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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Background: The highly developed endoplasmic reticulum (ER) structure is one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pancreatic β-cells. Recent study showed that ER stress causes β-cell dysfunction.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high glucose concentration on induction of ER stress in pancreatic β-cells.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whether exposure of high glucose concentration in rat insulinoma cell line, 

INS-1 cell induces ER stress and whether ER stress decreases insulin gene expression. 

Methods: The effect of 30 mM glucose on insulin expression and secretion in INS-1 cells was evaluated by 

Northern blot analysis and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 (GSIS).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by XTT 

assay. The effect of 30 mM glucose on phosphorylation of eIF2α and CHOP expression, which are markers 

of ER stress were evaluated by Western blot analysis. RT-PCR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high glucose concentration induces XBP-1 splicing. To investigate whether ER stress decreases insulin gene 

expression, the effect of tunicamycin on insulin mRNA expression was evaluated by Northern blot analysis.

Results: The prolonged exposure of INS-1 cells with the 30 mM glucose concentration decreased insulin 

mRNA expression in a time dependent manner and impaired GSIS while did not influence on cell viability. 

30 mM glucose increased phosphorylation of eIF2α, XBP-1 splicing and CHOP expression in INS-1 cells. 

Tunicamycin-treated INS-1 increased XBP-1 splicing and decreased insulin mRNA expression in a dose 

dependent manner.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rolonged exposure of INS-1 with high glucose concentration induces 

ER stress and ER stress decreases insulin gene expression. Further studies about underlying molecular 

mechanism by which ER stress induces β-cell dysfunction are needed. (KOREAN DIABETES J 32:112~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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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포체는 호르몬과 같은 단백질을 분비하는 내분비세포

에서 잘 발달해있다. 부분의 단백질은 3차 혹은 4차 구조

가 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활성형 단백질이 되는데 

리보좀에서 만들어진 단순한 아미노산 서열 상태의 펩타이

드는 소포체에서 폴딩(folding)과 조립(assembly), 당화

(glycation)  이황화결합(disulfide bond) 등의 과정을 통

해 활성형 단백질 구조가 된다. 이밖에도 소포체는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조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1,2). 그러나 생

리  혹은 병리  환경에 의해 소포체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상의 미성숙 단백질이 소포체 내로 유입이 되거나 소포체 

내 칼슘이 고갈 되면 소포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포체스트 스(ER stress)라고 한다
2-4). 소포체스트 스가 

발생하면 세포는 생존하기 해 자가 방어기 을 가지는데 

이를 소포체스트 스반응(ER stress response)이라고 하고 

소포체 막에 존재하는 세 가지의 신호 달체계인 pancreatic 

ER kinase (PERK), inositol-requiring 1α (IRE-1α)/X-box 

binding protein 1 (XBP-1)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 (ATF6)에 의해 매개된다. 

췌장베타세포는 소포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요한 

특징 의 하나이다. 활성형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해서는 

구인슐린(preproinsulin)이 소포체에서 번역 후 수정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의 과정을 통해 이황화결합

(disulfide bond)을 이룬 구인슐린(proinsulin)으로 바 고 

이후 C-펩타이드가 분리되어야 한다
5,6). 따라서 소포체는 췌

장베타세포가 활성형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는데 아주 

요한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장애 유발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에 소포체스트 스의 증가가 요한 역

할을 함을 보고하고 있다
7-9). Harding 등8)은 소포체 막단백

질인 PERK와 아미노산 합성(translation)의 시작과 련된 

인자인 eIF2α 유 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한 마우스에서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이상과 자멸사가 유발됨을 보고하 다. 

