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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1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0

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현재 480만 명이며, 우리나라 성인

의 25%가 당뇨 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1 또한 10명 중 3명

은 본인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뇨 환자의 10.8%는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1

당뇨병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제 2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당뇨병에 걸리면 체내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reactive

oxygen species 형성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세포 DNA에

손상을 일으켜 거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합병

증을 유발시킨다.2 Streptozotocin으로 유발 시킨 당뇨 쥐

의 경우 정상쥐에 비해 DNA 손상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

은 것이 확인되었으며,3,4 Mozaffari 등5은 뇨의 8-OHdG로

본 DNA 손상도가 정상쥐에 비해 제2형 당뇨쥐에서 유의

적으로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당뇨병은 산화 스트레

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산화 방어 체계

를 완화 시키게 되면 동맥경화나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으

로 진전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뇨병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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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항산화 물질들을 투여하는

영양 중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항산화제 투

여로 인해 체내 항산화 상태가 호전되는 효과가 있음이 보

고되고 있다.6-8 Shirpoor 등6은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

에게 비타민 E를 보충시켰을 때 보충시키지 않은 당뇨군

(DMC)에 비해 항산화 효소인 SOD와 catalase농도가 유의

적으로 증가함을 보고하였으며, Mitri 등7은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 D를 보충하였을 때 disposition index로 본 췌장 β세

포의 기능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제 2형 당뇨 환자에게

아연을 보충시켰을 때, placebo군에 비해 당뇨환자의 혈장

TBARS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산화 스트레스가 개

선되었음도 보고되었다.8

당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항산화 비타민 혹은

무기질 뿐 만 아니라 천연식품에서 생리활성물질을 추출

하거나 천연 가공식품 등을 투여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9-11 Lee 등9은 β-glucan 함량이 높은 유색

보리와 귀리를 이용하여 당뇨환자용 즉석죽을 제조하여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게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 인슐린 분비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 하였고, 생약

재와 와송 추출물의 복합조성물을 streptozotocin 유발 당

뇨쥐에게 보충시킨 결과 혈당 저하 및 지질 개선 효과가 관

찰되었다.10 제 1형 당뇨 모델쥐와 제 2형 당뇨 모델쥐에게

녹차 추출물을 보충 시킨 결과, 당뇨의 형태에 상관없이 혈

당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11 또한 녹차 추출물의 섭취

가 제2형 당뇨 또는 대사 증후군에 있어 산화 스트레스 감

소 뿐 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

다.12 이 밖에도 수많은 영양중재 연구들이 당뇨환자나 당

뇨쥐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당뇨환자나 당뇨쥐를

대상으로 음용수 또는 음료를 이용한 영양중재 연구는 매

우 제한되어 있다.

자화수는 물을 특수 제작된 영구자석에 통과시킨 것으

로, 자석을 통과하는 동안 물의 흐름이 자장선 (magnetic

field lines)과 수직이 되어 물 분자 구조가 우리 몸의 생체

수와 같은 육각형구조로 새로이 변화된 것을 말한다.13 이

렇게 되면 무기질 이온이 활성화되고 생체 내 흡수가 향상

되며 조직세포의 생체활성이 촉진되어 각종 만성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특히, 자화수 섭취

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음이 음용경험 및 사례보고로 알려

져 있으나 과학적인 실험결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3 현

재 알려진 자화수의 효능에 대한 연구로는 자화수의 섭취

가 치석을 감소시키며,14 glutamate decarboxylase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15가 있으며, 그 외 중국에서 보고된 자

화수의 요석증 치료효과16 및 결석용해 효과17 등이 있다.

최근 Hafizi 등18은 마우스에 2주일 동안 자화수를 먹였을

때 나팔관 상피세포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동물

의 생식능력과 관련된 지표들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

을 보고하였다. 또 동물실험에서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s)은 생식 기관에서의 세포 발달 및 성장에 잠재적인 효

과가 있는 것도 관찰되었다.19 저자들의 선행연구로 실험동

물의 발암물질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diethyl nitrosamine

(DEN)을 사용하여 ICR mouse에게 암을 유발시킨 후 6주

이상 자화수를 투여한 결과 동물의 임파구 DNA 손상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20 또 streptozotocin

으로 유발한 제1형 당뇨쥐 모델에 자화수를 8주 동안 투여

한 결과, 혈당 강하 효과 및 세포 DNA 손상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3 그러나 아직까지 제2형 당뇨

모델에서 자화수의 혈당 강하효과를 본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형 당뇨쥐에서 자화수의 혈당 강하

효과를 본 전보3에 이어 제2형 당뇨쥐에서도 자화수가 혈

당 강하 효과 및 DNA 손상 감소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제2형 당뇨 발현 마우스 (CB57BL/KsJ-db/db)에

게 자화수를 4달 동안 섭취시킨 후, 혈당, DNA 손상 및 항

산화 영양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고자 수행되

었다.

