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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climacteric syndrome, andropause, or 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 (TDS) is one of the new 
health issues in elderly men. It is a natural phenomenon that happens with age in men, which is clin-
ically characterized by a decline in levels of serum testosterone resulting in a significantly decreasing 
of physical and mental activit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utative alleviative ef-
fects of dandelion extract on the symptoms of TDS by increasing serum testosterone levels and com-
pare the efficacy between dandelion extract (DE) and fermented dandelion extract (FDE). After daily 
intake of DE and FDE for 4 weeks, serum testosterone levels, muscles of vastus lateralis, forced swim-
ming time, total sperm counts, and motile sperm cou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older rats (22 
weeks). Additionally, SHBG, epididymal fat pad, total serum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were sig-
nificantly decreased in DE and FDE fed groups. However, PSA levels were not different among all 
groups. Furthermore, DE and FDE enhanced the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testosterone biosyn-
thesis in TM3 Leydig cells. Overall, these positive effects on andropause were greater in FDE com-
pared to DE. These results suggest the potential of FDE as a safe and efficacious natural material for 
recovering testosterone levels and reducing andropaus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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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의학 발달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증가 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

라 노인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삶의 가치를 높여준

다’ 라고 하는 것은 노후에 활력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 혹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인데,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젊은 세

대의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노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남녀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갱년기를 들 수 있다[2, 7, 4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갱년기를 여성들이 폐경기가 오면 여성호르몬이 감

소하여 발생하는 여성만의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들도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여성갱년기와 유사한 여

러 임상적 증상들이 있으며,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으로 인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남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스트레스나 잠깐의 통증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

들이 많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노화가 

촉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0]. 테스토

스테론 결핍 증후군(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 TDS)

이라고도 불리는 남성갱년기의 주된 증상으로는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고, 기억력 저하, 우울증 같은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

며, 근력 저하와 체지방 증가, 뼈가 약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발기부전이 일어나고, 성욕 또한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증상과 함께 뇌와 고환이 

노화되어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의 농도 저하 또한 나타난

다[10, 43]. 그렇기에 본 실험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 하는 남성갱년기를 중요히 다루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천연추출물을 사용하여 남성갱년기의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

고자 하였다.

민들레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피어

나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로 국화과의 풀이며 세계적으

로 분포되어 있고, 국내의 한방 쪽에서는 포공영이라고 불리

며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민들레의 뿌

리, 잎, 꽃, 꽃줄기 등 포공영의 전체를 동양 쪽에서는 오랫동

안 약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지상부를 건조한 것은 완하제, 

강장제 등의 약제로 사용되었고, 뿌리 부위를 건조한 것은 해

열, 이뇨, 해독제로 사용되고 있다. 열로 인한 종창, 인후염, 

맹장염, 유방염, 황달, 급성간염, 복막염 등에 효과가 있으며, 

열로 인해서 소변을 못 누는 증세에도 사용한다[21].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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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있는 민들레는 서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좀민

들레(Taraxacum hallaisnese), 산민들레(Taraxacum ohwianum), 

토종민들레(Taraxacum mongolicum), 흰민들레(Taraxacum cor-

eanum)로 구별된다. 많은 민들레 중 국내에서 대표적인 민들

레 종으로는 서양민들레와 흰민들레가 있다. 서양민들레는 유

럽이 원산지로 국내에서 거의 다수 차지하는데 혹한기를 제외

하고 연중 14회 개화하고 번식능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이다. 

흰민들레는 토종민들레와 유사하지만 꽃이 흰색이고 연중 1

회 개화하고 타가수정으로만 종자를 번식하고 증식률이 낮다

[1, 24]. 민들레의 성분은 이전의 다른 연구에 의하면 고미 물질

인 taraxacin과 inulin이 풍부하고 taraxanthin, carotenoids, 

taraxaol, taraxasterol 등의 phytosterol 및 caffeic acid 등 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chlorogenic acid, chicoric acid 

등의 폴리페놀과 luteolin과 quercetin 등의 플라보노이드 유

도체가 함유되어 있다[27, 31, 50]. 민들레는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미 다양한 가공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6, 24]. 우리나라에서

는 일부 민들레를 생즙으로 먹거나 나물 또는 쌈으로도 섭취

하여 점차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상품화된 가공식품

은 미비한 실정이다[23].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여러 효능이 알려져 있지만 더욱 개발

할 가능성이 많은 민들레의 남성갱년기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민들레 추출물(dandelion extract, DE)과 이를 유산균으

로 발효한 민들레 발효추출물(fermented dandelion extract, 

FDE)을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고 이를 통해 남성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한 효능의 여부와 그 수준을 비교 분석 하였다. 실험

은 투여 후 실험동물의 혈중 testosterone, sex hormone bind-

ing globulin (SHBG),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체지방 

및 근육량, 운동수행능력, 정자 수, 혈중지질 등 체내에 미치는 

변화를 확인하였고, testosterone 증가에 영향을 주는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 mouse Leydig 세포주를 이용하여 testosterone

양과 testosterone 합성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유전자 발현

량을 측정하였다. 

