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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ermented Sargassum thunbergii (FST) on platelet aggregation and serum 
lipid levels in rats made obese by a high fat diet. Six-week-old male SD-r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groups as CON, HF-CON induced by high fat diet (HF), ST supplemented with HF (HF- 
ST100), and the fermented ST supplemented with HF group (HF-FST100). After 6 week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inal weight and weight gain had decreased in the HF- FST100 group compared to 
the HF-CON group. Also, the food efficiency ratio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HF-FST100 group 
compared to HF-CON. The organ weights other than heart and splee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F-FST100 group than in the HF-CON group. The levels of serum GOT and GPT significantly de-
creased in the HF-FST100 group over the HF-CON group. In addition, the total cholesterol, trigly-
ceride and LDL-cholesterol levels were lower in the HF-FST100 group than in HF-CON, while the 
HDL-cholesterol level was higher in the HF-FST100. The ability of platelet aggregation of groups sup-
plemented with FST was lower than the HF-CON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FST may be bene-
ficial in improving lipid profile and platelet aggregation in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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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한국인의 식습관은 과거에 비해 고칼로리, 고지방 

섭취에 따른 과체중과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1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

은 2001년 전체 평균 29.2%였던 것에 비해, 2012년 32.8%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우

리나라 인구의 38%가 권장섭취 기준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신체는 여러 위

험요소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식품은 혈중 지질 농도를 증가시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

하며, 나아가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 순환기 계통의 질환 발병

률을 증가시킨다[1, 12].

비만은 신체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으

로, 체중 감량 방법으로는 약물투여, 수술, 운동, 식이요법 등

이 있으나 그 중 식이요법이 비만의 근본적인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 중시되고 있다[19, 20, 25]. 식이 조절은 혈중 지질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식이 섭취는 약물 

치료 보다 더 중요한 치료법으로 보고되고 있다[9]. 

해조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난소화성 다당류를 함유하

고 있어 체내에서 소화율은 떨어지지만, 혈중 콜레스테롤 침

착을 저해하며 순환기계통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32].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해조류는 750여종이며, 그 중 식용 가능

한 해조류는 60여종에 이른다[6, 11, 16]. 해조류는 칼슘, 요오

드, 철 등 무기질 함량이 높고, 난소화성 다당류에 의한 뛰어난 

정장작용 등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소재로써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갈조류는 다른 해

조류에 비해 생리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녹조류 

및 홍조류보다 혈중 지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4, 14, 28]. 갈조류에는 alginic acid, laminarin, 

fucoidan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Kim 

[14] 등은 갈조류인 톳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쥐의 혈중 콜레

스테롤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갈조류의 모자

반과에 속하는 지충이는 우리나라 전 해안의 조간대 하부에 

걸쳐 군란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 해조류로 항염증, 항균, 

항산화 및 항종양 등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

다[10]. 한편, 일반적인 해조류의 유용성분 추출법은 열수, 에

탄올 추출 및 유기용매, 알칼리, 산 또는 효소에 의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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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animals

 Group (No)1) Treatment

 CON (6) Normal diet

 HF-CON(6) High fat diet

 HF-ST100(6)
High fat diet supplemented with Sargassum 

thunbergii supernatant 100 mg/kg

 HF-FST100(6)
High fat diet supplemented with fermented 

Sargassum thunbergii supernatant 100 mg/kg
1)No: number of rats.

가공 방법이 대부분이다[13]. 그러나 이러한 추출공정만으로

는 해조류에 포함된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해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1]. 그에 비해 발효는 식품 속 유용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기능성 식품 제조에 

매우 효과적인 가공 방법이다. 현재 발효 해조류 관련 연구로

는 발효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며, 생리활성 검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이로 고지혈증을 유도한 

흰쥐에 갈조류의 모자반과에 속하는 지충이를 발효 후 상등액

을 투여하여 혈중 지질농도, 혈소판 응집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검토하였다.