연구방법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실험설계

자화수의 혈당 강하 및 DNA 손상 감소효과를 보기위한

실험동물로는 유전적 소인에 의해 제2형 당뇨병이 발현되

는 모델인 db/db 마우스 (CB57BL/KsJ-db/db) 6주령 14마

리를 당뇨군과 자화수군으로 각 7마리씩 나누었고, 대조

군으로 이형접합체 (heterozygote) 마우스 (CB57BL/KsJ-

db/+(db/+)) 10마리를 사용하여 3군으로 나누어 16주 동

안 사육하였다. 실험동물은 중앙실험동물 (Central Lab.

Animal Inc. Korea)에서 구입하여 온도와 습도가 자동 조

절되는 동물실험실에서 사육하였다. 실험동물은 한 마리

씩 케이지에 넣어 사육하였으며 물과 사료를 마음껏 먹게

하여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자화수는 9,000~13,000 가우스의 자장

을 통과한 물로서 (주)코리아크린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

아 물 대신에 투여하였다. 실험동물의 기본 실험 식이는

AIN-93 식이를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AIN-93 실험식이

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세 군 모두 동일한 사료를 주되,

대조군과 당뇨군은 일반 식수를 먹게 하고 자화수 투여군

은 일반식수 대신에 자화수를 먹게 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한남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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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HNU 2016-17).

채혈 및 간 조직 채취

대조군, 당뇨군 및 자화수 투여군으로 나누어 실험식이

를 급여한 16주째에 12시간 절식시킨 후 세 군의 동물을 모

두 희생시켜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 전혈은

Comet 분석을 위해 70 μL, 당화혈색소 분석을 위해 50 μL

를 각각 분주하고 나머지 혈액은 lithium-heparin 처리한

polystyrene tube에 담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

하여 혈장 인슐린 및 혈장 TRAP 분석을 위해 혈장을 분리

하였다. 적혈구는 iso-osmotic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을 첨가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를

세 반복한 뒤 buffer와 1:1로 희석하여 erythrocyte

suspension으로 만들었으며 혈장과 적혈구는 분석 전까지

-70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간 조직은 희생시킨 후 간을

절제하여 차가운 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시켜 분석할 때까지 -70oC

에 보관하였다. 

혈당 측정 및 복강 내 당부하 검사 (intraperitoneal

glucose tolerance test, IPGTT)

혈당은 실험식이 급여 16주째 동물을 12시간 절식 시킨

후 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채혈하여 혈당계 (Accutrend GC,

Roche,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복강 내 당부하

검사를 위해 공복 혈당 수준을 initial data로 한 후 incubation

tube를 사용하여 50% glucose 용액 (2 g glucose/1 kg bw)

을 복강 투여하고 30분, 60분, 90분, 120분 및 180분에 꼬리

정맥으로부터 채혈하여 정맥혈의 혈당 농도 변화를 혈당

계 (Accutrend GC, Roche, Germany)로 측정하였다. 

당화혈색소 (glycated hemoglobin) 측정

당화 혈색소는 Hemoglobin A1c kit (BioSystem. Lt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혈 50 μL을 potassium phtalate 용

액 200 μL와 섞어 상온에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Column

을 통해 hemolysate를 phosphate buffer로 내려 준 후 UV/

VIS spectrophotometer로 415 nm의 파장에서 absorbance

를 측정하였다. 

혈장 인슐린 측정

실험동물의 혈장 인슐린 수준은 전보3에서와 같이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에 따라 insulin ELISA kit

(Linco. Lt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96 plate well에 10

μL assay buffer, 10 μL matrix solution, 혈장 10 μL을 순서

대로 넣어 준 80 μL detection antibody와 혼합하여 2시간

동안 상온에서 shaking하였다. Wash buffer로 3번 씻어 준

후 100 μL enzyme solution을 넣고 다시 상온에서 30분간

shaking 한 후 wash buffer로 씻어 주었다. 여기에 100 μL

substrate solution을 넣은 후 15분 간 shaking 하여 590

nm의 파장에서 ELISA reader (SUNRISE)를 이용하여

absorbance를 측정하였다. 

혈장 TRAP 수준 분석

혈장 중 TRAP 수준은 ABTS (2,2'-azinobis 3-ethylben-

zothiazo-line 6-sulfonate), (150 µM)와 metmyoglobin (2.5

µM)을 H2O2 (75 µM)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생성된 ferryl

myoglobin radical species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ABTS radical cation의 absorbance를 측정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absorbance의 억제 정도는 sample (0.84%

plasma)에 들어 있는 antioxidant capacity에 비례하게 된

다. Sample을 6분 동안 30oC에서 배양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로 740 nm의 파장에서 absorbance를 측

정하였다. 혈장의 TRAP 수준은 trolox의 calibration curve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TEAC (trolox equivalent anti-

oxidant capacity, mM)로 표현하였다.