재료  방법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흰민들레는 경북 청송에서 마른 건초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건조 민들레의 열수 추출물은 물 1,000 

ml와 파쇄된 민들레 100 g을 75~80℃의 가열 맨틀상에서 24시

간 추출 한 후 filter paper (Whatman No. 1)로 여과하여 여과

된 여액을 감압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하여 얻어진 분말을 4℃ 

냉장고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민들레 발효추출물은 건조 민

들레 100 g 당 유산균(Lactobacillus plantarium) 약 1×109개를 

혼합하고 물 1,000 ml를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96시간 동안 

30℃에서 발효한 다음, 이후에는 열수 추출물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효추출물을 얻었다. 실험에서는 이 추출물을 식용수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육

본 연구에서는 12주령된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대한바이오링크(Eumseong,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으며 본 실험은 중원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표준 작업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JWU 2015-1210). 실험 시

작 전 10주 동안 대한바이오링크사의 일반 고형사료로 적응시

킨 뒤 22주령까지 사육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강제 유영운동

이 다른 생화학적 지표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강제유영 

운동군과 혈액, 체지방, 근육 및 정자 수 측정군으로 분류하였

으며 각각 40마리씩 총 80마리로 실험하였다. 실험쥐들은 몸

무게가 약 420 g의 것을 군당 8마리씩 임의로 분류하였다. 실

험쥐들은 온도 24℃, 상대습도 50±10%, 환기회수 10-20회/시

간, 조명 시간 12시간(점등 08:00-소등 20:00)으로 설정된 환경

에서 cage당 두 마리씩 배치하여 관리하였다. 실험군은 DE, 

FDE 두 군으로 나뉘어 oral zonde를 사용하여 4주간 매일 일

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경구투여를 시행하였다.

채   장 채취

혈중 testosterone치를 측정하기 위해 매주 같은 요일 

16:00-18:00시에 ether로 마취한 후 꼬리정맥에서 약 400-500 

μl 정도 혈액을 채취하였다. 다른 실험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 종료 날에는 심장에서 직접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얼음에 꽂아 신속하게 13,000 rpm, 4℃에서 10분간 원

심분리를 진행한 뒤 혈장만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퇴근  내장지방 출

실험쥐들의 배를 열어 심장채혈을 한 후 대퇴부를 절개하여 

대퇴사두근 중 많은 비율을 가지는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을 분리하여 무게를 재었고, 내장지방 중 부고환 지방 조직

(epididymal fat pad, EFP)의 무게를 재어 각각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testosterone측정

혈중 testosterone치를 측정하기 위해 testosterone 측정용 

키트(Enzo life sciences, Plymouth Meeting, Montomery 

County, PA, USA)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Diethyl ether로 

전처리한 샘플을goat anti-mouse IgG microtiter plate에 혈장

과 표준희석액을 넣은 뒤 testosterone 항체를 혼합하여 plate 

shaker에서 500 rpm으로 1시간 동안 incubation한 후, 기질 

용액을 넣어 37℃ 암조건 하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하였

다. 이후 반응정지액을 넣고 혼합해 405 nm에서 즉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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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 측정 

혈중 PSA함량은 PSA 측정용 키트(CUSABIO, Wuhan, 

China)를 이용하여 pre-coated microplate 에 혈장시료와 표준

용액을 넣어주고 밀봉하여 37℃에서 2시간 동안 incubation시

켰다. 용액을 제거한 뒤 biotin 항체를 넣고 37℃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시킨 다음 wash buffer로 washing 하였다. 이

후 용액을 제거한 뒤 HRP-avidin을 넣고 37℃에서 30분 동안 

incubation시켰다. 이를 washing 한 후 용액을 제거하고 기질

용액을 넣어 37℃에서 20분간 암조건 하에서 incubation시킨 

후, 반응정지액을 첨가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즉시 측정하

였다.