한 Oyadomari 등9)은 인슐린-2 유 자의 96번째 아미노산

인 시스테인을 타이로신으로 치환(Cys96Tyr)시킬 경우 인

슐린의 이황화결합이 되지 않고 췌장베타세포의 소포체스트

스가 증가하여 세포자멸사가 발생함을 보고하 다. 그러

나 재까지 고 당에 의한 포도당독성이 췌장베타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를 유발하는지와 소포체스트 스가 인슐린

유 자의 발 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고 당이 쥐의 인슐린종 세포주

(rat insulinoma cell line, INS-1 cell)에서 소포체스트 스

를 유발하는지와 소포체스트 스 유발이 인슐린유 자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상  방법 

1. 재료

웨스턴 블롯에 사용한 p-eIF2α항체는 Cell Signaling 

(Beverly, MA)에서 구입하 고, CHOP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에서, rabbit 항체는 Amersham 

Biosciences (Little Cha-lfnot, UK)에서 구입하 다. 방사선 

표지 소식자(radiolabelled probe, [α-32P]dCTP)는 Amersham 

Bioscience에서 구입하 다. 

2. 세포 배양

쥐의 인슐린종 세포주인 INS-1 세포는 계  번호가 20에

서 30번 사이의 것을 사용하 고, RPMI 1640 (Giboco-BRL, 

Grand Island, NY) 배지에 10% 소 청(fetal bovine serum), 

1 mM pyruvate, 10 mM HEPES, 50 mM 2-mercaptoethanol, 

100 units/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을 혼합하

여 5% CO2 -95% air, 37℃에서 배양하 다. 배양액은 3~4

일 간격으로 교 하 고 trypsin-EDTA로 계 배양 하 다. 

3. 노던 블롯(Northern Blot) 분석 

노던 블롯에 사용된 인슐린에 한 방사선 표지 소식자

는 [α-32P]dCTP를 이용한 임의 라이머 라벨방법(Amersham, 

Arlington Heights, IL)으로 제작하 다. 방사선 표지 소식

자는 NAP-1 칼럼(Pharmacia, Uppsala, Sweden)으로 정제

하 다. 노덧 블롯에 사용된 RNA는 Trizol 용액(Invitrogen, 

Carlsbad, CA)을 이용하여 추출하 고 20 μg의 RNA를 1% 

포름알데하이드-아가로스 겔에서 기 동을 시행한 후 나

일론 막으로 이동시켰다. 나일론 막을 방사선 표지 소식자

와 함께 Express Hyb
TM 용액에서 2시간동안 65℃에서 보합

결합(hybridization) 시킨 후 mRNA발 을 도계측기

(densi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분석 

IPH완충액(5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5 

mM EDTA, 1% NP-40, 100 μM PMSF)에 1 μg/mL 단백

질 분해효소 억제제, 1 mM DTT를 첨가하여 체 단백질

을 용해시켰다. 용해된 세포를 12,000 rpm에서 10분간 원

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하여 체 단백질을 분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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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료를 시료 완충액과 섞어 5분간 끊인 후 얼음 에서 

식히고 SDS-PAGE에서 기 동을 실시하여 크기별로 분

리한 후 Immobilon-P transfermembrane (Millipore, Billerica, 

MA)으로 기를 이용하여 옮겼다. 차단 완충액(blocking 

buffer)으로 차단시키고 각각의 일차항체와 반응하 다. 이후 

다시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이차 항체에 반응시

킨 후 ECL plus (Amersham Biosciences, Little Chalfnot, 

UK)를 사용하여 발색시켰다. Membrane을 actin 항체와 다

시 반응시켜 일정한 양의 단백질을 사용하 는지 확인하

다. 

5. 역 사 합효소연쇄반응(RT-PCR)

각 조건에 따라 배양한 INS-1 세포에서 Trizol용액

(Invitrogen)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고, 총 RNA (2 μg)

와 first-strand cDNA kit (Fermentas, Hanover, MD, USA)

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 다. mRNA의 발 정도는 β

-actin과 비교하여 보정하 다. RT-PCR에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XBP-1, 5'-AAA CAG AGT AGC AGC 

GCA GAC TGC-3' (forward) and 5'-GGA TCT CTA 

AAA CTA GAG GCT TGG TG-3' (reverse) β-actin, 

5'-GGC ATC GTC ACC AAC TGG GAC-3' (forward), 

and 5'-CGA TTT CCC GCT CCG TGG-3' (reverse). 