재료  방법

발효 지충이 상등액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지충이(Sargassum thunbergii)는 2013년 

㈜ 파라제주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발효 방법은 

발효를 위해 재래식 물김치 상등액을 멸균수로 희석 후 MRS 

고체 배지(Difco, USA)에 도말하여 배양기에서2일간 배양하

여 순수 콜로니를 얻었다. 얻어진 콜로니의 모양, 색깔 등을 

육안판정으로 발효 유산균(Lactobacillus sp. SH-1)을 선별하였

으며, MRS액체 배지(Difco, USA)에 계대배양하여 발효 균주

를 확보하였다. 본 발효를 위하여 지충이 50 g, 미생물의 생육

을 위해 yeast extract 30 g, 탄소원인 glucose를 1%의 농도로 

첨가하고, 멸균수1L를 첨가하였다. 준비한 시료를 혼합한 뒤 

121℃의 가압 조건에서 1시간 멸균하여 잡균 및 곰팡이 등으

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였다. 유산균을 첨가하지 않은 군을 

FH-ST군으로, 앞서 수집한 순수한 유산균(Lactobacillus sp. 

SH-1) 1%를 접종한 군을 FH-FST군으로 분류한 후, 30℃ 배양

기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발효 후 3,000 rpm, 4℃, 10 min 

조건하에 원심 분리하였으며, 각각의 상등액을 동결건조장치

(FD8518, Ilshin BioBase, Korea)로 동결 건조하여 일반 지충이 

상등액 시료 및 발효 지충이 상등액 건조시료를 얻었다.

실험동물  식이

체중이 180~190 g인 6주령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

를 (주)오리엔트 바이오에서 분양 받은 후 7일간 적응시킨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동물실험실 사육조건은 온도 24±2℃, 습

도 50~55%를 유지하였으며, 광주기 및 암주기를 12시간 간격

으로 조절하였다. 1주일 후, 실험 동물은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따라 일반식이 대조군(CON), 고지

방식이 대조군(HF-CON), 고지방식이 및 일반 지충이 상등액 

100 mg/kg투여군(HF-ST100), 고지방식이 및 발효 지충

이 상등액 100 mg/kg 투여군(HF-FST100)으로 각 6마리씩, 4

군으로 나누어 매일 1 ml 씩 6주간 상등액을 투여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식이 섭취량과 체중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

였으며,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측정하였고, 물과 사료는 

제한하지 않고 섭취시켰다. 실험 시료는 증류수에 용해하였으

며, 대조군은(CON, HF-CON)은 동일 용량의 증류수를 투여

하였다. 시료는 4℃ 냉장고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고지방식이와 시료를 동시에 투여하여 6주간 비만

을 유도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식이는 중앙동물(Central Lab. 

Animal Inc. Korea)에서 고지방사료 pellet (Rodent Diet with 

45%Kcal Fat)과 일반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동물실

험은 신라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승인(SUACUC- 

2014-007)하의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Table 1).

액  장기 채취

실험동물의 혈액은 해부 전 24시간 절식시킨 후 ethyl ether

를 이용하여 마취한 후 개복하여 복대 정맥에서 채취하였다. 

심장, 신장, 부신, 비장, 폐, 간, 부고환을 적출한 후 생리식염수

로 세척한 다음 수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청 지질 분석

실험동물에서 채취한 혈액은 실온에서 30분 방치 후 4℃,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중성

지방(triglyceride),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고밀도 지

단백질(HDL-cholesterol) 분석은 자동 측정용 slide kit (FUJI 

FILM, japan)를 이용하여 Dry Chemistry Analyzer 3500i 

(FUJ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청  GPT  GOT 분석

혈청 중 효소 활성 측정을 위해 glutamic pyruvic trans-

aminase (GPT)와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측정용 kit (FUJI DRI-CHEM SLIDE, Japan)를 이용하여 자동

생화학분석기 DRY CHEM 3500i (FUJI, Japan)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Platelet 분리

