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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objective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GP)atHwando(GB30)inneuropathicpaininducedrats.
Methods : Neuropathicpaininratswasinducedbytibialandsuralnervetransection.Therat
subjectsweredividedinto6groups:normal(Nor,n＝5),control(Con,n＝5),neuropathic
pain-inducedinjectedatGB30with1㎎/㎏GP(GP-A,n＝5),5㎎/㎏GP(GP-B,n＝5)and
20㎎/㎏GP(GP-C,n＝5),andneuropathicpain-inducedinjectedwith1㎎/㎏Tramadol(Tramadol,n＝5).Injectionswereadministered2timesaweekforatotalof5treatments.After
eachtreatmentplantarwithdrawalresponsewasmeasuredandafterall5treatmentswere
completedc-fos,Bax,Bcl-2,mGlu5andleukocytesinthebloodwereanalyzed.
Results :
1.GroupsGP-A,GP-BandGP-Cshowedameaningfuldecreaseinthewithdrawalresponse
ofmechanicalallodyniacomparedtothecontrolgroup.
2.GroupsGP-A,GP-BandGP-Cshowedameaningfuldecreaseintheexpressionofc-fos
comparedtothecontrolgroup.
3.GroupsGP-AandGP-CshowedameaningfulincreaseintheexpressionofmGluR5comparedtothecontrolgroup.
4.GroupsGP-A,GP-BandGP-CshowedameaningfuldecreaseinBax/Bcl-2ratiocompared
tothecontrolgroup.
Conclusion : Theseresultssuggestthat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at
Hwando(GB30)coulddecreasemechanicalallodyniaandcouldhaveanalgesicandneuroprotectiveeffectsonthemodelofneuropathic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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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험 재료 및 방법

신경병리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체성감각신경
계(somatosensory system)의 병변이나 질병에 의해 발

1.재료

생하는 통증으로 다양한 질환이나 병변에 의해 발생되는

1)동물

증후군이다 . 임상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

본 실험은 실험 전 동신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승인

1)

는데, 특히 자발통(spontaneous pain), 이질통(allody-

번호 : 2014-05-08-02)의 승인을 거쳤다. 체중이 약

nia), 과통증(hyperalgesia)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2). 신

230~250 g의 Sprague Dawley계의 수컷 흰쥐를 항온항

경병리성 통증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난치성 통증으로 통

습 환경의 사육장(실내온도 24 ± 1 ℃, 습도 60 ± 5 %) 내

증 자체뿐만 아니라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야기하게 되어

에서 고형사료(동아원,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1

환자의 삶 전반에 걸쳐 질 저하를 초래할 수가 있다 . 정확

주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

한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신경병리성 통증의 특징

며, 실험기간 동안에도 물과 고형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

을 갖는 환자는 인구의 6.9~10 % 정도로 예상된다 .

도록 하였다.

3)

4)

한의학에서 痺證은 風寒濕의 邪氣가 血氣의 운행을 막
아 발생하며5), 疼痛, 麻木, 重着, 發熱, 屈伸不利, 關節腫

2)약침조제

脹 등의 증상을 포괄하는 증후군으로 신경병리성 통증은

동신대학교 부속 목포한방병원에서 구입한 秦艽(Gen-

tianae Macrophyllae Radix, 이하 G) 300 g을 증류수

痺證의 범주로 볼 수 있다 .
6)

藥鍼療法은 약침액을 經穴 또는 陽性反應點 (壓痛點, 阿

1,200 ㎖과 함께 3시간 동안 끓인 다음 원심분리기(Cen-

是穴)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新鍼療

tricon T-42K, Italy)로 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

法이다7). 신경병리성 통증에 대한 약침 연구로는 김 등8)의

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상등액은 rotary evaporator

威靈仙 藥鍼, 이 등 의 杜仲 藥鍼, 방 등 의 草烏 藥鍼, 이

(Buchi, Netheland)로 수분을 증발시켜 100 ㎖로 감압 농

등 의 蜂毒 藥鍼, 김 등 의 蜈蚣 藥鍼, 김 등 의 白屈菜

축하였으며, 농축된 약침액을 동결건조기(삼원주식회사)

9)

11)

10)

12)

13)

藥鍼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며, 모두 신경병리성 통증이 유

로 -70 ℃에서 동결건조시켜 최종 28.4 g을 얻었다. 이를

발된 흰쥐에 유의한 통증 억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소분하여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였으며, pH meter

秦艽(Gentianae Macrophyllae Radix)는 용담과(龍
膽科 : Gentianaceae)에 속한 多年生 本草인 秦艽와 麻

(ORION, U.S.A)로 각각 pH 7 산도를 조절하여 약침액으
로 조제한 후 냉장 보관하였다가 시술에 사용하였다.

花秦艽, 粗莖秦艽 혹은 小秦艽의 뿌리로 風濕痺痛을 치료
하는 要藥이다14). 秦艽에 관한 연구로는 조 등15)의 秦艽가
항염 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 등16)의 秦艽약침이 collagen
induced arthritis에 미치는 영향 등이 보고된 바 있다.