적혈구 항산화 효소 활성 측정

적혈구 SOD (superoxide dismutase)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혈구 현탁액을 증류수로 용혈시킨 후 ethanol과

chloroform을 가하고 이를 3,000U/min에서 2분간 원심 분

리하였다. 그 상층액을 여러 농도로 나누어 37oC에서 10분

간 배양 후 20 μL의 pyrogallol (1.2.3-Trihydroxybenzol)

를 첨가하여 그 농도를 UV/VIS spectrophotometer로 320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1)

 Ingredients Grams/kilogram diet 

 Casein 200.000

 Cornstarch 397.486

 Dextrose 132.000

 Sucrose 100.000

 Cellulose 50.000

 Soybean oil 70.000

 t-Butylhydroquinone 0.014

 Salt mix2) 35.000

 Vitamin mix2) 10.000

 L-cystine 3.000

 Choline bitartrate 2.500

1) Reeves PG, Nielsen FH, Fahey GC Jr. AIN-93 purified diets for

laboratory rodents: final report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Nutri-

tion ad hoc writing committee on the reformulation of the AIN-

76A rodent diet. J Nutr. 123(11):1939-51. 1993 2) AIN-93 diet,

Dyets In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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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서 180초간 측정하였다. 적혈구 내 SOD의 활성은

pyrogallol의 자동산화를 50% 억제하는 항산화능으로 정

의하였다.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측정을 위해 용혈시

킨 적혈구에 glutathione, glutathione reductase, NADPH

를 첨가한 후 37oC에서 10분간 배양한 후에 T-butylhydro-

peroxide를 넣어 반응시켰으며 이때 감소된 NADPH의 농

도를 UV/VIS spectrophotometer로 340nm에서 90초 동안

측정함으로써 GSH-Px의 항산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Comet assay에 의한 임파구 DNA 손상 측정 
임파구 DNA 손상 측정을 위한 Comet assay는 선행연

구3에서와 같이 Singh의 방법21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

다. 신선한 전혈 70 μL을 채취하여 low melting agarose gel

(LMA)과 normal melting agarose (NMA)를 이용하여 슬

라이드를 만들었다. Gel이 굳으면 LMA 용액 75 μL로 한

겹 더 덮은 후 cell lysis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차가운

alkali lysis buffer (2.5 M NaCl, 100 mM Na2EDTA, 10

mM Tris)에 슬라이드를 담가 저온, 암실에서 1시간 동안

침지 시키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풀어주었다. Lysis

가 끝난 슬라이드를 전기영동 tank에 배열하고 4oC의 차가

운 전기영동 buffer (300 mM NaOH, 10 mM Na2EDTA,

pH > 13)를 채워 unwinding 시킨 후 25 V/300 ± 3 mA의 전

압을 걸어 2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

난 후 Tris 완충용액 (pH 7.4)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

킨 후 ethidium bromide로 핵을 염색하여 형광현미경

(Leica, Germany)상에서 관찰하고 CCD 카메라 (Nikon,

Japan)를 통해 보내진 각각의 세포핵 image는 comet

image analyzing system (Kinetic Imaging, UK)이 설치된

컴퓨터 상에서 분석하였다. 임파구의 DNA 손상 및 자화

수 섭취에 의한 손상억제 정도는 핵으로부터 이동한 DNA

파편의 거리인 tail length (TL), % DNA in tail (% DNA),

그리고 TL과 % DNA를 곱해준 값인 tail moment (TM) 등

3가지 분석 지표로 살펴보았으며, 각 대상자 당 2개의 슬라

이드를 만들어 각각 50개씩 총 100개의 임파구에서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Comet assay에 의한 간 DNA 손상 측정

실험동물의 간 조직을 일정량 취하여 10배에 해당하는

HBSS buffer (1 mg/g collagenase)를 섞고 shaking incu-

bator (120 rpm, 37oC)에 넣어 세포를 분리한 후 low melt-

ing agarose gel과 섞어 슬라이드에 분산시키며 이후 혈액

comet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

모든 자료는 SPSS-PC+ 통계 package (version 18.0)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백분율과 평균치 ±

표준오차 (SE)를 구하였고 각 군별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서 일원분산분석 (ANOVA)를 실시한 후 사후검증 방법으

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각 군 간의 평

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

은 α = 0.05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결 과

실험동물의 체중변화, 식이섭취량 및 수분 섭취량을 관

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 (CON)에 비해 당뇨군

(DMC)과 자화수 투여군 (DM+MW)의 체중변화와 식이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분섭취의 경우 혈당이 떨

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대조군에 비해 당뇨군이 높았으나,

자화수 투여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짐

을 보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16주 동안 세 군의 혈당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대조군은 실험 기간인 16주 동안 혈

당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당뇨군의 경우에는 높은 혈당

을 유지하였다. 자화수를 투여하였을 경우, 투여 10주부터

당뇨군 (496.1 ± 10.2 mg/dL)에 비해 자화수 투여군 (437.9

± 76.9 mg/dL)의 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효과는 실험이 끝나는 주인 16주까지 지속되었으며

감소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Fig. 1).