실험동물에서 채혈한 혈액은 3.2% sodium citrate 용액과 

1:9의 비율로 혼합한 뒤 1,1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의 PRP (platelet rich plasma)를 얻은 후, PRP를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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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nal body weight,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rats supplemented with fermented Sargassum 

thunbergii for 6 weeks

Group
1) CON HF-CON HF-ST100 HF-FST100

Final body weight (g)

Body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Food efficiency ratio (FER)
3)

336.73±20.482)c4)

  2.76±0.15c

 28.88±5.28a

  0.10±0.02c

437.52±22.74a

  4.62±0.31a

 25.39±6.21b

  0.22±0.02a

418.13±32.38ab

  4.08±0.63ab

 24.05±6.01b

  0.20±0.01b

400.52±28.40b

  3.89±0.43b

 24.39±6.33b

  0.16±0.00b

1)
Refer the legend to Table 1. 2)All values are mean±SD. (n=6). 3)FER: Body weight gain / Food intake.

4)a-cTh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p<0.05).

rpm에서 10분간 더 원심 분리하여 상층의 혈장을 제거하였다. 

EDTA를 포함하는 washing buffer (138 mM NaCl, 2.7 mM 

KCl, 12 mM NaHCO3, 0.36 mM NaH2PO4, 5.5 mM glucose, 

1 mM EDTA, pH 6.5)를 가하여 혈소판을 재현탁시켰다. 이 

혈소판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다시 sus-

pending buffer (138 mM NaCl, 2.7 mM KCl, 12 mM NaHCO3, 

0.36 mM NaH2PO4, 5.5 mM glucose, 0.49 mM MgCl2, 0.25% 

gelatin, pH 7.4)로 현탁시켜 washed platelet을 조제하였다. 

Washed platelet은 suspending buffer로 희석하여 혈소판 수

가 5×108/ml이 되도록 하였다.

소  응집 실험

발효 지충이의 항 혈소판 응집효과는 Whole blood lumi- 

aggregometer (Chrono-log, USA)를 사용하여 37℃에서 opti-

cal 방법으로 혈소판 응집을 측정하였다. 응집 유도제로 콜라

겐을 사용하였으며, micro-magnetic bar를 넣은 cuvette에는 

미리 37℃에서 incubation시킨 PRP 50 μl와 suspending buf-

fer, 10 mM CaCl2를 넣고 다시 incubation한 후 콜라겐 2.5 μl를 

가하여 5분간 반응시켰다. 교반 속도는 1,100 rpm으로 유지하

였고, PRP를 얻은 후 2시간 안에 모든 실험을 진행시켰다.

혈소판 응집에 작용하는 시료의 효과는 응집 저해율과 

slope, lag time, amplitude로 나타낼 수 있다. Slope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의 속도를 나타내며, lag time은 반응하는 

시간, amplitude는 최대 응집력을 나타낸다. 응집력은 반응이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의 광학밀도로 나타낸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 대한 모든 실험의 결과는 mean±SD로 표시하였

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SAS 9.1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각 실험

군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고찰

실험동물의 체 변화, 장기 량  식이효율 측정

고지방식이 및 발효 지충이 상등액의 6주간 투여에 따른 

흰쥐의 체중변화와 식이 섭취량 및 식이 효율은 Table 2와 같

다. 고지방식이 대조군인 HF-CON군과 일반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HF-ST100군의 최종 체중 증가량을 비교하였을 때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HF- 

FST100군은HF-C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였

다. 일일 체중 증가량은 고지방식이군(HF-CON)에서 정상식

이군(CON)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고지방식이와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함께 투여한 군(HF-FST100)이 고지방

식이와 일반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HF-ST100)군보다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식이 섭취량 측정 결과, 

고지방식이를 한 HF-CON군이 일반식이를 한 CON 군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였으며, 이는 고지방식이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체내에서 위 내용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서 일반사료 대

비 섭취량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26, 29]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그러나 고지방식이 군에서 HF-CON 군, 발효 지충

이 상등액을 투여한 HF-FST100군, 일반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

한 HF- ST100군 사이에서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이효율(FER)에서는 고지방사료 투여군(HF-CON)이 일반사

료 투여군(CON) 보다 높은 식이효율을 나타내었다. 