2.방법

絡風濕, 宣利腰髀氣滯하는 효능이 있어, 下肢의 痺證을 치

1)Tibial nerve와sural nerve의transection
(이하TST)에의한통증유발

료하는데 가장 多用되는 穴 중의 하나이다17,18).

흰쥐를 isoflurane 2.5 %로 도입, 마취 후 고관절 후측

環跳(GB30)는 足少陽膽經의 經穴로 通經活絡, 疏散經

이에 저자는 風濕痺痛의 要藥인 秦艽를 이용한 약침치

의 피부를 절개한 후 실체 줌 현미경을 사용하여 biceps

료가 신경병리성 통증에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femoris muscle 사이의 sciatic nerve을 찾아 tibial

되어, 신경병리성 통증이 유발된 흰쥐의 環跳穴에 秦艽약

nerve와 common peroneal nerve 및 sural nerve를 확

침을 주입하여 이질통에 대한 회피반응시간 및 자극 강도

인한 후 microforcep으로 주변조직 및 혈관으로부터 분리

의 변화, 중뇌에서 c-fos 발현, 척수에서 mGluR5, Bax

시겼다.

및 Bcl-2의 발현, Bax/Bcl-2 ratio의 변화, 혈액에서

이후 commonperonealnerve는 남겨두고, tibialnerve

Leukocyte 등 혈구의 변화를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

와 sural nerve는 현미경하에서 6.0 silk thread로 결찰한

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후 transection하였다. 절개된 부위는 kanamycin을 점
적하고 피부를 봉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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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분리

끼 혈청으로 30분 blocking한 후 각각 primary mouse

모두 30마리의 흰쥐는 정상군(Nor, n ＝ 5), TST로 통

monoclonal c-fos anti-body(1 : 40, Novocastra,

증을 유발시킨 후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Con, n ＝ 5),

United Kingdom)를 사용하였다. 1차 항체는 0.1 M PBS

양측 環跳(GB30) 부위에 Tramadol 1㎎/㎏을 주입한 시

에 2 % 토끼 혈청과 0.1 % sodium acid(Sigma, U.S.A)

술군(Tramadol, n ＝ 5), 環跳(GB30)에 秦艽약침을 농도

buffer로 100배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뇌 조직은 1차 항혈

별로 1 ㎎/㎏을 시행한 秦艽약침A군(GP-A, n ＝ 5), 5 ㎎

청에 4 ℃에서 지속적으로 흔들어 주면서 배양하였다. 그

/㎏을 시행한 秦艽약침B군(GP-B, n ＝ 5), 20 ㎎/㎏을 시

후 조직을 0.1 M PBS로 3회 세척한 다음 biotinylated

행한 秦艽약침C군(GP-C, n ＝ 5)으로 나누었다.

universal secondary antibody(Quick Kit :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U.S.A)를 실온에서 1시간 동

3)取穴및약침시술

안 반응시켰다. 0.1 M PBS로 3회 세척한 다음, 뇌 조직은

環跳(GB30)의 취혈은 hindlimb에서 femur의 greater

실온에서 1시간 동안 streptavidin peroxidase preformed

trochanter와 superior anterior iliac spine 사이 중간

complex(Quick Kit :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으로 취하였으며, 모두 인체에 상응하는 부위로 취하였다.

U.S.A)에 담갔다. 0.1 M PBS로 3회 세척한 다음 조직을 착

약침 시술은 통증 유발 3주 후부터 insulin syringe(31

색제로서 diaminobenzidine(DAB)을 사용하여 발현시키고,

G × 8 ㎜, BD, U.S.A)를 사용하여 시작하였으며, 1주일

0.1 M PB로 발색을 정지시켰다.

에 각각 2회씩 총 5회 시행되었다.

모든 처리를 거친 뇌 조직을 gelatine-coated slide에
고정하고 공기를 제거하면서 cover glass를 덮은 후 광학

4)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측정

현미경(Nikon, Japan)을 200배 확대하여 central gray

수술 후 3주부터 1주에 2회씩 dynamic plantar aes-

에서 c-Fos에 대한 immunoreactive 신경세포를 count-

thesiometer(UGO BASILE 37450, Italy)를 이용하여,
각각 이에 대한 withdrawal response를 망으로 된 cage
에 옮겨 5분간 안정시킨 후 관찰하였다.
Stimulator 자극에 의한 이질통 측정 방법은 0 g에서부

ing하였다.

7)Total RNA 분리및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이하RT-PCR)

터 50 g 강도까지 환측 발바닥 부위에 자극하여 발의

(1) Total RNA 분리

with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과 force inten-

Total RNA의 분리는 spinal cord 부위의 조직(20 ㎎)

sity를 얻었다.

을 500 ㎕ TRIZOL reagent(Gibco-BRL, U.S.A)로 균
질화하고 균질액에 대해 200 ㎕의 chloroform(Sigma,

5)혈액검사

U.S.A)을 가하여 15초 동안 흔들어 잘 혼합한 후 실온상태

채혈에 의하여 얻어진 혈액 중 약 100 ㎕를 EDTA-

에서 5분간 둔 후 세포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4 ℃,

bottle에 넣은 후 곧바로 Multispecies hematology

14,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로

analyser(950, Hemavet, U.S.A)에 주입하여 WBC,

얻어진 상층액과 500 ㎕의 isopropanol(Sigma, U.S.A)

neutrophils, lymphocytes, monocytes를 자동혈구측

을 첨가하여 실온상태에서 5분간 둔 후 RNA pellet을 얻

정기(HEMAVET 950, U.S.A)로 측정하였다.