 SHBG 측정 

혈중 SHBG함량은 SHBG 측정용 키트(Cloud-clone Corp, 

Houston, TX,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장시료와 표

준용액을 pre-coated microplate에 넣은 뒤 밀봉하여 37℃에서 

2시간 동안 incubation시켰다. 그 후 용액을 제거한 뒤 de-

tection reagent A를 넣고 밀봉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in-

cubation한 뒤 wash buffer로 washing했다. 용액을 제거한 뒤 

detection reagent B를 넣은 후 37℃에서 30분 동안 incubation

시켰다. 이를 washing한 후 용액을 제거하고 기질 용액을 첨

가하여 37℃에서 20분 동안 암조건 하에서 incubation시켰다. 

이후 반응정지액을 넣어 450 nm에서 즉시 흡광도를 확인하였다.

장 지질분석 

혈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igh-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함량은 각각의 측정용 키트(ASAN phar-

maceutical Co.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자 수  운동성 측정 

실험쥐의 부고환을 적출하여 수술용 가위로 잘게 자르고 

이를 0.5% BSA를 포함하는 M199 media에 넣어 준 후 37℃로 

10분간 incubation하여 정자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정자를 체

내와 유사한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 32℃의 M199 media로 

1차 희석하였다. 희석액에서 100 μl를 취하고 media 900 μl을 

넣어 2차 희석을 해주었다. 이후 2차 희석액에서 10 μl를 취하

여 hemocytometer에서 counting하였다. 정자의 운동성은 위

에서처럼 counting한 것에서, 활동하는 정자 수의 비율을 측정

하여 계산하였다.

강제유 운동 

강제유영을 위해 플라스틱 통(50 W×40 D×60 H cm)에 약 

40 cm 높이만큼 멸균수를 채우고 수중히터(Aquarium 

Heater, EIEIM GmbH&Co. KG., Deizisau, Germany)를 사용

하여 수온을 25±2℃로 유지시켜 주었다. 각각의 군별로 8마리

씩 최대유영능(exhaustive swimming)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을 진행하였고, 유영 중 쥐들의 코가 물 아래로 2초 이상 빠지

는 횟수가 5번 이상일 때를 탈진으로 간주하여 그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간독성 측정

간기능의 지표인 혈중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의 함량은 혈장 AST, ALT 측

정용 kit (ASAN pharmaceutical co Ltd.)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파장 5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M3 cell의 testosterone 농도 측정 

TM3 cell의 testosterone 농도 측정은 testosterone 측정용 

키트(Enzo life sciences)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세포실험에 

사용된 TM3 세포주는 한국세포주은행(Korea Cell Line Bank 

[KCLB],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60 mm cul-

ture dish (SPL life science, Gyeonggi-do, Korea)에 10% FBS

가 첨가된 DMEM/F-12 medium (Gibco-BRL, Life Technolo-

gies Inc., Grand island, NY, USA)과 1×106개의 세포를 넣어주

어 37℃, 5% CO2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균일하게 배양하였

다. 이후 PBS로 wash한 뒤 배지를 갈아주었고 민들레 추출물 

및 발효추출물을 각 농도에 맞게 처리한 배지에서 48시간 동

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취하여 사용된 키트의 prod-

uct manual에 따라 처리하고 측정하였다.

Real-time qPCR을 통한 mRNA 비교 분석

Testosterone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유전자 발현량

을 비교하기 위해 TM3 cell로부터 Trizol Reagent (Gibco BRL)

를 이용해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를 ThermoScript 

RT-PCR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을 이용해 cDNA를 합성한 뒤 real-time PCR (Exi-

cycler 96 Real-Time Quantitative Thermal Block, Bioneer, 

Daejeon, Korea)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primer로 17β-HSD3는 

forward 5’-GTTCTCGCAGCACCTTTTTC-3’, reverse 5’-CA 

GCTTCCAGTGGTCCTCTC-3’, 3β-HSD4는 forward 5’-CTC 

CACAGCCAACCCAGTAT-3’, reverse 5’-ACAGTATGGGC 

ACAGGAAGG-3’, 17, 20-Desmolase는 forward 5’-CCTGCT 

GGAAGGTGTAGCTC-3’, reverse 5’-CCTGCTGGAAGGTG 

TAGCTC-3’로 사용했고 대조유전자인 GAPDH의 경우 for-

ward 5’-AACTTTGGCATTGTGGAAGG-3’, reverse 5’-CAC 

ATTGGGGGTAGGAACAC-3’로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분석 자료는 평균±표준오차(mean±SE)로 나타냈으며 

실험결과 분석은 Graph pad Prism 5.0 프로그램(Graph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번 

실험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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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increase of serum testosterone levels after 4-week 

dandelion extract administration. Control; no admin-

istration of dandelion extract, DE 3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FDE 30; fermented dan-

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DE 6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nd 

FDE 6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sterisk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Student’s t-test. *p<0.05; **p<0.01.