각 군별 실험동물 장기 중량을 나타낸 표는 Table 3과 같다. 

고지방 사료 투여로 인해 각 장기 중량은 대조군(CON)에 비

해 증가하였다. 또한 심장과 부신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발

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FST100)이 고지방식이만 

투여한 군(HF-CON)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Soloff [33]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이의 급여는 내장 

지방 축적을 유도하며 체내 간장 무게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부고환 중량은 체내 내장지방을 

대표하는 지표로, Lee 등[21]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쥐의 체내 부고환 지방 중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고환 중량 측정 결과, 체내 내장지방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군(HF-CON, HF-FST100, HF-ST100)이 일반식이를 급

여한 CON 대비 약2-3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발효 지충이 상등액 투여군(HF- FST100)은 고지방식이만 투

여한 군(HF-CON)보다 유의적으로 부고환 중량이 감소하였

다. Kim 등[17]의 연구에서 고지방식이 급여는 쥐의 부고환 

지방 중량을 증가시켰으나, 대황 유래 Laminaran투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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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gan weight of rats supplemented with fermented Sargassum thunbergii for 6 weeks

Group1) Liver Heart Lung Spleen Adrenal Kidney epididymis

CON

HF-CON

HF-ST100 

HF-FST100

12.57±0.25
2)b

14.83±0.40
a

12.63±1.93
b

11.47±0.35
b

 1.23±0.06
NS3)

1.43±0.25
NS

1.30±0.30
NS

1.33±0.12
NS

1.90±0.36
b

2.77±0.60
a

2.33±0.12
ab

2.10±0.20
b

0.73±0.06
b

1.03±0.15
a

0.67±0.12
b

0.70±0.10
b

0.17±0.06
NS

0.17±0.06
NS

0.17±0.06
NS

0.13±0.06
NS

3.18±0.17
c

3.85±0.52
a

3.82±0.26
ab

3.30±0.16
bc

3.77±0.58
c

8.98±0.19
a

9.45±0.13
a

7.78±0.19
b

1)
Refer the legend to Table 1. 2)All values are mean±SD. (n=6). 3)NS: Not significantly

4)a-cTh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p<0.05).

Table 4. Effects of fermented Sargassum thunbergii on serum GOT and GPT induced by high fat diet

Group1) CON HF-CON HF-ST100 HF-FST100

GOT (unit/ml)

GPT (unit/ml)

54.33±7.37
2)c3)

12.67±0.58b

65.33±7.37a

23.00±2.31a

64.33±1.53ab

21.00±1.73a

57.33±1.53bc

16.00±2.00b

1)
Refer the legend to Table 1. 2)All values are mean±SD. (n=6).

3)a-cTh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p<0.05).

Table 5. Contents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in serum of rats supplemented with fermented 

Sargassum thunbergii

Group
1) T-CHO (mg/dl) TG (mg/dl) HDL-C (mg/dl) LDL-C (mg/dl)2)

CON

HF-CON

HF-ST100

HF-FST100

57.00±9.173)NS4)

64.33±1.15NS

63.33±15.31NS

59.33±7.77NS

31.67±6.51b5)

51.33±9.02a

38.67±1.53 ab

37.00±12.77ab

59.67±17.79a

32.33±3.79b

50.00±16.70ab

57.33±2.52a

24.47±6.58b

42.40±15.01a

27.53±1.27ab

25.07±4.01b

1)Refer the legend to Table 1. 2)LDL cholesterol={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triglyceride/5)}.
3)All values are mean±SD. (n=6). 4)NS: Not significantly
5)a-bTh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p<0.05).