기 위하여 4 ℃, 14,000 rpm에서 8분간 원심분리하고, 원

6)Immunohistochemistry

심분리로 분리된 pellet에 냉장 보관된 70 % ethanol과 함
께 DEPC를 넣고 4 ℃, 7,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모든 실험이 끝난 직후 흰쥐를 urethane(Sigma,

pellet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남은 ethanol은 실온에서

U.S.A)으로 마취시킨 후 0.9 % saline 200 ㎖에 이어

5분간 방치시켜 건조시킨 다음, DEPC-treated water에

phosphate buffer로 준비한 4 % formalin 용액(fixa-

녹여 spectrophotometer(Eppendorf, Germany)에서

tive) 800 ㎖로 심장을 통해 관류하였다. 고정이 끝난 쥐는

OD260 값을 읽어 RNA의 순도 및 농도를 정량하였다. 이

뇌를 꺼내 같은 고정액으로 24시간 경과 후 고정시키고,

들 spinal cord의 total RNA는 사용 시까지 -70 ℃에서

30 % sucrose가 함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보관하였다.

(PBS)에 넣어 4 ℃에서 하루 동안 보관하였다. 다음날 뇌
를 급속 냉동한 후 뇌 조직을 30 μm의 두께로 잘랐다.
뇌 조직을 초기에 0.1 M PBS에 3회 세척하였고, 2 % 토

(2) RT-PCR
분리된 total RNA 3 ㎍과 2.5 ㎕ Oligo(dT), 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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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water를 RT premix(Bi-oneer, Korea)에 넣어

하여, 비모수적 방법 중 Mann-Whitney U test를 시행

mastercycler gradient(Eppendorf, Germany)를 이용

하여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였다. 전체 실험

하여 20 ㎕ cDNA를 합성하여 PCR 증폭을 위한 tem-

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신뢰구간 p ＜ 0.05에서 의미를 부

plate로 사용하였다. 이때 housekeeping 유전자인 glyc-

여하였다.

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GAPDH)
(sense primer : 5'-ACTCCATCACCATCTTCCAG-3',
antisense primer : 5'-CCTGCTTTCACCACCTCCTTG3')를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Reverse tran-

Ⅲ. 실험 결과

scription temperature cycle은 42 ℃에서 1시간 동안
cDNA synthesis, 94 ℃에서 5분 동안 denature 그리고
4 ℃에서 5분 동안 cooling시키는 단계를 거쳤다. Bax,
Bcl-2, mGluR5 유전자에 대한 흰쥐의 특이 primer는
PCR-pre-mix kit(Bioneer, Korea)를 사용하였다. Po-

1.Plantar withdrawal response로측정한
analgesia 효과

lymerase chain reaction은 cDNA 2 ㎕, sense primer

環跳(GB30)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

1 ㎕, antisense primer 1 ㎕, DEPC-treated water를

ropathic pain 흰쥐의 통증억제 미치는 영향을 plantar

PCR premix(Bioneer, Korea)에 넣었다. PCR temper-

with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 force inten-

ature cycle은 cDNA의 증폭을 위하여 95 ℃에서 300초

sity에 대하여 시술 횟수 및 군 간으로 비교 관찰하였다.

동안 pre-denaturation, 94 ℃에서 40초 동안 melting,
55 ℃에서 40초 동안 annealing, 72 ℃에서 90초 동안

1)시술횟수별Reaction time 변화

extension하는 과정을 30회 반복 수행하고 마지막 cycle

環跳(GB30)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

에서 72 ℃에서 600초 동안 extension 단계를 거쳐 Bax

ropathic pain 흰쥐의 reaction time 변화에서 1회에서

유 전 자 증 폭 을 primer(senseprimer : 5'-CATCTT-

5회까지 시술 횟수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CTTCCAGATGGTGA-3', antisense primer : 5'-GTTTCATCCAGGATCGAGCAG-3'), Bcl-2 유전자증폭

(1) 1회 시술

을 primer(senseprimer : 5'-CGGTTCAGGTAC-TC-

1회 시술 후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6.3 ±

AGTCAT-3', antisense primer : 5'-ACTTTGCACA-

0.36 Sec, 대조군은 3.3 ± 0.33 Sec, Tramadol군은

GATGTCCAGT-3'), mGluR5 유전자증폭을 primer

3.5 ± 0.42 Sec, 秦艽약침A군은 4.1 ± 0.36 Sec, 秦艽

(senseprimer : 5'-TCCAATCTGCTCCTCC TACC-3',

약침B군은 4.2 ± 0.32 Sec, 秦艽약침C군은 4.0 ± 0.42

antisense primer : 5'-CAACGATGAAGAACTCT GC

Sec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B군이 유의

G-3')를 이용하여 Mastercycler gradient(Eppendorf,

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B

Germany)에서 시행하였다.

