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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Crohn's disease (CD) is characterized by a chronic relapsing inflammation of the bowel in 

which proinflammatory cytokines play an important perpetuating role. 

Methods :  Mice (preventive animal model of gliotoxin) were treated with 5 % 2,4,6-trinitrobenzenesulfonic 

acid (TNBS) at day 1 and day 7. To investigate preventive effects of acupuncture with Gujin at LI11, 

acupuncture was carried out at day -1, day 1, day 3. And, to investigate therapeutic effects, acupuncture with 

Gujin was carried out at day 3, day 5, day 7. For the data analysis, we checked weight and width of colon, 

diarrhea, edema, survival rate, changes of body weight, and myeloperoxygenase (MPO) activity. For analysing 

protein expression, we carried out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nd Western blot and we analyzed mRNA 

expression by RT-PCR.

Results :  Colon of TNBS treated mice was erosive and shortening compared with the colon of control mice 

and induced damages of colon epithelial cell layer and induced infiltration of immune cells in all layer of 

colon. Acupuncture of gujin at LI11 in preventive mode suppressed macorscopic damages such as erosive and 

shortening of colon by TNBS and damages of intestinal epithelial cells and infiltration of immune cells in the 

colon. The average weight of 5 cm distal colon was increased in TNBS treated mice (758㎍) compared with 

in control mice (112㎍) and width of distal colon was also increased in TNBS treated mice (4.9mm) compared 

with in control mice (1.3㎜). Acupuncture with Gujin at LI11 in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e suppressed 

increase of colon weight and width by TNBS. TNBS induced edema of colon and diarrhea and Acupunctured 

with Gujin at LI11 in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e ameliorated these symptom by TNBS. 

In preventive and therapeutic mode, the effects of acupuncture with Gujin at LI11 were increasing the 

motility, suppressing body weight decreasing, suppressing MPO activity, reducing expressing of TNF-α, 

IL-1b, and ICAM-1 in colon compared with that by TNBS

Conclusions :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cupuncture with Gujin at LI11 represents a potential therapeutic 

method of Croh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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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 에 침범한 염증성 

병변으로 설사, 변, 체 감소 등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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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질환으로 만성 으로 지속되면 폐

색, 천공, 출  는 장암 등 각종 합병증을 

래하기도 한다1-3). 염증성 장질환은 비특

이  궤양성 장염과 Chrohn氏 병으로 구

분되고 있다
4-6)
. 

한의학에서 장염의 일종인 Chrohn氏 

병은 泄瀉, 下痢, 腸澼의 범주에 속하며, 

식세포나 T-세포 등 활성화된 단핵구 등이 

Chrohn氏 병의 병리과정 , 장 막의 항상

성의 붕괴를 야기하는 cytokines 생성과 세

포 부착 인자들의 발 에 요하게 작용한

다고 한다7-9). Chrohn氏 병의 동물모델 의 

하나인 2,4,6-trinitrobenzenesulfonic acid 

(TNB S) 유도 장염에서 염증 유도 매개

물질로 알려진 TNF-α, IL-1β,  ICAM-1 

등의 발 의 증가는 염증성 장질환의 염증

상태의 유도  유지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3).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인 Chrohn氏 병과 

궤양성 장염 환자의 장 조직  만성 

장염 동물모델의 장 조직에서 NF-κB의 활

성이 크게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1

4)
.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NF-κB의 

antisense 올리고뉴클 오티드는 NF-κB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만성 염증성 장 질환

을 히 억제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14)
. 

그러므로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를 

한 요한 지표로써 NF-κB의 경로를 조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만성 장염의 한의학  치료에는 침구요

법과 약물요법 등이 주로 응용되고 있으며, 

임상 으로는 궤양성 장염  만성 장

염 환자에 한 애구요법과 만성 장염 환

자에 한 족삼리와 원의 침구요법이 치

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6-18)
.

구진은 애융을 연소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물질
19)

로, 西谷郁子는 구진에 의하여 疣贅治

驗을 보고
20)

하 고, 한 시구를 했을 때 시

구피부의 과산화지질을 하하는 작용은 애

구의 온열작용이 아니라 구진에 의한 것임

을 보고하 다
21)
. 안 등

19,22)
은 구진이 면역세

포와 뇌신경세포에서 iNOS 합성을 억제한

다고 보고하 다. 