부고환 지방의 중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로서 발효 지충이 상등액은 내장지방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  GPT  GOT 분석

혈액 내의 아미노기전이효소인 glutamic pyruvic trans-

aminase (GPT)는 ALT 혹은 SGPT라고 하며 간세포가 손상 

되었을 때 빠르게 증가하며, 간이나 담관 질환의 표지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는 간과 심장에 고농도로 존재하며, 세포장애 정도와 비교적 

상관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혈중 유출 효소에 비하여 

민감하게 변화하고, GOT 지수가 높으면 급성 심근경색, 간염, 

간 경변, 근 위축증이 나타난다[18]. 이 두 가지 효소는 고지방

식이나 독성물질의 장기간 복용으로 간세포가 손상되면 혈중

으로 유출되어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2, 3]. 혈청 GOT 및 GPT 

활성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지방 식이를 투여한 HF- 

CON 군이 일반사료를 투여한 CON군에 비해 GOT 및 GPT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GOT활성은 발효 지충이 상등

액100 mg/kg을 투여한 HF-FST100군이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HF-CON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반 지

충이 상등액 100 mg/kg을 투여한 HF-ST100군은 CON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HF- 

FST100군과 HF-ST100군 사이의 GOT 활성은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HF-FST100군의 활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GPT 활성 측정 결과 고지방

식이에 의해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HF-FST100군에서 유의적

으로 활성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발효 지충이 

상등액은 일반 지충이 상등액 보다 GOT 및 GPT 활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청  총 콜 스테롤  성지질 함량

혈청 중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 콜레스테롤

은 혈청 중으로 유리된 콜레스테롤이며 체내 지질대사 지표로

서 내분비 질환, 고지혈증, 비만 등의 원인으로 인해 증가한다

[15]. 실험 동물의 혈중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HF-CON군이 대조군(CON)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의 총 콜레스테

롤은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혈청 중 중성지질 함량은 CON 대비 고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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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fermented Sargassum thunbergii against colla-

gen induced platelet aggregation

Group1) Amplitude

(%)

Slope

(Ω/min)
3)

Lag time

(sec)

CON

HF-CON

HF-ST100

HF-FST100 

12.13±4.50
2)ab4)

15.93±0.12a

13.93±0.12ab

10.73±0.64b

19.00±4.56c

41.00±5.15a

31.00±0.85b

25.00±1.32bc

0:40±0:01
ab

0:22±0:03c

0:35±0:02b

0:44±0:05a

1)
Refer the legend to Table 1.

2)All values are mean±SD. (n=6).
3)Initial slope is ohm change for the first on minute.
4)a-cTh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p 

<0.05).

이를 급여한 군(HF-CON)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발

효 지충이 상등액 투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larkson[7]은 고지방식이 급여가 흰쥐의 혈중 중성지질, 총 

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증가는 혈

관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를 방지하며, 세포내의 접착물질

(adhesion molecule)로 인한 세포 증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되어 있다[7, 35]. HDL-콜레스테롤 함량의 경우,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CON군에서 일반사료를 급여한 정상 CON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발효 지

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FST100)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C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

가 증가하였으며, 그 함량이 일반사료를 급여한 CON 군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Park 등[27]의 연구에서 4주간 

갈조류인 갈래곰보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 정상 식이군 대비 

혈중 HDL-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패턴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증가는 심혈관 

계통 질환을 발병시키는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중요한 생화학적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4, 22]. 혈중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고지방식

이를 급여한(HF-CON)군이 일반식이를 급여한 CON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

(HF-FST100)의 경우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군(HF-CON) 보다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일반사료를 급여한 정상군인 CON군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CON군 보다 발

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HF-FST100군의 혈중 총 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및 L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반

면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해조류 추출물이 심혈관 관련 질환 발병의 위험

을 감소시킨다는 연구[24]와 유사한 결과이며, 일반 지충이 상

등액 투여군보다 발효 지충이 상등액 투여군에서 더 뛰어난 

지질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효 지충이 상등액은 

혈중지질 개선을 위한 보조 및 예방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  응집에 미치는 향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혈소판은 collagen, thrombin, ADP 

등의 각종 agonists의 자극에 반응하여 활성화되어 점착반응

(adhesion), 방출반응(secretion) 및 응집반응(aggregation)을 

일으키며, 이에 의해 혈관이 손상을 받아 출혈이 일어난 후 

혈액이 혈괴 또는 조직 내에서 응고됨으로써 혈전이 생성된다

[8, 30]. 혈소판은 혈관손상에 반응하여 혈액손실을 막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급성 죽상 동맥 혈전증을 일으키며, 

이는 심혈관 질환 등의 초기 원인이 되기도 한다[23]. 