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증폭된 Bax, Bcl2, mGluR5의 DNA를 ethidium bromide(EtBr, 10 ㎎/㎖)를 포함한 1.5 % agarose

(2) 2회 시술

gel상에서 0.5x TBE buffer(80 mM Tris-HCL, 80

2회 시술 후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6.9 ±

mM boric acid, 2 mM EDTA, pH 8.3)로 70 V에서 전

0.58 Sec, 대조군은 3.0 ± 0.30 Sec, Tramadol군은 3.7

기 영동시켜 관찰한 후 Image Station(Kodak, U.S.A)을

± 0.16 Sec, 秦艽약침A군은 4.0 ± 0.25 Sec, 秦艽약침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Kodak MI Software(Kodak,

B군은 4.2 ± 0.15 Sec, 秦艽약침C군은 4.6 ± 0.23 Se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B군과 秦艽약침
C군 이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통계처리

(3) 3회 시술

실험 성적은 평균값과 표준오차 (mean ± S.E.)로 표시

3회 시술 후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7.4 ±

하였으며, Window용 SPSS(version 21, SPSS)를 이용

0.71 Sec, 대조군은 3.2 ± 0.23 Sec, Tramadol군은 3.4

4 http://dx.doi.org/10.13045/acupunct.201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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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 Sec, 秦艽약침A군은 4.4 ± 0.45 Sec, 秦艽약침

B군은 5.0 ± 0.35 Sec, 秦艽약침C군은 5.2 ± 0.32 Sec

B군은 4.2 ± 0.31 Sec, 秦艽약침C군은 4.6 ± 0.57 Sec

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Tramadol군, 秦艽약침

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 秦艽약침

A군, 秦艽약침B군, 秦艽약침C군 모두는 유의한 증가를 나

B군,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Tra-

타내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B군, 秦艽약침

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않았다.
(4) 4회 시술

2)Reaction time에대한시술횟수및혈위
군간비교

4회 시술 후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6.2 ±

環跳(GB30)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

0.54 Sec, 대조군은 3.1 ± 0.17 Sec, Tramadol군은 3.8

ropathic pain 흰쥐의 reaction time 변화를 시술 횟수

± 0.47 Sec, 秦艽약침A군은 4.7 ± 0.22 Sec, 秦艽약침

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1회째~5

B군은 4.5 ± 0.15 Sec, 秦艽약침C군은 4.9 ± 0.38 Sec

회째까지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대조군에 비하

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Tramadol군, 秦艽약침

여 Tramadol군은 4회째와 5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

A군, 秦艽약침B군,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

었고, 秦艽약침A군은 3회째~5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

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 秦艽약침C군

내었고, 秦艽약침B군은 1회째~5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

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타내었고, 秦艽약침C군은 2회째~5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은 4회째

(5) 5회 시술

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秦艽약침B군은 1회째와 5

5회 시술 후 reaction time 변화에서 정상군은 6.2 ±

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秦艽약침C군은 4회째

0.13 Sec, 대조군은 3.0 ± 0.15 Sec, Tramadol군은 4.0

와 5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1).

± 0.27 Sec, 秦艽약침A군은 4.5 ± 0.20 Sec, 秦艽약침

Fig.1.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onthereactiontimeofplantarwithdrawalresponseatallgroupsinneuropathicpaininducedrats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 ＜ 0.05, **: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 p ＜ 0.01 compared with Tramad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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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술횟수별Force intensity 변화

± 1.60 g, 秦艽약침A군은 25.8 ± 2.01 g, 秦艽약침B군

환도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ropathic

은 28.0 ± 1.55 g, 秦艽약침C군은 28.8 ± 0.95 g을 나타

pain 흰쥐의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1회에서 5회까지

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B군, 秦艽약침C군은 유

시술 횟수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
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 1회 시술
1회 시술 후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5.7 ±
1.21 g, 대조군은 19.3 ± 1.36 g, Tramadol군은 21.3

4)Force intensity에대한시술횟수및군
간비교

± 1.54 g, 秦艽약침A군은 23.1 ± 1.36 g, 秦艽약침B군

環跳(GB30)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

은 23.1 ± 0.99 g, 秦艽약침C군은 22.5 ± 1.26 g을 나타

ropathic pain 흰쥐의 Force intensity 변화를 시술 횟수

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

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1회째~5

내지 않았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군은 유의한

회째까지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대조군에 비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 秦艽약침A군은 3회째와 4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
었고, 秦艽약침B군은 3회째, 5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

(2) 2회 시술

내었고, 秦艽약침C군은 3회째~5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

2회 시술 후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8.2 ±

타내었다(Fig. 2).