PCR조건은 92℃에서 3분간 denature 시킨 후 92℃, 52℃, 

72℃에서 각각 45 로 40회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72℃에서 

10분간 유지 후 4℃로 냉각시켰다. PCR product는 제한효

소(Pst1)를 처리하여 37℃에서 5시간 반응한 후 2% 아가로

스 겔에서 기 동 하 다. 

6. XTT 분석

INS-1 세포를 96 well plate에 well당 1 × 10
3 cells/100 

μL가 되도록 배양한 후 30 mM 포도당을 처리한 다음 48시

간, 96시간 배양하 다. 배양 완료 후 배양액을 모두 제거하

고 실험당일 제조한 XTT working solution (WEL GENE, 

Seoul, Korea)을 배양용기에 주입하여 2시간에서 4시간 동

안 배양한 다음 450 nm와 690 nm에서 ELISA reader로 흡

도를 측정하 다. 

7. 인슐린분비 측정

INS-1 세포를 12-well plate에 분주하여 5 mM과 30 

mM 포도당을 함유한 배지에서 96시간 배양 후 Kreb`s 

ringer buffer (114 mM NaCl, 4.4 mM KCL, 1 mM 

MgSO4, 1.28 mM CaCl2, 29.5 mM NaHCO3, 10 mM 

HEPES, 0.1% BSA, pH 7.4)로 2회 세척하고 5 mM 포도

당을 함유한 KRBB로 5시간 동안 배양하 다. 포도당 5 

mM 과 16.7 mM을 함유한 KRBB로 교체하고 1시간 배양 

후, 상층액을 취하여 rat insulin RIA kit로 측정하 다. 

8. 통계학 인 처리

결과들은 평균 ± 표 오차로 표시하고, 변수의 분석들은 

student T-test를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

계 으로 유의 하다는 정을 하 으며, 모든 실험은 독립

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통계 처리를 하 다.

결    과

1. 고농도 포도당이 인슐린 mRNA 발 에 미치는 효과

고농도 포도당이 인슐린 mRNA의 발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INS-1 세포를 30 mM 농도의 포도당에 24, 

48, 72  96시간별로 배양하고 인슐린 mRNA의 발 변화

를 노던 블롯을 통해 확인하 다. 기 농도 포도당(5 mM) 

조건에서 인슐린 mRNA는 높게 발 이 되었고 이  연구

를 통해 5 mM 농도의 포도당으로 96시간동안 배양할 경우 

인슐린유 자의 발 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 다
10). 

그러나 INS-1 세포를 30 mM 농도의 포도당에 노출시킨 후 

24시간째 인슐린 mRNA의 발 이 감소하 고 시간이 지날

수록 차 감소하여 96시간째에는 인슐린 mRNA의 발 이 

거의 발 이 되지 않았다(Fig. 1A, 1B). 다음으로 INS-1 세

포가 만성 으로 고농도 포도당에 노출되었을 때 인슐린분

비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포도당 자극 인슐린분

비(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 GSIS)를 측정하

다. 정상 포도당 농도에서 배양된 INS-1 세포는 16.7 mM 

포도당 농도에 인슐린분비가 하게 증가되었으나 96시

간 동안 30 mM 농도의 포도당에 배양한 INS-1 세포는 

16.7 mM의 포도당자극에 인슐린분비 증가가 찰되지 않

았다(Fig. 1C). 고농도 포도당 노출이 INS-1 세포의 세포사

멸(apoptosis)에 미치는 향을 XTT 분석을 통해 알아 본 

결과 30 mM 포도당에 96시간까지 노출되더라도 INS-1 세

포 생존력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Fig 1D).