Slope (Ω/min)은 응집 곡선의 기울기를 말하며, 혈소판이 

platinum electrodes 에 부착됨으로써 발생하는 전기저항

(impedance:Ω)의 크기를 혈소판 응집치로 나타낸다[35]. 혈소

판 응집능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일반 식이를 급여한 

CON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CON 군의 응집곡선 

기울기가 증가하였다.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HF-FST100 군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CON 군보다 slope

가 감소하였으며, 일반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HF-ST100 군

보다 곡선의 기울기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발효 

지충이 상등액이 일반 지충이 상등액 보다 혈전(thrombus) 생

성을 저해시키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응집시간을 나타내는 lag time은 고지방식이의 급여로 응

집시간이 짧아졌으나, 일반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 

ST100) 보다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FST100)의 

응집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

지방식이의 급여로 혈소판 응집이 촉진되었으나, 발효 지충이 

상등액 투여로 인해 혈소판응집이 억제되었다. 따라서 발효 

지충이 상등액이 일반 지충이 상등액에 비해 항 혈소판 응집

저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효 지충이 활성성분들의 

규명과 각 성분들의 생리활성 연구가 병행된다면 심혈관 질환

의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천연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창의인력양

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No. 2013H1B8A2032201).

References

1. Ah, H. S. and Gyoung, W. S. 2000. Effects of Korean leek 

and dietary fat on plasma lipids and platelet aggregation 



Journal of Life Science 2015, Vol. 25. No. 4 461

in hypercholesteroloemic rats. J. Nutr. Heath 33, 374-385. 

2. Astegiano, M., Sapone, N., Demarchi, B., Rossetti, S., 

Bonardi, R. and Rizzetto, M.  2004. Laboratory evaluation 

of the patient with liver disease. Eur. Rev. Med. 8, 3-10. 

3. Bursch, W and Schulte, H. R. 1986. Cytoprotective effect of 

the prostacyclin derivative iloprost against liver cell death 

induced by the hepatotoxins carbon tetrachloride and 

bromobenzene. Klin. Wochenschr. 64, 47-50.

4. Campos, H., Wilson Peter, W. F., Jimenez, D., Mcnanara, 

J. R., Ordovas, J. and Schaefer, E. J. 1990. Differences in apo-

lipoproteinsand low density lipoprotein subfractions in 

postmenopausal women on and off estrogen therapy: 

Results from the Framingham off spring study. Metabolism 

39, 1033-1038.

5. Cha, S. H., Ahn, G. N., Heo, S. J., Kim, K. N., Lee, K. W., 

Song, B. S., Cho, S. K. and Jeon, Y. J. 2006. Screening of 

extracts from marine green and brown algae in Jeju for po-

tential marine angiotensin-I converting enzyme (ACE) in-

hibitory activity. J. Kor. Soc. Food Sci. 35, 307-314. 

6. Choi, S. T., Kim S. Y., Hur, J. M., Shin, J. H., Choi, H. G. 

and Sung, N. J. 2006. A Study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argassum thunbergii. Kor. J. Food Nutr. 19, 

8-13. 

7. Clarkson, T. B. 2002. Soy, soy phytoestrogens and car-

diovascular disease. J. Nutr. 132, 566S-569S.

8. Furie, B. and Furie, B. C. 1988. The molecular basis of blood 

cogulation. Cell 53, 505-518.

9. Grundy, S. M., et al. 1993. Summary of the second report 

of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Adult Treatment Panel II). 