1.85 g, 대조군은 18.9 ± 1.20 g, Tramadol군은 22.2
± 1.28 g, 秦艽약침A군은 22.3 ±2 .49 g, 秦艽약침B군
은 23.3 ± 1.71 g, 秦艽약침C군은 24.3 ± 2.12 g을 나타
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각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c-fos 발현에미치는효과
環跳(GB30)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ropathic pain 흰쥐의 c-fos 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10.8 ± 2.6 (activity index), 대조

(3) 3회 시술

군은 37.2 ± 3.9 (activity index), Tramadol군은 13.6 ±

3회 시술 후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9.3 ±

0.9 (activity index), 秦 艽 약 침A군 은 13.6 ± 0.9

2.20 g, 대조군은 20.1 ± 0.79 g, Tramadol군은 22.9

(activity index), 秦艽약침B군은 15.4 ± 3.4 (activity

± 1.64 g, 秦艽약침A군은 24.7 ± 1.67 g, 秦艽약침B군

index), 秦艽약침C군은 14.4 ± 1.8(activity index)를 나

은 23.3 ± 0.80 g, 秦艽약침C군은 25.7 ± 2.10 g을 나타

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Tramadol군, 秦艽약침A군,

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 秦艽약침B군, 秦

秦艽약침B군은, 秦艽약침C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艽약침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Tramadol군에

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군은 유의한 차이를

비하여 秦艽약침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Fig. 3, 4).

(4) 4회 시술
4회 시술 후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4.8 ±
1.16 g, 대조군은 19.7 ± 1.66 g, Tramadol군은 23.5

3.Bax,Bcl-2,mGlu5발현에미치는효과

± 1.35 g, 秦艽약침A군은 25.2 ± 0.47 g, 秦艽약침B군

1)Bax 변화

은 25.4 ± 2.07 g, 秦艽약침C군은 27.3 ± 1.78 g을 나타

環跳(GB30)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

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 秦艽약침C군은 유

ropathic pain 흰쥐의 Bax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

108.0 ± 1.9 (*1000 OD), 대조군은 137.4±1.8 (*1000

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OD), Tramadol군은 113.8 ± 1.8 (*1000 OD), 秦艽약침
A군은 136.2 ± 2.1 (*1000 OD), 秦艽약침B군은 112.6 ±

(5) 5회 시술

2.1 (*1000 OD), 秦艽약침C군은 124.0 ± 1.0 (*1000

5회 시술 후 force intensity 변화에서 정상군은 35.7 ±

OD)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Tramadol군, 秦艽

0.78 g, 대조군은 20.6 ± 0.98 g, Tramadol군은 24.6

약침B군과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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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ontheforceintensityofplantarwithdrawalresponseatallgroupsinneuropathicpaininducedrats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 ＜ 0.05, **: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3.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onthec-fosactivityatallgroupsinneuropathicpaininducedrats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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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onthec-fosactivityatallgroupsinneuropathicpaininducedrats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 秦艽약침C군은 유

OD), Tramadol군은 123.8 ± 1.0 (*1000 OD), 秦艽약침

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5).

A군은 116.2 ± 1.1 (*1000 OD), 秦艽약침B군은 115.6
± 2.0 (*1000 OD), 秦艽약침C군은 122.1 ± 0.5 (*1000

2)Bcl-2변화

OD)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Tramadol군, 秦艽

環跳(GB30)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

약침A군,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Tra-

ropathic pain 흰쥐의 Bcl-2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상군

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 秦艽약침B군은 유의한

은 118.4 ± 1.7 (*1000 OD), 대조군은 109.8 ± 0.6 (*1000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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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bp

Fig.5.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ontheBaxlevelinneuropathicpaininducedrats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1
compared with Tramadol group.

186bp

Fig.6.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ontheBcl-2levelinneuropathicpaininducedrats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 p ＜ 0.01 compared with Tramad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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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ax/Bcl-2ratio 변화
環跳(GB30)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

4.혈액leukocytes에미치는효과

ropathic pain 흰쥐의 Bax/Bcl-2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

환도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ropathic

상군은 0.91 ± 0.03(Index), 대조군은 1.25 ± 0.01(Index),

pain 흰쥐의 혈액 CBC 중 leukocytes 변화에 미치는 영

Tramadol군은 0.92 ± 0.02(Index), 秦艽약침A군은

향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Tramadol군, 秦艽약

1.17 ± 0.02(Index), 秦艽약침B군은 0.97 ± 0.02(Index),

침A군, 秦艽약침B군,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차이는 나타

秦艽약침C군은 1.02 ± 0.01(Index)를 나타내었다. 대조

나지 않았으며, 각 지표별로 상승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군에 비하여 Tramadol군, 秦艽약침A군, 秦艽약침B군,

(Table 1).

秦艽약침C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Tramadol
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7).

4)mGluR5변화

Ⅳ. 고찰

환도에 시술된 秦艽약침이 TST로 유발된 neuropathic
pain 흰쥐의 mGluR5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침해성 통증(nociceptive pain)은 조직 손상의 위험이

127.4 ± 2.1(*1000 OD), 대조군은 118.3 ± 1.9(*1000

나 실질적인 조직 손상에 대한 경고성 감각으로 우리 몸을

OD), Tramadol군은 124.6 ± 2.0(*1000 OD), 秦艽약침

보호하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

A군은 132.1 ± 2.1(*1000 OD),秦艽약침B군은 110.1 ±

이다. 진통제 치료에 잘 반응하며 유해 자극이 제거되거나

1.6(*1000 OD), 秦艽약침C군은 134.3 ± 2.4(*1000 OD)

조직 손상이 치유되면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19,20). 반면 신

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과 秦艽약침

경병리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체성감각신경계의

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秦艽약침B군은 유의한

병변이나 질병에 의해 감각정보 입력이 비정상적으로 진행

감소를 나타내었다.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B군

되어 발생된다. 대체로 본래 손상된 신경 부위가 치유된 이

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8).