자화수가 당뇨쥐의 내당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포도당을 동물에게 복강 투여한 후 시간별로 혈액을

채취하여 당부하 검사를 수행한 결과 혈당 곡선하면적

(area under the curve, AUC)은 Fig. 2에 나타냈다. 대조군

에서 포도당 투여 30분 후에 혈당이 증가하였고 60분 후에

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90분, 120분, 180분에도 감소한 수준

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인데 비해 당뇨군에서는 포도당 투

여 30분 후에 증가한 혈당이 포도당 투여 180분 후까지 감

Table 2.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water intake of mice

Groups Initial BW (g) Final BW (g)
Food intake 

(g/day)

Water intake

(ml/day)

 CON 19.58 ± 0.24a 40.24 ± 3.20a 20.66 ± 3.18 10.55 ± 0.24a

 DMC 32.16 ± 1.34b 54.68 ± 6.95b 22.52 ± 7.60 62.95 ± 11.90c

 DM+MW 31.86 ± 1.28b 55.46 ± 7.50b 23.60 ± 8.10 30.04 ± 3.10b

Mean ± SD 

Abbreviations: CON, control (n = 10); DMC, diabetes mellitus con-

trol (n = 7); DM+MW, DM+Magnetic water (n = 7)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 < 0.05) by Duncan'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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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에 비해 자화수 투여군은 포도

당 투여 30분 후에 증가한 혈당이 60분에 최고를 보인 후,

120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80분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혈당 곡선하면적 (area

under the curve, AUC)은 당뇨군과 자화수 투여군에서 약

간의 차이는 보였으나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당뇨군과 자화수 투여군의 혈장 인슐린 수

준을 비교해 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 (3.94 ± 2.67

ng/ml)에 비해 당뇨군 (5.97 ± 1.69 ng/ml)의 혈장 인슐린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당뇨군에 비해 자화수 투여

군 (2.36 ± 0.93 ng/ml)에서 유의적인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장기간의 혈당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혈액 당화헤모

글로빈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5.8%를 보인 대조군에 비

해 당뇨군의 경우 12.8%로 약 2.2배 증가하였으나 자화수

투여군에서는 10.4%로 당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여 자화수투여가 당뇨군의 당화헤모글로빈 생성을 감소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당뇨쥐의 혈액 임파구 DNA 손상 정도를 comet assay로

본 결과는 Fig. 5에 제시하였다. DNA 손상의 세 가지 지

표인 DNA in tail, tail length, tail moment로 보았을 때 대

조군에 비해 당뇨군의 DNA 손상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자화수 투여군에서는 DNA in tail에서 46.7%, tail length

로 보았을 때 24.0%, 그리고 tail moment로 보았을 때

60.1%가 감소함을 보였다. 이로써 16주간의 자화수 섭취

시 db/db mouse에서 높아진 혈액 임파구 DNA 손상이 자

화수 투여로 인해 효과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Fig. 5).

Fig. 1.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blood glucose in db/db

mice. Mean ± SD. Abbreviations: CON, control (n = 10); DMC, dia

betes mellitus control (n = 7); DM+MW, DM+Magnetic water (n =

7). Values within a group with different alphabe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area under the blood glu-

cose curve afte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in db/db mice. Mean

± SD. Abbreviations: CON, control (n = 10); DMC, diabetes mellitus

control (n = 7); DM+MW, DM+Magnetic water (n = 7); AUC, area

under the curve.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plasma insulin in db/db

mice. Mean ± SD. Abbreviations: CON, control (n = 10); DMC, dia-

betes mellitus control (n = 7); DM+MW, DM+Magnetic water (n =

7). Bar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f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blood HbA1c in db/db mice 

Mean ± SD. Abbreviations: CON, control (n = 10); DMC, diabetes

mellitus control (n = 7); DM+MW, DM+Magnetic water (n = 7). Bar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fter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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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간에서 DNA 손상 정도를 본 결과도 혈액 DNA

손상 정도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DNA 손상정도를 DNA

in tail, tail length, tail moment의 3가지 지표로 보았을 때,

제2형 당뇨쥐인 db/db mouse에서 높아진 DNA 손상 정도

가 자화수 투여로 인해 48%, 26%, 61% 유의적으로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당뇨쥐에 있어서 자화수의 항산화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적혈구 항산화 효소인 GSH-Px와 SOD의 활성을 살펴보았

다. 모든 군 간에 적혈구 내 항산화 효소활성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또 당뇨 쥐 혈장 내 총항산화능

(TRAP)을 살펴본 결과, 당뇨군과 자화수 투여군과의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3).