曲池(LI11)는 手陽明大腸經의 合穴로서 腸

胃의 濕熱을 淸泄시키는 효과가 있어 腹痛, 

吐瀉, 痢疾 등에 임상 으로 응용되고 있다
1

5,23)
. 그러나 재까지 다수의 曲池 련 

연구에서는 고 압과 뇌졸 을 포함한 심

계
24)
, 진통

25)
, 는 알러지

26)
에 여된 연

구에 집 되어 있었으며 合穴로써 장질환

에 용할 만한 실험  근거를 찾아보기 힘

들었다.

이에 자는 TNBS로 만성 장염을 유

발한 마우스에 하여 염증성 소화기질환에 

효과가 있는 曲池에 灸津 藥鍼 시술이 장

염에 련한 육안  증상, 염증세포의 침윤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Myeloperoxidase 

(MPO) 활성, 염증 매개 물질들인 TNF-α, I

L-1β,  ICAM-1의 변화 등의 찰을 통

하여 염증성 장질환에 한 방  치료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험재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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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동물

BALB/c 종의 수컷 마우스(연령, 4-5주; 

몸무게, 20-25 g; 다물사이언스, , 한국)

를 사용하 다. 모든 실험에 사용된 마우스

는 멸균된 깔집과 사료를 사용하 다. 실험

동물은 조군(CON)과 장염 유발군

(TNBS), 구진약침군(MT), 장염 유발군 + 

구진약침군(TNBS/MT)을 나 어 찰되었

다.

2. 구진 약침액의 제조

구진은 애융의 연소생성물을 취득
19-22)

하

여 사용하 는데, 그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

다. 삼각 라스크 입구에 링을 올려놓고, 

뜸쑥( 래구 , 서울) 5 g을 뜸 구를 이용

하여 원뿔모양인 애융을 만든다. 애융을 연

소한 후 라스크 바닥으로 흐르는 연소 생

성물을 모은다. 라스크 바닥에 모인 연소

생성물을  methanol 100%로 녹이고 불순물

을 제거하고 40±2℃를 탕증류기를 이용하

여 methanol을 90% 증발시킨다. 남은 연소

생성물(구진)과 methanol 혼합물을 -70℃의 

냉동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72시간 건조시

켜 구진 고형물을 획득하 다. 구진 고형물

을 ethanol 용매로 25㎍/100㎕농도 희석하여 

구진약침액을 제조하 다.

3. 장염 유발

마우스에 장염을 유발하기 하여 5% 

2,4,6-trinitro benzene sulfonic acid (TNB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를 존 를 사용하여 항문으로부터 5㎝ 

깊이로 주입하 다. 1회 주입시 0.1㎖의 

ethanol과 TNBS를 주입하 으며 주입 후 1

분간 꼬리를 로 들어서 주입된 약물이 항

문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 최 한 

직장내로 약물이 흡수되도록 하 다. TNBS

는 제 1일과 제 7일에 총 2회 주입하여 

장염을 유발하 고, TNBS 주입하지 않는 

조군의 경우 25% 에탄올만을 주입하 다.

4. 穴位  약침주입

① 曲池(LI11) 부 는 마우스의 上肢 肘關

節을 90°로 구부린 후, 주  외과(the 

lateral epicondylus of the humerus)와 주

의 이두근 종지부 에 나타나는 횡문단을 

취 하 다. 

② 灸津藥鍼의 장염에 한 방  효

과를 살펴보기 해서 灸津 약침액(25㎍

/100ul/mouse)을 TNBS 주입 날과 제 1

일과 제 3일 총 3회에 걸쳐 마우스의 曲池

 상응부 에 피하 주입하 다.

③ 장염에 한 치료  효과를 살펴보

기 해서 灸津 약침액을 25㎍/100ul/mouse

로 제 3일, 제 5일  제 7일 총 3회에 걸쳐 

曲池 상응 부 에 피하 주입하 다(Fig. 1).

Figure 1. A schematic schedule of the experimental 
protocol showing TNBS-induced colitis and herbal 
acupuncture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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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안  조직학  측정

5% TNBS를 단독 처리한 실험동물 는 

구진을 같이 처리한 실험동물을 9일째에 희

생시켜 장의 말단에서 5㎝까지 세로로 

개하고 각각의 처리 조건에 따른 손상 정도

를 측정하 다. 육안 찰 후 항문에서부터 5

㎝까지의 장에 한 무게를 측정하고 각

각의 장의 항문 부  1㎝를 개하여 4% 

formaldehyde에 고정시킨다. 고정된 조직은 

microtome으로 5㎛ 간격으로 잘라서 slide 

슬라이드 에 놓은 다음 H&E 염색을 하

다. 조직학  분석은 학 미경을 통하여 

Vilascea 등
27)

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각 

실험군에서 5마리의 마우스를 찰하 다. 