2. 고농도 포도당이 eIF2alpha 인산화에 미치는 효과

고농도 포도당이 췌장베타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를 유

발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INS-1 세포를 30 mM 농도의 포

도당에 24, 48, 72  96시간별로 배양하고 소포체스트 스

반응을 매개하는 PERK 신호 달체계의 하부신호단계인 

eIF2α의 인산화 정도를 웨스턴 블롯을 통해 확인하 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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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의 포도당 조건에서 eIF2α의 인산화는 약하게 측정이 

되었으나 30 mM의 포도당에 노출시킨 후 eIF2α의 인산화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다(Fig. 2). 

3. 고농도 포도당이 XBP-1 Splicing에 미치는 효과

고농도 포도당이 소포체스트 스반응을 매개하는 IRE1 

신호 달체계의 활성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INS-1

세포를 30 mM 농도의 포도당에 배양하고 XBP-1의 

splicing이 유발되는지를 RT-PCR을 통해 확인하 다. 기

농도의 포도당 조건에서 XBP-1의 splicing은 미약하게 

일어났으나 30 mM 농도의 포도당에 배양 후 24시간에 

XBP-1의 splicing이 증가하 고 이후 XBP-1의 splicing의 

A
              

B

C

      

D

Fig. 1. Effect of high glucose concentration on insulin mRNA expression. A. Northern blot analysis of insulin expression 

in the presence of high glucose. INS-1 cells were incubated with 30 mM glucose for increasing lengths of time, and 

mRNAs of the insulin gene were examined. 18S rRNA levels were analyzed as an internal control. B. Data represents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 P < 0.01 and ** P < 0.001 compared to 0 h. C. Effect of chronic 

exposure to high glucose on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 (GSIS). INS-1 cells were incubated with 5 mM and 30 

mM glucose for 96 h, and then GSIS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ethods. * P < 0.01 compared to 5 mM glucose. 

D. INS-1 cells were treated with 30 mM glucose for increasing lengths of time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XTT 

assay.

A
        

B

Fig. 2. Effect of high glucose concentration on phosphorylation of eIF2α. A. Western blot analysis of phosphorylated eIF2

α in the presence of high glucose. INS-1 cells were incubated with 30 mM glucose for the indicated times. β-actin protein 

levels were analyzed as an internal control. B. Data represents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 

P < 0.01 and ** P < 0.001 compared to 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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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96시간까지 유지되었다(Fig. 3).  

4. 고농도 포도당이 CHOP 발 에 미치는 효과

다음으로 고농도 포도당이 소포체스트 스반응에 의한 

세포자멸사를 유발하는 CHOP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웨

스턴 블롯을 통해 확인하 다. CHOP의 단백 발  한 기

농도의 포도당 조건에서는 약하게 발 되었으나 30 mM 

농도의 포도당에 노출시킨 후 24시간째에 증가하여 96시간

까지 지속되었다(Fig. 4). 

5. ER Stress 유발이 인슐린유 자의 발 에 미치는 

효과

췌장베타세포에 소포체스트 스의 유발이 인슐린유 자

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소포체스트 스를 

유발하는 물질인 tunicamycin을 INS-1 세포에 처리하고 인

슐린 mRNA의 발 변화를 노던 블롯을 통해 알아보았다. 

INS-1 세포에 tunicamycin을 처리할 경우 XBP-1의 splicing

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소포체스트 스가 유발된 것을 확인

하 다. INS-1 세포에 tunicamycin을 처리할 경우 인슐린 

mRNA의 발 이 농도 의존 으로 히 감소하 다(Fig. 5). 

고    찰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당뇨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험

인자들이 췌장베타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를 유발함을 알 

수 있다11-14). Laybutt 등11)은 마우스의 인슐린종 세포주인 

MIN6 세포에 포화지방산인 palmitate를 처리할 경우 소포

체스트 스가 발생하여 췌장베타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

한다고 보고하 다. Oyadomari 등
12)은 과다한 산화질소가 

소포체 내의 칼슘을 고갈시켜 소포체스트 스가 유발하고 

CHOP의 발 을 유도함으로써 췌장베타세포의 자멸사가 일

어남을 보고 하 다. Cardozo 등
13)은 IL-1β와 IFN-γ와 같은 

1형 시토카인이 sacroendoplasmic reticulum pump Ca
2+ 

ATPase 2b (SERCA2b)의 발 을 감소시켜 소포체의 칼슘

A
           

B

Fig. 3. Effect of high glucose concentration on XBP-1 splicing. A. RT-PCR analysis of XBP-1 splicing in the presence 

of high glucose. INS-1 cells were incubated with 30 mM glucose for the indicated time and mRNA levels at each time 

point were assessed. β-actin mRNA levels were analyzed as an internal control. B. Data represents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 P < 0.01 and ** P < 0.001 compared to 0 h.