Fig. 5. Protective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blood DNA dam-

ages in db/db mice. Mean ± SD. Abbreviations: CON, control (n =

10); DMC, diabetes mellitus control (n = 7); DM+MW, DM+Mag-

netic water (n = 7). Bar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p < 0.05 af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6. Protective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liver DNA dam-

ages in db/db mice. Mean ± SD. Abbreviations: CON, control (n =

10); DMC, diabetes mellitus control (n = 7); DM+MW, DM+Mag-

netic water (n = 7). Bar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p < 0.05 af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plasma TRAP and erythro-

cyte antioxidant enzymes in db/db mice

Variable TRAP (uM) GSH-Px (U/gHb) SOD (U/gHb)

 CON 1.41 ± 0.14 97 ± 33 2491 ± 425

 DMC 1.24 ± 0.14 95 ± 44 2314 ± 248

 DM+MW 1.35 ± 0.19 102 ± 16 2380 ± 398

Mean ± SD

Abbreviations: CON, control (n = 10); DMC, diabetes mellitus con-

trol (n = 7); DM+MW, DM+Magnetic water (n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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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요구량

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다가 결국 인슐린 분비 기능에 결함

이 생겨 인슐린이 더 이상 분비 되지 않아 발병한다. 제 2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식품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동물에서 혈당강하 및 산화스트레

스 감소 등에 대한 연구들11,12과 함께 인체연구로도 여러

방면에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22,23 그러나 식품이 아

닌 음료수를 이용하여 혈당 강하 효과를 본 인체 대상 연구

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2형 당뇨 모델 동물에게 16주 동안 자화수

를 투여한 결과, 당뇨대조군에 비해 자화수 투여군의 혈당

강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혈장 인슐린 및 당화 혈

색소 지표에서도 자화수 투여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또한 자화수군의 수분섭취량도 혈당이 강하되는 9주

~10주 사이부터 당뇨군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효과

는 아마도 혈당이 개선되면서 당뇨로 인해 증가하였던 수

분 섭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에서 자화수의 투여가 streptozotocin으로 유발한

제1형 당뇨쥐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것에

이어,3 이번에 제2형 당뇨 모델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역

시 자화수를 16주 투여하였을 때, 혈당 강하 등 glycemic

control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당뇨 환자에 있어 혈

당 조절은 가장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한 제2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분비를 조

직에서 알아차리지 못하여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화수의 투여가

혈장 인슐린 농도를 당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시키

고 혈당 강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 지표보다 더 안정적인 당뇨 관

련 지표로 장기간의 혈당을 반영한다. 당화헤모글로빈이

증가하게 되면 적혈수의 산소 분해 능력이 저하되고 조직

으로의 산소 이동도 저하된다. 이로 인해 합병증이 유발되

며 이는 당뇨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로 사

용된다. 본 연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자화수 투여가 제2

형 당뇨모델 동물의 당화 헤모글로빈을 유의적으로 감소

시킨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자화수음용은 당화 혈색소 농

도를 감소시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화수는 일반 물에 비해 pH와 전기 전도율이 높고,24 삼

투압도 높아 세포막을 통한 침투성이 강하며,25 세포 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세포 내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26 Kim 등27은 db/db mouse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온

수 (electrolyzed reduced water)를 보충 투여한 결과 혈당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온수의 섭취가 동물 췌장의

β-세포 손상을 보호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이

온수는 pH가 높고 ROS 소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7 자화수의 경우에도 일반 물에 비해 높은 pH를 가

지고 있고, 실험동물에서 DNA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3,20 이온수의 투여와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당뇨로 인해 임파구 DNA 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은 많

이 알려져 있다.28,29 Lazalde-Ramos 등28은 제 2형 당뇨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뇨의 8-hydroxy-2'-deoxy-

guanosine (8-OHdG) 본 DNA 손상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Lodovici 등29도 마찬가지로 제 2형

당뇨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임파구 DNA 손상도가 높음을

comet assay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비인슐린 의존성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체계가 저하되는 것이 보고되었다.22,23

본 연구에서 당뇨로 인해 손상된 db/db mouse의 세포

DNA 손상이 자화수 투여로 회복되는지를 comet assay로

알아본 결과, 혈액과 간 모두 DNA 손상의 세 가지 지표로

본 DNA 손상이 자화수 투여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효

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발암

물질의 일종인 diethyl nitrosamine (DEN)을 투여한 ICR

mouse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화수를 투여하였을 때 DNA

손상 정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20 streptozotocin으로

유발한 제1형 당뇨쥐 모델에 자화수를 8주 동안 투여하였

을 때 임파구의 DNA 손상 감소효과가 나타났다.3 제2형

당뇨 모델인 db/db mouse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역시

16주 동안의 자화수 투여 후에 세포의 DNA 손상 감소효

과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로써 장기간의 자화수 투여는 제

1형 뿐 아니라 제2형 당뇨에 있어서도 glycemic control 뿐

아니라 당뇨로 인해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손상된 혈액

과 간 세포의 DNA를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인체와 동물에 있어서 동맥경화증 예방과 치료에 대한 자