6. 체  찰

모든 실험동물은 TNBS가 주입되기 시작

한 날부터 구진약침이 주입되어 희생시킬 

때까지 매일 동일 시간에 몸무게의 변화를 

찰하 다.

7.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 측정

마우스를 희생하여 바로 항문에서 1㎝부

를 출하여 차가운 PBS (pH 7.4)에서 

액과 불순물들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

하 다. 장의 150-300 ㎎의 조각을 0.5%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가 첨

가된 50 mM phospahte buffer (pH 6.0)에 

넣고 homogenizer (OMNI GLH-2017; 

Yamato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30  동안 3번 분쇄하 다. 분

쇄가 끝나면 -70℃에 냉동을 3시간시킨 후 

다시 37℃에서 해동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

을 3번 반복 시행하 다. 냉동과 해동과정을 

거친 후 음 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분

쇄한 후 12,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

여 상등액을 얻었다. 상등액으로 MPO를 측

정하기 해서 0.2 ㎎/㎖ ο-dianisidine 

hydrochloride (Sigma Aldrich Co.)가 첨가

된 60 mM phosphate buffer 2.4 ㎖에 0.1 

㎖의 상등액을 혼합한 후 10min동안 반응시

켰다. 반응이 끝나면 0.1% sodium azide 0.5

㎖을 넣어주어 반응을 멈추게 한 후 흡 도

를 측정하 다. 흡 도는 흡 계 (DU-640; 

Beckman Instruments, Inc., Fullerton, CA)

를 이용하여 460nm에서 측정하 다. MPO 

활성도는 25℃에서 1분 동안 물에서 과산화 

수소 1 μM이 환원되는 수치를 의미하며 이

것을 장조직의 무게로 환산하여 계산하

다.

8. 장조직의 western blotting

장조직을 모아서 Lysis buffer (150mM 

NaCl, 1% Triton X-100, 100mM Tris pH 

7.4, 5mM EDTA pH 8.0, 10mM PMSF)에 

넣은 다음 homogenizer를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음 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분쇄하

다. 14,000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를 하

여 상등액을 취한 후 -20℃에서 보 하여 

실험에 이용하 다.

 동량의 단백질을  10% SDS- 

polyacrylamide gels에서 기 동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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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이동

시켰다. 단백질이 이동된 membrane은 5% 

skim milk가 첨가된 blocking 용액 (10 

mmol/L Tris-HCl, pH 7.5, 100 mM/L 

NaCl, 0.1% Tween 20)에 넣고 1시간동안 

방치한다. 0.05% Tween 20에 첨가된 PBS 

(PBST)로 3번 세척한 다음 일차 항체를 처

리한 다음 2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PBST로 

3번 세척한다. 항체에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이차 항체를 처리하여 

1시간 반응시킨 후 PBST로 세척한 다음 

X-ray 필름을 통하여 특정 단백질을 검출

하 다. 

9. Immnohistochemistry

장조직을 1 ㎝ 출한 후 10% 

formaldehyde에서 고정한 다음 paraffin에 

담가 고정시켰다. poly-L-lysine이 코 되어

있는 미경 슬라이드 에 4 ㎛ 두께로 조

각내어 올려놓았다. Paraffin을 제거한 후 

탈수시킨 다음 PBS로 세척하고 1% bovine 

serum albumin과 2% normal goat serum이 

첨가된 PBS에 담가서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방치시킨 후 일차항체를 2시간동안 반응시

켰다. 일차 항체반응이 끝나면 PBS로 세척

한 후 1:500으로 희석된 2차 항체를 반응시

켰다.

10. RNA isolation and RT-PCR

Mouse 장 조직을 easy-BlueTM (인트

론 사, 서울, 한국)를 이용해 제조자의 방법

에 때라 total RNA를 분리해 사용하 다. 