JAMA 269, 3015-3023.

10. Jang, Y. J. and Jeong, J. M. 2010. Effects of Phyto-Extract 

Mixture on Adiposity and Serum Lipid Levels in Obese 

Mice Induced by High Fat Diet. J. Kor. Soc. Food Sci. Nutr. 

39, 1439-1445.

11. Jeon, M. J. 2014. Effects of Ledebouriella seseloides extracts 

on lipid and bone formation in ovariectomized rats. MS 

Thesis. Silla University.

12. Jeong, W. H. and Sin, M. K. 2000. The Effect on Rats Serum 

Lipid of treadmill exercise and green tea extracts intake with 

high fat diet. J. Kor. Soc. Food Sci. Nutr. 29, 638-690.

13. Kim, H. S. and Bae, T. J. 2002. Studies on the hydrolysis 

of seaweed using microorganisms and its application. Kor. 

J. Food Nutr. 35, 438-444.

14. Kim, H. S. and Kim, G. J. 1998. Effects of the feeding Hijikia 

fusiforme (Harvey) Okamura on lipid composition of Serum 

in dietary hyperlipidemic rats J. Kor. Soc. Food Sci. Nutr. 27, 

718-723.

15. Kim, Y. H. and Han, K. l. 2014. Antihyperlipidemic activities 

of a chemically engineered sulfated mushroom β-glucan on 

high fat dietary-induced hyperlipidemia in sprague-dawley 

rats. J. Life Sci. 22, 1209-1216.

16. Kim, Y. K., Jeon, M. H., Park, Y. S., Hwang, H. J., Lee, S. 

H., Kim, S. G., Kim, Y. Y. and Kim, M. H. 2010. The Effectof 

Ecklonia stolonifera extracts on blood flow and serum lipid 

level in ovariectomozed rats. J. Life Sci. 20, 1851-1858.

17. Kim, Y. M., Han, C. K., Bang, S. J. and Park, J. H. 2006. 

Effects of laminaran from eisenia bicyclis on serum lipids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J. Kor. Soc. Food Sci. Nutr. 

35, 841-846.

18. Kim, Y. S. and Choi, H. G. 2004. Epiphytic algae growing 

on sargassum thunbergii in Southern and Western Coasts 

of Korea. Kor. J. Ecol. 27, 173-177.

19. King, D. J. and Devaney, N. 1988. Clinical pharmacology 

of sibutramine hydrochloride (BTS 54524), a new anti-

depressant, in healthy volunteers. Br. J. Clin. Pharmacol. 26, 

607-611.

20. Kopelman, P. G. 2000. Obesity as medical problem. Nature 

404, 635-643.

21. Lee, H. S., Choi, J. H., Kim, Y. E. and Lee, C. H. 2012. Effect 

of dietary intake of salicornia herbacea L. hot water extract 

on anti-obesity in diet-induced obese rats. J. Kor. Soc. Food 

Sci. Nutr. 41, 950-956.

22. Lee, K. S. and Kim, J. B. 2009. Effects of the Sarcodon aspra-

tus on the High Level of Blood Lipid and Obesity Induced 

by High Fat-diet in Rat. J. Life Sci. 19, 1265-1270.

23. Lee, S. S. and Park, J. H. 1989. Long-term effect of ovar-

iectomy on body composition. J Nutr Heath. 22, 102-107.

24. Lee, Y. S., Jung, S. H., Lee, S. H. and Shin, K. H. 2004. Effects 

of the Extracts from the Marine Algae Pelvetia siliquosa on 

Hyperlipidemia in Rats. Kor. J. Pharmacogn. 35, 143-146.

25. Mason, E. E. 1992. Methods for voluntary weight loss and 

control. Obes. Surg. 2, 275-276.

26. Park, J. C., Jang, Y. I., Doo, M. S., Kim, S. H. and Choi, 

J. W. 1996. Effect of methanolic extract of pachymeniopsis 

elliptica on lipids component of hyperlipidemic rats. J. Kor. 