화수의 효과가 최근 연구되었으며, 그의 기전에 대해 여러

가지 일치하지 않는 가정들이 제안되고 있다.15,30,31 암컷

마우스의 생식기관에 미치는 자화수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

과가 보고되었으며,18 자화수 투여는 나팔관 (fallopian)

의 길이와 corpus lutea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효과의 기전은 불분명하나 가능한 가설로는 자화수

의 이런 효과가 산화 스트레스와 상피세포에서의 세포 성

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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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자화수와 일반 물과의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한 연

구들도 수행되었는데,32 자화수는 산소 농도와 무기질 용

해도를 증가시키고, 표면 장력 뿐만 아니라 전기 전도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세포벽의 투과성 (침투성)이 향상되어 물

과 영양소를 신체의 모든 조직으로 잘 전달되도록 촉진시

킴으로써 세포가 효율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33,34

Nakagawa 등34은 자기장 (magnetic field)이 있을 때 물에

대한 산소의 용해도가 가속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 자화

수는 세포 내에서 여러 효소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생화

학적 반응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18 Ma 등15은

potentiometric enzyme electrode법으로 효소활성도를 측

정한 결과 자화수로 인해 glutamate decarboxylase 활성이

약 30% 증가한 것을 관찰하여 자화수의 생리활성에 대한

기전을 glutamate decarboxylase 효소의 활성 증가로 인한

것이라 제안하였다. 이런 효소활성도의 증가는 자화수가

약한 자장을 형성하면 자화수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감

소하는 반면 자화수와 효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효소의

활성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자화수가 작은 분자들, 특

히 Ca2+와 같은 작은 분자의 세포막 투과성을 증가시키거

나 간에서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를 증가시

킬 수 있음도 보고되었다.18 몇몇 동물실험에서 자화수 투

여는 심장, 신장, 그리고 간에서 superoxide dismutase 활성

을 증가시키고, oxidant-antioxidant 균형에 효율적으로 영

향을 주어 malondialdehyde (MDA) 양을 감소시키며, 산

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nitric oxide의 양을 감소시킴이

관찰되었다.36 또 자화수 투여로 암컷 쥐의 생식작용이 향

상되었는데, 이는 자화수가 free radicals와 산화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도 제시되었다.3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화수 섭취로 인한 DNA 손상 감소 효과는

동물의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자화

수 투여로 DNA 손상이 감소되는 효과가 항산화 효소 활

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항산

화 효소인 적혈구 SOD와 glutathione peroxidase (GSH-

Px) 활성이 자화수 섭취 후 유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므

로 DNA 손상 감소효과와 효소 활성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

제로 체내 존재하는 수많은 효소들은 대사에 있어 서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효소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 그 기

전을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항

산화 효소 외에 다른 효소들의 활성을 분석하지 않아 DNA

손상 감소효과의 정확한 기전은 규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자화수 섭취시킨 당뇨쥐를 대상으로 DNA

손상도를 측정하였고 몇 가지 항산화 효소 활성도를 측정

하기는 하였으나 당뇨에 있어서 혈당저하의 작용기전을

뒷받침할 실험적인 관찰이나 nitric oxide 등 더 다양한 산

화 스트레스 지표를 측정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당뇨의 혈당강하 기전과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 관련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측

정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자화수 투여가 db/db mouse를 사용한 제2형 당

뇨의 혈당 강하를 포함한 glycemic control에 유리한 개선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혈액과 간의 DNA 손상 감소효과

까지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의 이러한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화수의 의료분야에의 응용은 아직도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38,39 그러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확

실하게 규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자화수음용 효과

를 뒷받침할 더욱 깊고 다양한 기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자화수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음용수임에도 불구하고 자화수 섭취의 건강상

의 유익에 관해서는 과학적인 문헌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유전적 소인에 의해 제2형 당뇨병이 발현되는 모델

인 db/db 마우스 6주령 14마리를 당뇨군과 자화수군으로

나누어 각 7마리씩 배치하고, 이형접합체 마우스 10마리를

대조군으로 하여 총 3군으로 나누어 16주 동안 자화수를

투여하였다. 혈당 강하 효과를 보기 위해 공복혈당, 인슐린

농도, 내당능 검사, 당화 헤모글로빈을 측정 하였고, DNA

손상 감소 효과, 항산화 상태를 알아보았다. 당뇨군과 자화

수군의 혈당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당

뇨군의 혈당은 자화수 섭취 16주까지 높게 지속되었으나

자화수군의 혈당은 섭취 10주 후부터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혈중 당화헤모글로빈 함량도 마찬가지로 대조군보

다 당뇨군에서 증가하였고 자화수군에서는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으나 경구 당부하 검사 결과, 혈당 곡선하면적 (area

under the curve, AUC)은 당뇨군과 자화수 투여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뇨쥐의 DNA 손상 정

도는 세 가지 지표 (DNA in tail, tail length, tail moment)

모두 자화수군이 당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이러한 효과는 혈액과 간에서 모두 나타났다. 적혈구 항

산화 효소인 SOD, GSH-Px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도

는 대조군, 당뇨군, 자화수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혈장 총항산화능인 TRAP 수준도 자화수 섭취로 인한 차이

를 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자화수 투여가 db/db mouse를

사용한 제2형 당뇨의 혈당 강하를 포함한 glycemic control

에 유리한 개선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혈액과 간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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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감소효과까지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자화

수음용 효과를 뒷받침할 더욱 깊고 다양한 기전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orean Diabetes Association; Korean Diabetes Research Founda-

tion.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6. Seoul: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6.