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며, 현재 약물치료로는 치료가 힘

Fig.7.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ontheBax/Bcl-2ratioinneuropathicpaininducedrats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 ##: p ＜ 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1
compared with Tramad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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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Effectsof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onthemGluR5levelinneuropathicpaininducedrats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 #: p ＜ 0.05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1
compared with Tramadol group.

Table 1. ChangesonthebloodWBC,Neutrophils,LymphocytesandMonocytescontentsafterGentianaeMacrophyllaeRadix pharmacopunctureinneuropathicpaininducedrats
WBC
(K/uL)

Neutrophils
(K/uL)

Lymphocytes
(K/uL)

Monocytes
(K/uL)

Nor

3.41 ± 0.22

0.97 ± 0.05

2.27 ± 0.18

0.16 ± 0.02

Con

3.66 ± 0.78

0.95 ± 0.23

2.61 ± 0.53

0.15 ± 0.03

Tramadol

4.27 ± 0.74

0.85 ± 0.16

3.22 ± 0.56

0.19 ± 0.03

GP-A

4.20 ± 0.81

1.18 ± 0.17

2.78 ± 0.61

0.23 ± 0.06

GP-B

4.91 ± 0.86

1.62 ± 0.26

3.09 ± 0.57

0.18 ± 0.04

GP-C

5.00 ± 0.37

1.42 ± 0.14

3.38 ± 0.31

0.17 ± 0.04

Group

Nor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 : no treatment with TST.
Tramadol : TST and Tramadol 1 mg/kg at GB30.
GP-A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1 mg/kg at GB30.
GP-B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5 mg/kg at GB30.
GP-C : TST and Gentianae Macrophyllae Radix pharmacopuncture 20 mg/kg at GB30.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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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병변으로 기인하는 지각장애와 유사하다고 말하였다.

들어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19).
신경병리성 통증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알코올

藥鍼療法은 약침액을 經穴 또는 陽性反應點(壓痛點, 阿

성 다발성 신경병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방사선 손상, 삼

是穴)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방법으

차신경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종양, 다발성신경근염, 뇌

로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新鍼療法이다7). 침구요

졸중 후 중추성 통증, 척수 손상, 다발성경화증, 외상이나

법은 經絡論을 바탕으로 하고 약물요법은 氣味論을 바탕

수술 후 통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으로 하는데 약침요법의 경우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

21)

임상적 증상은 유발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들과 유

어 둘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치료요법이다. 약침요

발 자극 없이 나타나는 증상들로 나눌 수 있다. 유발 자극

법은 그 적응증이 광범위하며, 시술 방법이 비교적 간편하

에 의한 증상은 보통의 통증 자극에 대해 낮아진 역치나 과

고, 약을 복용하기 힘든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도한 통증을 보이는 통각과민(hyperalgesia)과 보통 통증

있어 현재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연구도 활발히 이

을 느껴야 하지 않는 자극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는 이질통

루어지고 있다28).

(allodynia)이 대표적이다. 유발 자극 없이 나타나는 증상

環跳(GB30)는 通經活絡, 疏散經絡風濕, 宣利腰髀氣滯

은 쑤시는 듯한 통증, 전격통, 화끈거리거는 통증 등으로

하는 효능이 있는 足少陽膽經의 穴이다17). 痺證을 치료하

표현되는 자발통증(spontaneous pain)과 감각저하(hy-

는데 多用되는 穴로 특히 좌골신경통 및 하지부 질환에 중

poesthesia), 무감각(anesthesia)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요하게 사용된다18,29). 足太陽膀胱經과의 交會穴로 두 經絡

이상감각(dysesthesia)은 불유쾌한 비정상적인 감각으로

의 유주 부위를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坐骨神

유발 자극의 유무 상태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

經痛, 腰股疼痛, 腰脚痛, 脚氣, 膝痛, 風濕關節痛, 半身不

이다22).

遂, 下肢痿痺, 麻木偏癱, 偏身痿病, 小兒麻痺 등에 활용된

현재 서양의학에서는 약물치료 위주로 아편유사제(opi-

다17,29).

oids), 삼환계 항우울제(trycycli-c antidepressants),

秦艽(Gentianae Macrophyllae Radix)의 性은 微寒

항경련제(anticonvulsa-nts),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약

하고, 味는 苦辛하며, 胃·肝·膽經에 귀경한다. 秦艽는

(NSAIDs)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한

祛風濕, 止痺痛, 淸虛熱, 淸濕熱하는 효능이 있어 風濕痺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

痛, 筋脈拘攣, 骨節痠痛, 日晡潮熱 등을 치료하고, 성질이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燥하지 않아 風藥 중의 潤劑이며 發散藥 중의 補劑가 된다.