Soc. Food Sci. Nutr. 25, 958-962.

27. Park, H. Y., Yoon, D. H. and Oh, E. Y. 2001. Effect of mer-

istotheca papulosa on lipid concentration of serum and liver 

in rats fed high fat diet. J. Kor. Soc. Food Sci. Nutr. 30, 

107-111.

28. Park, J. C., Jang, Y. I., Doo, M. S., Kim, S. H. and Choi, 

J. W. 1996. Effect of methanolic extract of pachymeniopsis 

elliptica on lipids component of hyperlipidemic rats. J. Kor. 

Soc. Food Sci. Nutr. 25, 958-962.

29. Pellizon, M., Busion, A. and Jen, K. L. 2000. Short-term 

weight cycling in aging female rats increases rate of weight 

gain but not body fat content. Int. J. Obes. 24, 236-245.

30. Shimizu, H. and Shimomura, Y. 1992. Colonic temperature 

was not changed in the development of obesity after 

ovariectomy. Exp. Clin. Endocrinol. Diabetes 2, 99-101.

31. Song, H. S., Eom, S. H., Kang, Y. M., Choi, J. D. and Kim, 

Y. M. 2011. Enhancement of the antioxidant and anti-in-

flammatory activity of Hizikia fusiforme water extract by 

latic acid bacteria fermentation. Kor. J. Fish Aquat. 44, 

111-117.

32. Spiller, G. A., Amen, R. J. and Kritchevsky, D. 1975. Dietary 

fiber in human nutrition. Crit. Rev. Food Sci. Nutr. 7, 39-70. 

33. Soloff, L. A., Rutenberg, H. L. and Lacko, A. G. 1973. Serum 

cholesterol esterification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Am. Heart J. 85, 153-161.



462 생명과학회지 2015, Vol. 25. No. 4

록：발효 지충이가 고지방식이를 여한 흰쥐의 청 내 지질 함량  소  응집에 미치는 향

천지 1․이주 1․김지혜1․박미화1․이상 2․공창숙1․김육용3․유기환3․김미향1* 

(1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신라대학교 제약공학과, 3㈜아이에스푸드)

본 연구에서는 실험동물인 흰쥐를 고지방식이로 고지혈증을 유도한 후 발효 지충이가 혈중 지질 함량 및 혈소

판 응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식이 섭취량은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FST100)과 

일반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ST100) 사이에서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 체중 증가량은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FST100)이 고지방식이 투여군(HF-CON)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일일 

체중 증가량은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FST100)이 일반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ST100) 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실험동물 장기 중량은 심장과 부신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

한 군(HF-FST100)이 고지방식이만 투여한 (HF-CON)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청 중 GOT 및 GPT 측정 

결과,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군(HF-CON)이 일반사료를 투여한 CON군에 비해 GOT 및 GPT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GPT 활성의 경우,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군(HF-CON)에 비해 HF-FST100군에서 유의적으로 활성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혈청 중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발효 지충이 상등액 투여

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혈중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발효 지충이 상등액을 투여한 군(HF-FST100)

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군(HF-CON)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혈소판 응집 저해능 측정 결과, 발효 지충

이 상등액의 투여로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발효 지충이 상등액은 고지방식이

의 급여로 고지혈증이 유도된 흰쥐의 혈중 지질 개선 및 혈소판 응집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고지혈증 

및 심혈관질환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천연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Zavaroni, I., Bonora, E. and Pagliara, M. 1989. Risk factors 

for coronary artery disease in healthy persons with hyper-

insulinemia and normal glucose tolerance. N. Engl. J. Med. 

320, 702-706. 

35. Zeiher, A. M., Schachlinger, V. and Hohnloser, S. H., 

Saurbier, B. and Just, H. 1994. Coronary atherosclerotic wall 

thickening and vascular reactivity in humans. Elevated 

high-density lipoprotein levels ameliorate abnormal vaso-

constriction in early atherosclerosis. Circulation 89, 2525- 

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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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