며, 2-sample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대조군과 실험군 간

의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사후 확인하였다.

결과  고찰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투여 후  testosterone의 

변화

Testosterone은 남성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스테

로이드성 호르몬으로 유리된 형태로 존재하거나 성호르몬 결

합글로불린, 혈중 단백질, 및 알부민과 결합하여 존재한다[40]. 

Testosterone은 시상하부-뇌하수체의 지배하에 고환의 Ley-

dig cell에서 생성되고 사춘기 이후의 이차 성징과 남성화, 성

기능 유지에 중요하며, 근육을 형성하는 작용을 하고, 인지기

능, 혈관의 유연성, 지질대사 등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48]. 

남성호르몬의 감소는 집중력 및 의욕 저하, 기억력 감퇴, 근력 

및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비뇨기능 및 남성기능 쇠약 등의 

남성갱년기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19]. 그에 따라 임상에서는 

이러한 남성갱년기의 치료를 위해 testosterone의 보충요법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혈관계 질환 증가, 전립선암 발생 

및 악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적혈구증가증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알려져 있어 보다 안전한 남성갱년기 개선 치

료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35]. 본 연구에서는 민들레 추출물

의 처리가 testosterone의 분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주간 흰쥐에 투여한 후 혈중 testosterone lev-

el의 변화를 매주 측정하였다(Fig. 1). 투여 전(0주) testoster-

one level의 경우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 243± 

38.23  pg/ml과 255.15±27.69 pg/ml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

다. 4주동안 매주 DE 및 FDE 투여 후 testosterone의 혈중농도

를 측정한 결과, 약 3주째부터 투여군의 혈중 testosterone 농

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4주째에는 대조군의 경우 251.37± 

43.35 pg/ml로 투여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투

여군들은 증가하여 DE 30과 DE 60의 경우 각각 282.54±47.34 

pg/ml, 306.52±41.24로 투여전보다 약 13.7%, 25.1% 상승하였

다. FDE 투여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FDE 30에서 

331.46±45.18 pg/ml로 약 38.4%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FDE 

60에서는 366.52±38.26 pg/ml로 약 50.8%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testosterone 생성에 있어 FDE 투여가 DE 보다 더 효과적

임을 의미하며 발효과정에서 민들레의 생리활성 물질이 증가

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4주간 진행된 민들레 추출

물의 투여가 Leydig cell의 testosterone 생성 능력을 증가시킨 

점에서 testosterone의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남성갱년

기 증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민들레는 sesquiterpenes, saponins, phenolic com-

pounds, flavonoids 그리고 sugars 등을 여러 성분들을 함유하

고 있는데[34], 이들 중 몇 가지 성분들은 testosterone과 연관

되어 있다. saponin은 혈중 testosterone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49], flavonoid는 미성숙한 수컷 흰쥐의 정

소, 부고환의 발달을 촉진하며, rat의 testosterone 및 LH 분비

를 자극하여 생식과 내분비 기능에 활력을 준다는 보고도 있

다[11]. 또한 phenolic compounds는 부고환의 정자 농도와 정

자의 운동성 증가와 비정상적인 정자를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다[15]. 다른 연구에 의하면 민들레 발효추출물은 민들레 추

출물보다 유산균 발효를 통해 α-amylase, protease 그리고 혈

전용해효소가 높게 활성화 되고, 이들이 민들레 조직에 화학

적인 영향을 주어 생리활성 성분이 늘어남으로써 총 phenolic 

compounds가 더 많이 생성된다[26]. 따라서, 선행 연구 결과

들에 근거하여 민들레도 testosterone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전반적인 결과가 민들레 추출물보다 민들레 발효 

추출물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

후 연구에서 민들레 추출물 성분에 대한 탐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투여에 따른  PSA의 변화

PSA는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고 전립

선의 상피세포에서만 합성되는 단백분해효소로 전립선암의 

선별에 유용한 종양표지자로 사용되나, 전립선염, 전립선 비

대증, 전립선 경색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5, 28]. Testosterone 