A
        

B

Fig. 4. Effect of high glucose concentration on CHOP expression. A. Western blot analysis of CHOP in the presence 

of high glucose. INS-1 cells were incubated with 30 mM glucose for the indicated times. B. Data represents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 P < 0.01 and ** P < 0.001 compared to 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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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갈시키고 소포체스트 스반응에 작용하는 IRE1α, 

PERK  CHOP의 발 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한, 

Wang 등
14)은 만성 인 고 당이 소포체스트 스를 일으키

고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c (SREBP 

-1c)를 활성화시켜 당지질독성이 유발됨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INS-1 세포에 고농도 포도당을 노출시킬 경

우 소포체스트 스 표지자인 eIF2α의 인산화, XBP-1 

splicing과 CHOP의 발 이 증가되는 것을 찰함으로써 고

농도 포도당이 베타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 고농도 포도당이 베타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

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는 기 으로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산화스트 스의 증가를 들 수 있다. Xue 등
15)의 연구에 의

하면 murine fibrosarcoma L929 세포에서 종양괴사인자-알

에 의해 활성 산소족(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축 되고 활성 산소족에 의존 으로 eIF2α인산화, ATF6, 

XBP-1 splicing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H2O2나 

arsenite에 의한 산화 스트 스에는 eIF2α 인산화만 유도됨

이 찰되어 각각의 산화 스트 스가 특이 으로 하부 소포

체스트 스 신호 달체계에 향을  수 있음을 보고하

다. 반 로 소포체스트 스가 산화스트 스를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Hsieh 등16)은 마우스 NIH3T3 세포에 소포

체스트 스를 유발하는 tunicamycin과 thapsigargin을 처리

하 을 때 산화스트 스가 유도 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tunicamycin을 사용하여 INS-1 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를 유발할 경우 인슐린유 자의 발 이 감소

되는 것을 확인하 는데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소포체스트

스가 인슐린유 자의 발 에 요한 향을 주는 기 으

로 IRE1의 활성화가 여함을 알 수 있다
17,18). Lipson 등17)

은 베타세포가 고농도 포도당에 만성 으로 노출될 경우 소

포체스트 스가 유발되고 IRE1의 활성화  인슐린유 자

의 발 이 억제됨을 증명함으로써 소포체스트 스 발생 시 

활성화된 IRE1 신호 달체계가 인슐린 생합성 조 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하 다. 한 Pirot 등
18)은 

소포체스트 스 유발 물질인 cyclopiazonic acid (CPA)를 

투여하고 인슐린유 자의 발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INS-1 세포에 CPA를 투여하 을 때 인슐린유 자의 사

활성(transcription)에는 향이 없지만 인슐린 mRNA의 안

정성(stability)이 감소하고 이와 동시에 XBP-1 splicing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으로써 소포체스트 스에 의한 인슐