AccuPower® RT premix (바이오니아 사, 

, 한국)를 이용해 역 사 반응을 시켜 

cDNA를 얻어내었고, 20 ㎕의 cDNA 산물 

 2~5 ㎕를 template로 하여, AccuPower® 

PCR premix (바이오니아, , 한국)를 이

용하여 증폭시켰다. TNF-α, ICAM-1 그리

고 β-actin의 PCR 조건은 94℃에서 30 간 

denaturation, 62℃에서 30 간 annealing, 

72℃에서 30 간 extension 시켰다. TNF-α, 

ICAM-1 그리고 β-actin의 oligonucleotide 

염기 서열은 다음과 같다. 

TNF-α,5‘-ATGAGCACAGAAAGCATGATC-3'(sense)

와 5'-TCCACTTGGTGGTTTGCTACG-3'(antisense);ICA

M-1, 5'-TGCGTTTTGGAGCTAGCGGACCA-3'(sense)

와  5'-CGAGGACCTACAGCACGTGCCAG-3'(antisense);β-a

ctin, 5'-TGGAATCCTGTGGCATCCATGAAC-3'(sense)

와 5'-TAAAACGCAGCTCAGTAACAGTCCG-3'(antise

nse). TNF-α,  ICAM-1 그리고 β-actin의 

최종산물은 305bp, 326bp 그리고 349bp 다. 

합연쇄반응 산물은 1.5% 아가로스 겔의 

기 동으로 확인하 다.

11. 통계처리

데이터는 mean ± S.E.로 나타내었다. 통

계검사는 ANOVA로 분석하 고 P<0.05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표시하

다. 

Ⅲ. 실험 결과

 1. 灸津 藥鍼 前處置가 TNBS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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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에 미치는 향 

1)  TNBS 유발 장염에 의한 체 변화

에 한 구진 약침의 효과

TNBS의 직장내 주입으로 야기된 장염

과 련하여 실험동물의 체 변화를 찰하

다. 조군(CON)  구진약침 자극군

(MT)에서는 체 이 찰 기간 동안 일정하

으며, 체 감소는 찰되지 않았다. 그러

나 5% TNBS를 처리한 실험군(TNBS)에서

는 찰기간 동안 체 이 TNBS 주입 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여 8일째 이후 

73.9%로 체  감소가 뚜렷하 다. 장염을 

유발하기 에 구진 약침을 曲池에 시술한 

실험군(TNBS/MT)에서는 조군(CON) 

는 구진약침 자극군(MT)에 비하여 TNBS 

주입에 의한 체  감소가 나타났으나 

TNBS/MT 실험군에 비하여 체 감소가 억

제되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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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ffect of preemptive Moxi-tar herbal 
acupuncture on the body weight loss in 
TNBS-induced colitis. 

Body weight changes during 9 days after TNBS 
treatment in control, TNBS alone, MT alone, and 
TNBS/MT treated mice. Cont, the colon of control 
mice; MT, the colon of mice which Moxi-tar herbal 
acupuncture was treated at LI11; TNBS/MT, the colon 
of mice which injected TNBS and followed by 
Moxi-tar herbal acupuncture at LI11; TNBS, the colon 
of TNBS injected mice. * p<0.05 by ANOVA test (N 
= 40).

2) TNBS 유발 장염의 증상  출

장의 형태에 한 구진 약침의 효과

TNBS의 직장내 주입으로 장염을 야기

하 을 때, 출된 장 원  부  5 ㎝ 부

의 무게는 부종  염증세포 침착에 의하

여 758 ㎍으로 조군(CON)의 평균 장무

게인 112 ㎍에 비하여 히 증가되었다. 

반면 장염 유발 에 구진약침액으로 曲

池 에 자극한 군에서는 평균 227 ㎍으로 

TNBS에 의한 장의 무게 증가를 히 

억제되었다(Table 1). 

Table 1. Physical examinations for inflammatory 
colon induced by TNBS and effects of 
herbal acupuncture with Moxa tar (N=40)

Control, normal mice; TNBS, twice intrarectal 
injection with trinitrobenzene sulphonic acid;  MT, 
Moxa tar herbal acupuncture treatment.MT/TNBS, 
preemptive herbal acupucture treatment followed by 
TNBS intrarectal injection. Values are mean  S.D. -, 
negative to symptom; +, mild to symptom; ++, severe 
to symptom. 