보충요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암 발생의 증가 또는 

잠재적 전립선암의 악화에 대한 것이다[8]. 남성갱년기의 치료

에 있어 남성호르몬 보충요법과 전립선암 또는 전립선 비대증

의 발생 위험성에 대한 관계는 수십 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질환 모두 남성 호르몬 의존적이며 

남성호르몬 박탈요법이 효과적임은 잘 알려진 사실임을 고려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립선암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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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 difference of serum PSA levels after 4-week dande-

lion extract administration. Control; no administration 

of dandelion extract, DE 3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FDE 30; fermented dandelion ex-

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DE 6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nd FDE 60; fer-

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Fig. 3. The decrease of serum SHBG levels after 4-week dande-

lion extract administration. Control; no administration of 

dandelion extract, DE 3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FDE 30; fermented dandelion ex-

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DE 6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nd FDE 60; fer-

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sterisk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Student’s t-test. *p<0.05; **p<0.01.

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질환이 testosterone 보충요법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testosterone 보충요법이 

PSA의 증가 및 전립선암 발생의 증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임상에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 전후에 세

밀한 추적관찰을 시행하고 있다[9].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민들레 추출물의 투여가 전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4주간 추출물 투여 후 혈중 PSA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실험 결과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DE 및 FDE의 투여는 전립선에 있어 특별한 부작용을 나타내

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투여에 따른  SHBG의 변

화

SHBG는 간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특이적 결합 단백질로 

testosterone의 경우 약 40-60%가 SHBG와 결합하여 체내에서 

불활성화 상태로 존재하며, SHBG에 결합된 testosterone은 호

르몬의 활성을 잃는 반면, 분리된 free testosterone은 호르몬

으로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낸다[47]. 따라서 SHBG는 tes-

tosterone의 생체 내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39].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SHBG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free testosterone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며 이는 남성갱년기와 대사장애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또한, 이전 연

구들에서 남성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SHBG가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18, 25, 32]. DE와 FDE의 투여가 SHBG 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주간 추출물 투여를 

진행한 투여군과 대조군 간의 혈장 내 SHBG값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Fig. 3). 대조군(187.24±25.23 ng/ml)과 비교해 봤을 때, 

DE 30은 170.43±31.23 ng/ml로 약 10% 감소함을 보여 유의미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DE 60은 146.26±24.78 ng/ml로 

약 22%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FDE의 경우 FDE 30에서 153.52 

±27.54 ng/ml로 약 18% 감소, FDE 60에서 119.75±32.51 ng/ 

ml로 약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도 

같은 용량을 투여한 경우 FDE 투여가 DE 보다 SHBG 감소 

효과가 더 높음을 보여주었고,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체내

에 활성화된 형태인 free testosterone의 농도를 더 높게 유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이러한 결과에 대한 기작

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추후 FDE가 SHBG를 어떻게 감소시키

는 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투여에 의한 지질의 변화

중년 이후 남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만, 지질대사이상, 내

당능이상, 고혈압, 뇌심혈관계질환 등 대사증후군은 testoster-

one의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45]. 여러 조사결과들에서 

건강한 남성의 비만증상과 혈청 testosterone의 감소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 알려졌으며, 2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도 

감소된 testosterone 수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14, 37]. 

혈중 지질의 이상은 심혈관 관련 질환의 위험성을 높게 만든

다. 다른 여러 연구결과에서 testosterone의 저하상태에서 혈

중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중성지방의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29, 41]. 본 실험에서는 민들레 추출물의 처리를 통해 혈

중지질대사 이상이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주간 

추출물을 투여 후 혈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

테롤 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의 경우 대

조군이 69.1±6.7mg/dl인 것에 반해, 투여군에서는 전체적인 

감소를 보였다. 특히 DE 60과 FDE 60에서 각각 5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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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dandelion extract on total cholesterol (A), 

triglyceride (B), and HDL cholesterol (C) after 4-week 

administration. Control; no administration of dandelion 

extract, DE 3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FDE 3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

ed group (30 mg/kg BW), DE 60; dandelion extract treat-

ed group (60 mg/kg BW), and FDE 60; fermented dan-

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sterisk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Student’s 

t-test. *p<0.05.

mg/dl, 48.9±10.4 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4A). 중성지방의 경우에도 투여군 모두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FDE 60에서 98.9±28.5 mg/dl로 대조군의 