19)

신경병리성 통증의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동물 모

특히 風濕을 제거하고 經絡을 宣通하게 하여 止痛하게 하

델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기계적인 말초신경 손상을 이용

며, 蒸熱을 退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風濕痺痛과 骨蒸潮熱

한 동물 모델로는 Bennett 등 의 chronic constriction

을 치료하는 要藥이 된다14).

23)

injury(CCI) 모델, Seltzer 등24)의 Partial sciatic nerve

서양의학에서 tramadol은 신경병리성 통증치료에 일차

ligation(PSL) 모델, Kim 등25)의 Spinal nerve liga-

혹은 이차 약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로21) 아편제로서 약

tion(SNL) 모델, Lee 등26)의 TST 모델이 있다. 본 실험에

한 μ-opioid 수용체의 작용제이며, serotonin과 nora-

서는 신경병리성 통증의 증상을 비교적 쉽고 일정하게 재

drenaline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진통제이면

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TST 모델을 사용하였다 .

서 또한 항우울제로서 고려되기도 한다30). 본 실험에서는

27)

한의학적으로 통증은《素問·擧痛論》에서“經脈流行
5)

不止, 環周不休, 寒氣入經而稽遲, 泣而不行, 客於脈外則

tramadol(1 ㎎/㎏)을 투여한 Tramadol군을 추가로 관찰
하여 秦艽약침군과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血少, 客於脈中則氣不通, 故卒然而痛”
이라 하여 통증의

이에 본 연구는 環跳(GB30)에 秦艽약침이 신경병리성

원인을 경맥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통증 유발 흰쥐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

인식하였다. 신경병리성 통증은 痺證의 범주로 인식할 수

군(Nor)과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통증을

있는데, 痺證에 대하여
《素問·痺論》에서는“風寒濕三氣

유발시킨 후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Con), 양측 環跳

雜至, 合而爲痺也. 其風氣勝者爲行痺, 寒氣勝者爲痛痺,

(GB30) 부위에 tramadol 1 ㎎/㎏ 시술군 (Tramadol), 秦

5)

濕氣勝者爲著痺也.”
라 하여 風寒濕의 邪氣에 의해 痺證이

艽약침을 농도별로 1 ㎎/㎏을 시행한 秦艽약침A군(GP-

발생한다고 말하였고, 김 등6)은 痺證을 疼痛, 麻木, 重着,

A), 5 ㎎/㎏을 시행한 秦艽약침B군(GP-B), 20 ㎎/㎏을

發熱, 屈伸不利, 關節腫脹 등의 증상을 포괄하는 증후군

시행한 秦艽약침C군(GP-C)으로 나누어 dynamic plan-

으로 서양의학적으로는 뇌와 척수의 감각신경의 영역과 신

tar aesthesiometer를 이용하여 이질통에 대한 회피반응

경전달로의 장애, 말초신경의 손상이나 맥관계의 병변, 근

시간 및 자극 강도의 변화, 중뇌에서 c-fos 발현, 척수에서

12 http://dx.doi.org/10.13045/acupunct.201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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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uR5, Bax 및 Bcl-2의 발현, Bax/Bcl-2 ratio의 변

자멸사를 유도한다. Bcl-2는 Bax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

화, 혈액에서 leukocyte 등 혈구의 변화를 관찰하여 유의

하는 대표적인 단백질로서 사립체 막에서의 Bax 단백질의

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소중합체형성을 억제하여 Bax 단백질의 작용을 방해하고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는 시간에 따라 일

궁극적으로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여 세포생존을 촉진하게

정하게 증가하는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로

된다35). 본 실험에서는 Bax 발현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

von frey filament와 함께 신경병리성 통증의 기계적 이

여 秦艽약침B군과 秦艽약침C군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질통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 본 실험에서 dy-

었다. Bcl-2의 발현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

namic plantar aesthesiometer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약침A군과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이질통을 유발시켜 그 회피반응의 reaction time과 force

Bax/Bcl-2 ratio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

intensity를 관찰한 결과, 회피반응의 reaction time에

군, 秦艽약침B군, 秦艽약침C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은 3회째~5회째, 秦

내었다. Bax/Bcl-2 ratio 감소에 있어서 秦艽약침B군이

31)

艽약침B군은 1회째~5회째, 秦艽약침C군은 2회째~5회째

가장 큰 효과를 보여 용량의존적인 경향은 없었으나, 모든

에 유의한 증가를 각각 나타내었으며, force intensity에

秦艽약침군에서 Bax/Bcl-2 ratio 감소를 보였고, 이는 秦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은 3회째와 4회째,

艽약침이 신경병리성 통증 모델에서 신경 손상 부위의 세

秦艽약침B군은 3회째와 5회째, 秦艽약침C군은 3회째~5

포자멸사를 억제하여 신경세포 손상 부위의 손실을 줄이

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각각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물리

고, 세포 생존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가능

적 이질통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저농도군인 秦艽약침A군

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에서도 나타났으며, 대체로 고농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

Glutamate는 중추신경계에 분포하는 주요한 흥분성 신

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秦艽약침이 신경병리성 통증이

경전달 물질로 inotropic glutamate receptors(iGluR)

유발된 흰쥐의 낮아진 역치를 높여줌으로써 회피반응의 감

와 metabotropic glutamate receptors(mGluR) 두 개

소를 나타낸 것으로, 秦艽약침이 신경병리성 통증 모델의

의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36). 이 중 mGluR 수용체의 하나

유발된 이질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는 용

인 mGluR5는 신경전구세포의 증식, 생존, 분화와 밀접한

량의존적(dose-dependent)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것

관계로 신경세포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37), 산소 결핍이

으로 사료된다.