린유 자의 발  감소에 IRE1/XBP-1 경로의 활성이 여

함을 보고하 다. IRE1/XBP-1 경로 이외에도 소포체 막 단

백질인 SREBP-1c가 소포체스트 스가 포도당-지질 독성을 

매개함이 보고되었다. Wang 등
14)의 연구를 살펴보면 INS-1 

세포를 고 당 조건에서 배양하 을 때 세포 내 지질이 축

되고 포도당 자극 인슐린분비의 감소, IRS2, Pdx 1 유

자 발  감소와 세포자멸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의 기

A 
                 

B

Fig. 5. Effect of tunicamycin on insulin mRNA expression. A. RT-PCR analysis of XBP-1 splicing in the presence of 

tunicamycin. INS-1 cells were incubated with  10 ug/mL of tunicamycin for 24 h. β-actin mRNA levels were analyzed 

as an internal control. B. Northern blot analysis of insulin mRNA expression in cells treated with tunicamycin. INS-1 cells 

were 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tunicamycin for 24 h. 18S rRNA levels were analyzed as an internal 

control. Data represents the means ± SE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lower panel). * P < 0.001 compared to 

un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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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소포체스트 스 증가가 지

질합성에 요한 사인자인 SREBP-1c가 소포체 막에서 

활성화되어 핵 내로 이동함으로써 지질 독성을 유발하기 때

문이라고 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비록 세포수 에서 증

명된 것이긴 하나 만성 인 고 당 상태는 소포체스트 스

를 유발하고 베타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가 유발되면 인슐

린 발 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소포체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개체를 보호하기 

해서 세포사멸 과정이 작동하여 손상된 세포를 제거 한다
2). 

이 과정은 C/EBP family에 속하는 C/EBP homologus 

protein (CHOP) 유 자의 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CHOP 

유 자의 사활성은 소포체스트 스반응 시 나타나는 상

의 신호 달체계인 PERK
19), ATF620)  Ire121)의 조 을 

받는다. CHOP-/- 세포는 소포체스트 스 유도 세포사멸에 

항 이며
22,23) CHOP 과발 은 세포사멸을 진한다12). 

Oyadomari 등9,24)은 Akita mouse를 통하여 이황화결합이 

되지 않은 구인슐린이 췌장베타세포의 소포체에 과부하되

면 소포체스트 스가 유발되고 CHOP의 발 이 유도되어 

세포자멸사가 일어남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INS-1 세

포를 고농도 포도당에 노출시켰을 때 CHOP의 발 은 증가

하 으나 자멸사에는 향이 없었다. 그러나 Mohanty 등
25)

의 연구에서 INS-1 세포를 33.3 mM 포도당에 4일간 배양

하 을 때 5.5 mM 포도당에서 배양하 을 때 보다 세포자

멸사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찰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장기간 고농도 포도당에 INS-1 세포를 노출시킬 경우 세

포자멸사가 일어나는지와 이때 세포자멸사가 소포체스트

스와의 상 성, 특히 CHOP과 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해 INS-1 세포에 고농도 포도당

을 노출시킬 경우 소포체스트 스가 유발되고 인슐린유 자

의 발 이 감소됨을 확인하 다. 한 INS-1세포에 소포체

스트 스를 증가시킬 경우 인슐린유 자의 발 을 감소시킴

을 확인하 다. 따라서 향후 동물실험을 통해 고 당이 췌

장 베타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를 증가시키는지를 확인하

고 어떠한 기 으로 소포체스트 스가 인슐린유 자의 발

감소  베타세포의 사멸 등에 향을 주는지에 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연구배경: 최근의 연구들은 췌장베타세포의 기능장애 유

발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에 소포체스트 스의 증가가 요

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까지 고 당에 

의한 포도당 독성이 췌장베타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를 유

발하는지와 소포체스트 스가 인슐린유 자의 발 에 미치

는 효과에 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

들은 고 당이 쥐의 인슐린종 세포 주에서 소포체스트 스

를 유발하는지와 소포체스트 스 유발이 인슐린유 자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방법: 쥐의 인슐린종 세포주인 INS-1 세포를 고농도 포

도당에 노출시켰을 떄 인슐린 발 과 포도당 자극 인슐린분

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 다. 고농도 포도당이 INS-1 세

포의 사멸에 미치는 향은 XTT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고농도 포도당이 INS-1 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를 유발하

는 지를 eIF2α의 인산화 정도와 CHOP의 발  변화를 웨스

턴 블롯을 통해 확인하고 XBP-1의 splicing을 역 사 합

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확인하 다. 소포체스트 스의 유발

이 인슐린유 자 발 에 미치는 향 알아보기 해 INS-1 

세포에 tunicamycin을 처리하고 인슐린 mRNA의 변화를 

노던 블롯을 통해 확인하 다.