146.1± 30.2 mg/dl와 비교했을 때 약 48% 유의적으로 감소함

을 보였다(Fig. 4B). HDL 콜레스테롤의 결과에서는 대조군의 

값인 15.0±3.6 mg/dl과 비교하였을 때 DE 30에서 15.7±3.2 

mg/dl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E 60과 FDE 30에서

도 각각 18.2±2.9 mg/dl, 18.7±4.6 mg/dl로 다소 증가하였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FDE 60 투여군에

서는 23.7±5.0 mg/dl로 대조군에 비해 약 58% 유의적인 증가

를 나타냈다(Fig. 4C). 이러한 민들레 추출물의 혈중지질 개선 

효과는 Liu 등의 연구와 Davaatserene 등의 연구에서 민들레 

추출물이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adenosine mono-

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 (AMPK)의 활성을 증가

시켜 지방연소 촉진,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합성 저해, 조직 

내 지방 축적 방지 등의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12, 33]와 일치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민들레 추출물의 투여가 남성갱

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혈중지질대사 이상의 개선에 긍정적

인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된다.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투여에 따른 지방  근육의 변

화

남성갱년기에서 나타나는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는 근

력약화와 무력감을 동반한다[3]. 따라서 각 추출물의 투여가 

체지방과 근육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퇴부 근육

량과 부고환 지방 조직을 측정하였다. DH 및 FDH를 4주 동안 

투여 후 확인한 결과 부고환 지방 조직/몸무게의 비율은 대조

군의 경우 0.018±0.004이었고, DE 30와 FDE 30에서 각각 

0.017±0.002, 0.016±0.003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고 유의적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반해 DE 60와 FDE 60에서는 각각 

0.015±0.003와 0.012±0.004로 저용량 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FDE 6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Fig. 5A). 

또한 대퇴부 근육량/몸무게 비율은 대조군에서 0.020±0.005이

었고, DE 30과 FDE 30에서는 각각 0.021±0.006과 0.022±0.007

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량을 투여한 군들에서는 DE 60에서 0.024± 

0001, FDE 60에서 0.028±0.003로 각각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Fig. 5B). 이들 결과로 DE 및 FDE

의 투여가 체지방을 감소시키며 근육량은 증가시키는데 도움

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Liu 등의 연구에서 민들레 추출물은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AMP-activated protein kinase 활성을 

조절하여 지방의 축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고[33], Gon-

zález-Castejón 등은 민들레 추출물이 지방대사와 합성에 관여

하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이를 방지하므로 비만 치료제로

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17],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또한, 근육량과 민들레 추출물과의 연관성은 아

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민들레 추출물 투여로 인한 

testosterone의 증가가 근육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민들레 추출물이 남성갱년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체지

방 증가와 근육량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투여에 따른 정자 수의 변화

고환의 Leydig 세포에서 분비되는 testosterone은 정자가 

형성되는 세정관을 구성하는 Sertoli 세포에 작용하여 정원세

포로부터 정자로 발달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정자의 생

성 및 운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38].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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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The change of EFP (A) and vastus lateralis muscle (B) 

after 4-week dandelion extract administration. Control; 

no administration of dandelion extract, DE 3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FDE 30; fer-

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DE 6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nd FDE 6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sterisk indicates statistically sig-

nificant difference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A

B

Fig. 6. The change of total sperm (A) and motile sperm (B) 

counts after 4-week dandelion extract administration. 

Control; no administration of dandelion extract, DE 3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FDE 

3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 

kg BW), DE 6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nd FDE 6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sterisk indicates stat-

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Student’s t-test. * 

p<0.05; **p<0.01.

서 민들레 추출물의 투여로 증가된 testosterone의 결과(Fig. 

1)를 바탕으로 추출물의 투여가 정자 수와 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총 정자 수에서 대조군은 

5.55±0.36 10
7의 정자 수를 가졌고, DE 투여군인 DE 30과 DE 

60에서는 각각 5.61±0.56×107과 5.75±0.21×107로 약간 증가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FDE 투여군인 

FDE 30에서 6.25±0.38×107로 다소 증가하였고, FDE 60에서는 

6.95± 0.61×10
7의 총 정자 수를 가져 약 25%가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6A). 그 중 운동성을 지닌 정자 수

에 대한 측정결과에서 대조군은 2.68±0.32 107, DE 30은 

2.96±0.41×10
7
, FDE 30은 3.33±0.49×10

7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DE 

60과 FDE 60에서는 각각 3.40±0.36×107, 4.33±0.54×107로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Fig. 6B). 이같은 결과는 민들레 추출물의 

투여가 정자의 형성과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보여주며, 

testosterone 분비가 촉진되고 SHBG는 감소하여 생체 내 활성

화된 testosterone의 작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투여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의 

변화 

앞선 실험과 같은 근육량의 증가가 운동수행능력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주간 DE 및 

FDE를 투여하였으며, 매주 강제 수영능력을 평가하였다(Fig. 