나 nitricoxide 독성에 대한 신경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c-Fos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 신경세포에서 빠르고 일시

알려져 있다38). 본 실험에서 mGluR5의 발현 변화를 관찰

적으로 발현되어 c-Fos 단백의 생성을 코딩하게 되는 조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과 秦艽약침C에서

기발현유전자로 Hunt 의 발표 이후로 물리적·화학적·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秦艽약침A군과 C군에서

32)

열 자극 등의 다양한 유해 자극에 의해 뇌와 척수에 c-Fos

는 秦艽약침이 신경병리성 통증 모델에서 신경보호 및 신

발현이 일어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33). 현재 c-

경 손상 부위의 신경조직형성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

Fos 발현은 통증에 대한 신경세포의 반응을 파악하는 유용

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척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 본 실험에서는 뇌 중심
34)

혈액 CBC 중 WBC, neutrophils, lymphocytes, mono-

회백질 부위에서의 c-Fos 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

cytes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유

찰하였는데,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 秦艽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秦艽약침군에

약침B군, 秦艽약침C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秦

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 秦艽약침의 효과가 면역반응

艽약침군 중 秦艽약침A군이 c-fos 단백 발현 감소에 가장

의 항진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좋은 효과를 보여 용량의존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강 등3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이나, WBC

모든 秦艽약침군에서 c-fos 단백 발현이 현저한 감소를 보

의 감소로 소염 효과를 가져온 기존의 신경병리성 통증 관

였다는 점에서 秦艽약침이 신경병리성 통증 감소에 효과

련 약침 연구9,11,12)와는 다른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ax 단백질은 발생 과정 중 신경세포의 사멸, 림프계 및

본 연구에서는 秦艽약침군과 tramadol을 투여한 군의

생식기관의 항상성 유지, 종양 억제, DNA 손상에 이은 세

치료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tramadol은 보통 성인에게 1

포사, 허혈-재관류 손상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회에 50~100 ㎎ 정맥 주사 혹은 근육 주사하게 된다40). 본

다. Bax 단밸질은 주로 세포질에 존재하지만 DNA 손상

연구에서는 60 ㎏ 성인의 1회 투여량을 60 ㎎으로 계산하

등 스트레스가 전해지면 사립체 외막으로 이동하여 세포

여 秦艽약침A군과 같은 1 ㎎/㎏의 용량을 투여하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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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회피반응의 reaction time에 있어

가를 나타내었다.

서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A군은 4회째, 秦艽약
침B군은 1회째와 5회째, 秦艽약침C군은 4회째와 5회째에

2. c-Fos 단백 발현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회피반응의 force intensity 변화

艽약침A군, 秦艽약침B군, 秦艽약침C군 모두 유의한

에 있어서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침군이 유의한 차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秦艽약침군은 모두 대조군에 비하
여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면 Tramadol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Bax/Bcl-2

3. Bax 발현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침B군과
秦艽약침C군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ratio 변화를 관찰한 결과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약
침A군과 C군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c-fos 단백 발현에

4. Bcl-2의 발현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

있어서 Tramadol군과 秦艽약침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艽약침A군과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

지 않았고, mGluR5 발현은 Tramadol군에 비하여 秦艽

내었다.

약침B군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Tramadol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秦艽약

5. Bax/Bcl-2 ratio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艽약

침A군과 C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보여 Tra-

침A군, 秦艽약침B군, 秦艽약침C군 모두 유의한 감소

madol군과 秦艽약침군 간의 효과 비교가 어려웠다. 위의

를 나타내었다.

결과로 볼 때 秦艽약침군이 Tramadol군보다 물리적 이질
통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고, Bax/Bcl-2 ratio 변화에

6. mGluR5의 발현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하여 秦

있어서 Tramadol군이 秦艽약침군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艽약침A군과 秦艽약침C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

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 Tramadol군은

었다.

秦艽약침A군과 같은 저용량(1 ㎎/㎏)만이 투여되어서 秦
艽약침과 tramadol의 투여 용량, 간격, 횟수 등에 따른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경병리성 통증 흰쥐 모델
에 環跳(GB30) 秦艽약침이 물리적 이질통에 의한 회피반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環跳(GB30) 秦艽약
침이 신경병리성 통증이 유발된 흰쥐 모델에 대해 통증 억
제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신경보호 및 형성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응과 c-Fos 단백 발현, Bax/Bcl-2 ratio에 있어 모든 秦
艽약침군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mGluR5 발현에 秦艽
약침A군과 C군이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 秦艽약침이 신경병리성 통증 억제의 효과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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