결과: INS-1 세포에 고농도 포도당을 처리하 을 때 인

슐린 mRNA 발 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 으며 포도당 

자극에 의한 인슐린분비가 증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농도 

포도당의 노출에 의해 INS-1 세포의 생존력은 변화가 없었

다. INS-1 세포에 고농도 포도당을 처리하 을 때 eIF2α의 

인산화와 CHOP 단백질의 발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

가하 다. XBP-1의 splicing 한 고농도의 포도당에 의해 

증가하 다. INS-1 세포에 tunicamycin을 처리할 경우 인슐

린 mRNA 발 은 tunicamycin의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

다.  

결론: INS-1 세포가 고농도 포도당에 노출될 경우 소포

체스트 스가 유발되고 인슐린유 자의 발 이 감소하 다. 

INS-1 세포에 소포체스트 스를 증가시킬 경우 인슐린유

자의 발 이 감소하 다. 향후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소포

체스트 스의 발생기 과 소포체스트 스에 의한 인슐린유

자의 발  감소 기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Schröder M, Kaufman RJ: The mammalian unfolded 

protein response. Annu Rev Biochem 74:739-89, 2005

 2. Oyadomari S, Araki E, Mori M: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mediated apoptosis in pancreatic β-cell. Apoptosis 

7:335-45, 2002



김미경 외 11인 : INS-1 세포에서 소포체스트 스에 한 만성 고농도 포도당의 효과

119

 3. Mori K: Tripartitie management of unfolded proteins 

in the endoplasmic reticulum. Cell 101:451-4, 2000

 4. Kaufman RJ, Scheuner D, Schroder M, Shen X, Lee 

K, Liu CY, Arnold SM: The unfolded protein 

response in nutrient sensing and differentiation.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 3:411-21, 

2002

 5. Kenneth LB: Principles and practice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3rd ed. P 1296, Philadelphia, W.B. 

Sauders, 2001

 6. Dodson G, Steiner D: The role of assembly in 

insulin's biosynthesis. Curr Opin Struct Biol 8:189-94, 

1998

 7. Ozcan U, Cao Q, Yilmaz E, Lee AH, Iwakoshi NN, 

Ozdelen E, Tuncman G, Görgün C, Glimcher LH, 

Hotamisligil GS: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links 

obesity, insulin action, and type 2 diabetes. Science 

306:457-61, 2004

 8. Harding HP, Zeng H, Zhang Y, Jungries R, Chung P, 

Plesken H, Sabatini DD, Ron D: Diabetes mellitus 

and exocrine pancreatic dysfunction in Perk-/- mice 

reveals a role for translational control in secretory 

cell survival. Molecular Cell 7:1153-63, 2001

 9. Oyadomari S, Koizumi A, Takeda K, Gotoh T, Akira 

S, Araki E, Mori M: Targeted disruption of the Chop 

gene delays endoplasmic reticulum stress-mediated 

diabetes. J Clin Invest 109:525-32, 2002 

10. Park KG, Lee KM, Seo HY, Suh JH, Kim HS, Wang 

L, Won KC, Lee HW, Park JY, Lee KU, Kim JG, 

Kim BW, Choi HS, Lee IK: Glucotoxicity in the 

INS-1 rat insulinoma cell line is mediated by the 

orphan nuclear receptor small heterodimer partner. 