7). 약 3주차부터 대조군과 실험군과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특히 4주차에서 비교한 결과 최대수영시간이 대조군

은 74±22초에 그쳤으나, 민들레 추출물 투여군들은 모두 증가

하여 DE 30은 100±37초, DE 60은 124±45초, FDE 30은 157±31

초, FDE 60은 188±28초로 각각 측정되었다. DE 투여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FDE 투여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민들레 추출물의 투여가 실험동물의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특히 FDE 투여군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민들레 추출물의 투여가 

육체적 피로도를 감소시켰다는 Jinchun 등과 Lee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2, 30]. 또한 testosterone과 같은 남성 호

르몬이 근력, 근육량 및 운동수행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13, 16]와 노년 남성의 testosterone 보충이 운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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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ffect of dandelion extract on endurance capacity 

for swimming after 4-week administration. Control; no 

administration of dandelion extract, DE 3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FDE 30; fer-

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DE 6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nd FDE 6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sterisk indicates statistically sig-

nificant difference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A

B

Fig. 8. Serum levels of AST and ALT after 4-week dandelion 

extract administration. Control; no administration of 

dandelion extract, DE 3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FDE 3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30 mg/kg BW), DE 6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and FDE 60; fer-

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60 mg/kg BW).

력을 향상시켰다는 보고[4]를 고려할 때, 민들레 추출물의 투

여에 의해 증가한 testosterone이 운동수행능력의 향상에 영향

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의 간독성 평가

AST와 ALT는 생체 내 아미노기 전이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로서 간에 많은 양이 존재하며, 간독성으로 인한 간세포의 괴

사 또는 간조직이 파괴되었을 때 세포 밖으로 유출되고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임상에서 간손상의 지표로 많이 사용되

는 효소이다[46]. 천연물 추출물 투여의 경우 예상치 않은 간기

능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민들레 추출

물 및 발효추출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민들레 추출

물 및 발효추출물을 실험동물에 장기간 섭취시킬 때 간기능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4주간 투여 후 혈중 AST, ALT 수치

를 측정하였다(Fig. 8). 대조군과 투여군을 비교했을 때 AST, 

ALT 모두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4주간의 

추출물 투여가 간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간기능에 특별히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민들  추출물  발효추출물 투여가 TM3 cell의 testoster-

one 분비와 testosterone 합성 련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DE의 testosterone 분비 증가와 그 기

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mouse Leydig cell인 TM3 세포주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36]. TM3 세포주에 DE 및 

FDE를 각각 20 μg/ml과 40 μg/ml로 처리하고 48시간 후에 

배양액의 testosterone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42.07±14.26 pg/ml이었고 DE 20, DE 40, FDE 20 군에서는 

43.77±12.56~49.40±13.49 pg/ml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반면에 FDE 40군에서는 60.53± 

18.37 pg/ml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Fig. 9A). 또한 민들레 

추출물이 TM3 세포에서 testosterone 합성을 어떻게 증가시키

는지 알아보기 위해 testosterone 합성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유전자 발현량을 real-time qPCR로 측정하였다. Testosterone 

생합성 과정에서 androstenedione을 testosterone으로 변환하

는 17β-HSD3는 민들레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DE 20, DE 40, FDE 20 군에서 약 1.2~1.5배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FDE 40 군에서는 약 2.1배의 유

의적인 증가를 나타냈다(Fig. 9B). Testosterone 생합성 과정 

중에 pregnenolone과 androstenediol을 progesterone과 tes-

tosterone으로 변환시키는 3β-HSD4도 민들레 추출물 처리군

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FDE 20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1.4배, FDE 40에서 약 1.7배의 증가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ig. 9C). progesterone으로부터 생성된 17-OH pro-

gesterone을 dehydroepiandrosterone (DHEA)과 androstene-

dione로 변환시키는 17, 20-desmolase의 경우도 처리군 전체

적으로 발현량이 증가하여 DE 20, DE 40, FDE 20 군에서 대조

군과 비교하여 약 1.2~1.4배 증가하였고, FDE 40 군에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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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9. The increase of testosterone secretion (A) and the gene expressions of 17β-HSD3 (B), 3β-HSD4 (C), and 17, 20-desmolase 

(D) in dandelion extract treated TM3 cell line. Control; no treatment of dandelion extract, DE 2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20 μg/ml), FDE 2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20 μg/ml), DE 40;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40 μg/ml), and FDE 40; fermented dandelion extract treated group (40 μg/ml). Asterisk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Student’s t-test. *p<0.05; **p<0.01.