2. Dandona P, Thusu K, Cook S, Snyder B, Makowski J, Armstrong

D, Nicotera T. Oxidative damage to DNA in diabetes mellitus.

Lancet 1996; 347(8999): 444-445.

3. Lee HJ, Kang MH. Effect of the magnetized water supplementa-

tion on blood glucose, lymphocyte DNA damage, antioxidant sta-

tus, and lipid profiles in STZ-induced rats. Nutr Res Pract 2013;

7(1): 34-42.

4. Park JH, Sung KS, Kim SS, Shim GS, Han CK. Effects of puffed

and fermented red ginseng on blood glucose-related biomarkers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2; 41(5): 630-637.

5. Mozaffari MS, Baban B, Abdelsayed R, Liu JY, Wimborne H,

Rodriguez N, Abebe W. Renal and glycemic effects of high-dose

chromium picolinate in db/db mice: assessment of DNA damage. J

Nutr Biochem 2012; 23(8): 977-985.

6. Shirpoor A, Ansari MH, Salami S, Pakdel FG, Rasmi Y. Effect of

vitamin E on oxidative stress status in small intestine of diabetic

rat. World J Gastroenterol 2007; 13(32): 4340-4344.

7. Mitri J, Dawson-Hughes B, Hu FB, Pittas AG. Effects of vitamin D

and calcium supplementation on pancreatic β cell function, insulin

sensitivity, and glycemia in adults at high risk of diabetes: the cal-

cium and vitamin D for diabetes mellitus (CaDDM)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m J Clin Nutr 2011; 94(2): 486-494.

8. Roussel AM, Kerkeni A, Zouari N, Mahjoub S, Matheau JM,

Anderson RA. Antioxidant effects of zinc supplementation in

Tunisian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J Am Coll Nutr 2003;

22(4): 316-321.

9. Lee CH, Kim J, Kwon J, Youn Y, Kim YS. Instant gruel from col-

ored barley and oats for improving diabetic condition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3; 42(6): 885-891.

10. Lee SJ, Shin JH, Ju JC, Kang SK, Sung NJ. Hypoglycemic and

hypolipidemic effects of orostachys japonicus with medicinal

herbs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3; 42(4): 587-594.

11. Lee BR, Koh KO, Park PS. Antihyperglycemic effects of green tea

extract on alloxan-induced diabetic and OLETF rats. Korean Soc

Food Sci Nutr 2007; 36(6): 696-702.

12. Hininger-Favier I, Benaraba R, Coves S, Anderson RA, Roussel

AM. Green tea extract decreases oxidative stress and improves

insulin sensitivity in an animal model of insulin resistance, the

fructose-fed rat. J Am Coll Nutr 2009; 28(4): 355-361.

13. Coey JM, Cass S. Magnetic water treatment. J Magn Magn Mater

2000; 209: 71-74.

14. Johnson KE, Sanders JJ, Gellin RG, Palesch YY. The effectiveness

of a magnetized water oral irrigator (Hydro Floss) on plaque, cal-

culus and gingival health. J Clin Periodontol 1998; 25(4): 316-321.

15. Ma YL, Ren H, Ren S, Zhen EK, Hao G, Zhao YW. A study of the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enzyme activities by potentiometric

enzyme electrode method. J Tongji Med Univ 1992; 12(4): 193-

196.

16. Zhang YS, Wu HW. Effect of magnetic water on urinary calculi--

an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y. Z Urol Nephrol 1987; 80(9):

517-523.

17. Zhang YS, Wu HW. Effect of magnetized water on urinary calculi:

an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y. Acta Acad Med Wuhan 1984;

4(1): 31-37.

18. Hafizi L, Gholizadeh M, Karimi M, Hosseini G, Mostafavi-

Toroghi H, Haddadi M, Rezaiean A, Ebrahimi M, Emami Meibodi

N. Effects of magnetized water on ovary, pre-implantation stage

endometrial and fallopian tube epithelial cells in mice. Iran J

Reprod Med 2014; 12(4): 243-248.

19. Iorio R, Delle Monache S, Bennato F, Di Bartolomeo C, Scrima-

glio R, Cinque B, Colonna RC. Involvement of mitochondrial

activity in mediating ELF-EMF stimulatory effect on human

sperm motility. Bioelectromagnetics 2011; 32(1): 15-27.

