongolicum H. Kor 
J Pharmacogn 39: 255-259.

30. Nugroho A, Kim MH, Lee JH, Kim JD, Lee KR, Choi JS, 
Yoo YM, Park HJ. 2011. Polyphenol analysis and peroxyni-
trite scavenging effect of the extracts from eight Korean 
mountainous vegetable. Kor J Pharmacogn 42: 38-45.

31. Yang HY, Lee SG. 2011. Effects of dandelion (Teraxacum 
platycarpum) with various extracting method on antioxida-
tive capacity, lipid metabolism in diet-induced obese rats.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5: 48-54.

32. Kim YH, Lee MJ, Lee HS, Kim JG, Park WH. 2011. Sup-
pressive effect of Euryale ferox salisbury extracts on in-
flammatory response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1770 조병제 ․김미정 ․송영옥

through the antioxidative mechanism.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5: 202-211.

33. Esteve E, Ricart W, Fernández-Real JM. 2005. Dyslipidemia 
and inflammation: an evolutionary conserved mechanism. 
Clin Nutr 24: 16-31.

34. Tengku-Muhammad TS, Hughes TR, Cryer A, Ramji DP. 

1996. Differential regulation of lipoprotein lipase in the mac-
rophage J774.2 cell line by cytokines. Cytokine 8: 525-533.

35. Kim JJ, Park CM, Kim MJ, Cho CW, Song YS. 2014. 
Hypolipidemic effect of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extracts via fecal lipid excretion in C57BL/6 mice fed an 
atherogenic diet. Food Sci Biotechnol 23: 84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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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