1.7배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Fig. 9D). 이러한 

결과로 민들레 추출물은 testosterone을 분비하는 고환의 

Leydig cell에 직접 작용하여 전사 단계에서 testosterone 합성

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DE 40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 가장 효과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 적정 용량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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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흰민들  발효추출물의 남성 갱년기 개선에 한 효과 

이학수․백연수․김 슬․김 표*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

본 연구에서는 민들레 추출물(DE) 및 민들레 발효추출물(FDE)이 남성갱년기 증상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해 22주령된 고령 흰쥐에 추출물을 4주간 투여한 후, testosterone, SHBG, PSA, 체지방, 혈중지방, 

근육량, 운동수행능력, 정자 수 및 정자 활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세포 실험을 통해 그 기작을 알아

보았다. DE 및 FDE 투여 후 남성갱년기의 지표로 사용되는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였고, 

testosterone 과 결합하여 생체 내 활성을 저하시키는 SHBG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립선에 대한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전립선특이항원(PSA)을 측정하였으나, 대조군과 별다

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지방조직과 근육에 대한 영향을 측정한 결과, 지방조직량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

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갱년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량 감소 및 체지방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estosterone의 감소에 흔히 동반되는 혈중지질대사 이상에 있어서도 민들레 추출물 및 민들레 발

효추출물 투여군이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감소시킨 것에 반해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켰음을 관찰하

였다. 강제수영을 통한 운동수행능력 측정 결과에서는 민들레 추출물 및 민들레 발효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수영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는 민들레 추출물 및 민들레 발효추출물의 투여가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총 정자 수와 활동성 정자 수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민들레 추출물 및 민들레 발효추출물 투여군

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정자 형성과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 testosterone 농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물실험 결과의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실험을 통해 testosterone 생합

성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투여군에서 모두 증가함을 나타냄으로써, 추출물이 testoster-

one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결과로 민들레 추출물 보다는 발효추출물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발효 과정을 통해 민들레 유효 성분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발효에 의해서 증가하는 활성 성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들레 추출물 및 발효추출물이 남성갱년기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냄을 보였고, 이를 활용

하여 남성갱년기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는 소재로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ment in hypogonadal men alters the HDL proteome but not 

HDL cholesterol efflux capacity. J. Lipid Res. 53, 1376-1383.

42. Singh, P. 2013. Andropause: Current concepts. Indian J. 

Endocrinol. Metab. 17, S621-629.

43. Staerman, F. and Léon, P. 2012. Andropause (androgen defi-

ciency of the aging male): diagnosis and management. 

Minerva Med. 103, 333-342.

44. Swerdloff, R. S. and Wang, C. 2004. Andorgen and ageing 

male. Best Pract. Res. Clin. Endocrinol. Metab. 18, 349-362.

45. Tsujimura, A.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osterone 

deficiency and men's health. World J. Mens Health 31, 126- 

135.

46. Vinken, M. 2013. The adverse outcome pathway concept: 

    a pragmatic tool in toxicology. Toxicology 4, 158-165.

47. Walker, W. H. 2010. Non-classical actions of testosterone 

    and spermatogenesis. Philos. Trans. R. Soc. Lond. B. Biol. Sci. 

365, 1557-1569.

48. Werner, R. and Holterhus, P. M. 2014. Androgen action. 

Endocr. Dev. 27, 28-40.

49. Yakubu, M. T., Akanji, M. A. and Oladiji, A. T. 2005. 

Aphrodisiac potentials of the aqueous extract of Fadogia 

agrestis (Schweinf. Ex Hiern) stem in male albino rats. Asian 

J. Androl. 7, 399-404

50. Yoon, T. J. 2008. Effect of water extracts from root of 

Taraxacum officinale in innate and adaptive immune re-

sponses in mice. Kor. J. Food and Nutr. 21, 275-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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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