20. Lee HJ, Jo HR, Jeon EJ, Kang MH. Effect of the Magnetized water

supplementation on lymphocyte DNA damage in mice treated

with diethylnitrosamine. Korean J Nutr 2010; 43(6): 570-577.

21. Singh NP, McCoy MT, Tice RR, Schneider EL. A simple tech-

nique for quantitation of low levels of DNA damage in individual

cells. Exp Cell Res 1988; 175(1): 184-191.

22. Pitozzi V, Giovannelli L, Bardini G, Rotella CM, Dolara P. Oxida-

tive DNA damage in peripheral blood cells in type 2 diabetes mel-

litus: higher vulnerability of polymorphonuclear leukocytes.

Mutat Res 2003; 529(1-2): 129-133.

23. Dinçer Y, Akçay T, Alademir Z, Ilkova H. Assessment of DNA

base oxidation and glutathione level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

tes. Mutat Res 2002; 505(1-2): 75-81.

24. Xu YB, Sun SY. Effect of stable weak magnetic field on Cr(VI)

bio-removal in anaerobic SBR system. Biodegradation 2008;

19(3): 455-462.

25. Gonet B. Influence of constant magnetic fields on certain phys-

iochemical properties of water. Bioelectromagnetics 1985; 6(2):

169-175.

26. Liboff AR, Cherng S, Jenrow KA, Bull A. Calmodulin-dependent

cyclic nucleotide phosphodiesterase activity is altered by 20

microT magnetostatic fields. Bioelectromagnetics 2003; 24(1):

32-38.

27. Kim MJ, Jung KH, Uhm YK, Leem KH, Kim HK. Preservative

effect of electrolyzed reduced water on pancreatic beta-cell mass in

diabetic db/db mice. Biol Pharm Bull 2007; 30(2): 234-236.

28. Lazalde-Ramos BP, Zamora-Perez AL, Sosa-Macías M, Guerrero-

Velázquez C, Zúñiga-González GM. DNA and oxidative damages

decrease after ingestion of folic acid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

tes. Arch Med Res 2012; 43(6): 476-481.

29. Lodovici M, Giovannelli L, Pitozzi V, Bigagli E, Bardini G, Rotella

CM. Oxidative DNA damage and plasma antioxidant capacity in

type 2 diabetic patients with good and poor glycaemic control.

Mutat Res 2008; 638(1-2): 98-102.

30. Agarwal A, Aponte-Mellado A, Premkumar BJ, Shaman A, Gupta

S. The effects of oxidative stress on female reproduction: a review.

Reprod Biol Endocrinol 2012; 10(1): 49-79.



410 / 제2형 당뇨쥐에서 자화수의 혈당 및 DNA 손상 개선 효과

31. Naher ZU, Ali M, Biswas SK, Mollah FH, Fatima P, Hossain MM,

Arslan MI. Effect of oxidative stress in male infertility. Mymens-

ingh Med J 2013; 22(1): 136-142.

32. Sueda M, Katsuki A, Nonomura M, Kobayashi R, Tanimoto Y.

Effects of high magnetic field on water surface phenomena. J Phys

Chem C Nanomater Interfaces 2007; 111(39): 14389-14393.

33. Cho YI, Lee SH. Reduction in the surface tension of water due to

physical water treatment for fouling control in heat exchangers. Int

Commun Heat Mass Transf 2005; 32(1-2): 1-9.

34. Nakagawa J, Hirota N, Kitazawa K, Shoda M. Magnetic field

enhancement of water vaporization. J Appl Phys 1999; 86(5):

2923-2925.

35. Wang D, Cheng X, Yan X. Effect of magnetized liquor on free rad-

ical metabolism in the heart of mice. Chin J Med Phys 2002; 19(4):

243-244.

36. Raymond-Whish S, Mayer LP, O'Neal T, Martinez A, Sellers MA,

Christian PJ, Marion SL, Begay C, Propper CR, Hoyer PB, Dyer

CA. Drinking water with uranium below the U.S. EPA water stan-

dard causes estrogen receptor-dependent responses in female

mice. Environ Health Perspect 2007; 115(12): 1711-1716.

37. Shah D, Nagarajan N. Luteal insufficiency in first trimester. Indian

J Endocrinol Metab 2013; 17(1): 44-49.

38. Lu J, Mao Y, Yang Y, Wang Y, Shi Y, Zhou O. Influence of magne-

tized water on the experimental hyperlipemia and atherosclerosis

in rabbits. Shanghai Lab Anim Sci 2000; 20: 45-51.

39. Hafizi L, Sazgarnia A, Mousavifar N, Karimi M, Ghorbani S,

Kazemi MR, Emami Meibodi N, Hosseini G, Mostafavi Toroghi

H. The effect of extremely low frequency pulsed electromagnetic

field on in vitro fertilization success rate in NMRI mice. Cell J

2014; 15(4): 3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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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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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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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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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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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