Diabetes 56:431-7, 2007

11. Laybutt DR, Preston AM, Akerfeldt MC, Kench JG, 

Busch AK, Biankin AV, Biden TJ: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contributes to beta cell apoptosis in 

type 2 diabetes. Diabetologia 50:752-63, 2007 

12. Oydomari S, Takeda K Takiguchi M, Gotoh T, 

Matsumoto M, Wada I, Akira S, Araki E, Mori M: 

Nitric oxide-induced apoptosis in pancreatic β cells is 

mediated by the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pathway. Proc Natl Acad Sci USA 98:10845-50, 2001

13. Cardozo AK, Ortis F, Storling JS, Feng YM, Rasschaert 

J, Tonnesen MT, Eylen FV, Mandrup-Poulsen T, 

Herchuelz A, Eizirik DL: Cytokines Downregulate the 

Sarcoendoplasmic Reticulum Pump Ca2ATPase 2b and 

Deplete Endoplasmic Reticulum Ca2, Leading to 

Induction of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in Pancreatic 

β-Cells. Diabetes 54:452-61, 2005

14. Wang H, Kouri G, Wolheim CB: ER stress and SREBP 

-1 activation are implicated in β-cell glucolipotoxicity. 

J Cell Sci 118:3905-15, 2005

15. Xue X, Piao JH, Nakajima A, Sakon-Komazawa S, 

Kojima Y, Mori K, Yagita H, Okumura K, Harding 

H, Nakano H: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 

alpha) induces the unfolded protein response (UPR) 

in a reactive oxygen species (ROS)-dependent fashion, 

and the UPR counteracts ROS accumulation by TNF 

alpha. J Biol Chem 280:33917-25, 2005 

16. Hsieh YH, Su IJ, Lei HY, Lai MD, Chang WW, 

Huang W: Differential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signaling pathways mediated by iNOS. Biochem 

Biophys Res Commun 359:643-8, 2007 

17. Lipson KL, Fonseca SG, Ishigaki S, Nguyen LX, Foss 

E, Bortell R, Rossini AA, Urano F: Regulation of 

insulin biosynthesis in pancreatic beta cells by an 

endoplasmic reticulum-resident protein kinase IRE1. 

Cell metabolism 4:245-54, 2006

18. Pirot P, Naamane N, Libert F, Magnusson NE, 

Orntoft TF, Cardozo AK, Eizirik DL: Global profiling 

of genes modified by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in 

pancreatic beta cells reveals the early degradation of 

insulin mRNAs. Diabetologia. 50:1006-14, 2007

19. Harding HP, Zhang Y, Bertolotti A, Zeng H, David 

R: Perk is essential for translational regulation and 

cell surival during the unfolded protein response. 

Molecular cell 5:897-904, 2000

20. Yoshida H, Okada T, Haze K, Yanagi H, Yura T, 

Negishi M, Mori K: ATF6 activated by proteolysis 

binds in the presence of NF-Y(CBF) directly to the 

cis-acting element responsible for the mammalian 

unfolded protein response.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20:6755-67, 2000

21. Wang XZ, Harding HP, Zhang Y, Jolicoeur EM, 



KOREAN DIABETES J 32:112~120, 2008

120

Kuroda M, Ron D: Cloning of mammalian Ire1 

reveals diversity in the ER stress response: EMBO 

19:5708-17, 1998

22. Zinszner H, Kuroda M, Wang X, Batchvarova N, 

Lightfoot RT, Remotti H, Stevens JL, Ron D: CHOP 

is implicated in programmed cell death in response to 

impaired function of the endoplasmic reticulum. 

Genes Dev 12:982-95, 1998

23. McCullough KD, Martindale JL, Klotz LO, Aw TY, 

Holbrook NJ: Gadd153 sensitizes cells to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by down-regulating Bcl2 and 

perturbing the cellular redox state. Mol Cell Biol 

21:1249-59, 2001

24. Araki E, Oyadomari S, Mori M: Impact of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pathway on pancreatic β-cells and 

diabetes mellitus. Exp Biol Med 228:1213-17, 2003

25. Mohanty S, Spinas GA, Maedler K, Zuellig RA, 

Lehmann R, Donath MY, Trüb T, Niessen M: 

Overexpression of IRS2 in isolated pancreatic islets 

causes proliferation and protects human beta-cells 

from hyperglycemia-induced apoptosis. Exp Cell Res. 

1:68-78,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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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