장 원  1 ㎝에서의 장의 두께는 

조군(CON)과 조군에서의 구진약침 처리

군(MT)에서 평균 1.3 ㎜를 나타내었으나, T

NBS 주입에 의하여 장이 부종 는 비후

해진 결과 평균 4.9 ㎜의 두께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장염 유발  구진약침을 주입

한 실험군에서는 TNBS 주입으로 장조직

이 비후 는 부종되는 정도를 뚜렷하게 억

제하 다(Table 1). 이러한 육안  장의 

조직 변화는 증상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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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조군(CON)  조군에서의 구진약

침 처리군(MT)에서는 설사나 부종이 찰

되지 않았으나, TNBS 처리군에서는 설사와 

부종이 매우 심각하게 찰되었다. 그러나 

구진약침이 처리 된 TNBS 주입 실험군

에서는 설사나 부종이 찰되기는 하 으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Table 1).

3) TNBS 유발 장염에 한 육안  소

견과 구진 약침의 효과

실험 제 9일 째 장을 출하여 육안으

로 살펴 본 결과, TNBS 주입으로 장염을 

유발시킨 실험군(TNBS)의 장은 정상 

조군(CON)에 비하여 히 단축되고 장

조직의 충 이 찰되었다. 그러나 구진약침

으로 曲池에 자극 후 TNBS를 처리한 장

염 실험군(TNBS/MT)에서 장의 육안  

형태는 정상군(CON)과 유사하게 찰되어 

장염이 뚜렷하게 억제되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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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ffect of preemptive Moxi-tar herbal 
acupuncture on the macroscopic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large 
intestine in TNBS-induced colitis. 

Macroscopic appearance of colon in control, Moxa tar 
(MT) alone, TNBS alone, and preemptive MT treated 
TNBS induced colitic mice on the 9th day.

4) 구진 약침이 TNBS 유발 장염에 의

한 사망 · 생존률에 미치는 효과

 TNBS 주입으로 장염을 유발시켰을 

때에 생체내 정상 인 해질 사를 포함

한 신진 사에 심각한 향을 래하며, 이

는 실험동물에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실험

동물의 사망률을 실험군에 따라 찰하 는

데, TNBS 단독 처리군에서는 9일째까지의 

생존률은 52%로 48%의 실험동물이 사망하

다. 이는 조군  조군에서 구진약침 

처리군에서는 생존률이 100%임을 감할 때 

장염으로 인한 매우 심각한 신진 사 장

애를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반면, 구진약침

을 처리한 후 TNBS를 주입한 실험군(T

NBS/MT)에서는 생존률이 87%로 TNBS에 

의한 치사율을 히 억제하 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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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ure 4. The effect of preemptive Moxi-tar herbal 
acupuncture on the viability in 
TNBS-induced colitis. 

The viabilities of mice as treatments. Preemptive MT 
herbal acupuncture was applied. Values are expressed 
as a percentage to the survival of normal mice on the 
9th day. (n=40). * p<0.05.

5) 장염 유발에 따른 MPO 활성 변화

에 한 구진 약침의 효과

TNBS에 의한 장조직의 염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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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에 한 지표로서 MPO 활성을 측정

하는데, 이는 염증세포의 침윤정도를 보여주

는 것이다. 염증세포의 침윤을 구진이 얼마

만큼 염증을 억제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장에서 MPO 활성을 측정하 다. TNBS

로 장염을 유도한 실험군(TNBS) 장 막

의 MPO 활성은 8.7 U/g으로 조군(CON) 

장의 막 1.2 U/g으로 약 7배 증가하

으나 曲池에 구진약침을 처리한 후 TNBS

로 장염을 유도한 실험군(TNBS/MT)에

서는 2.6U/g으로 MPO 활성을 히 억제

하 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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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ure 5. Changes of MPO activity after TNBS  
induced colonic inflammation and effects 
of preemptive MT herbal acupuncture at 
LI11. 

MPO activities was measured on the 9th day after 
TNBS injection. (n=40). * p<0.05.

6) TNBS 유발 장염의 조직학  소견

과 구진 약침의 효과

조직학  소견을 살펴보기 해서 각 처

리군의 장의 말단 부분은 1㎝를 잘라내어 

H&E 염색을 통하여 살펴 본 결과 TNBS 

단독처리군에서 막, 막 고유 , 막하

조직,  근육층  장막층까지 장의  

층에 걸쳐 염증세포의 침착을 유도하 는데 

구진약침을 처리 수행한 TNBS 실험군에

서는 TNBS에 의한 염증세포의 침착을 

조군 수 으로 히 억제하 다. 한 

TNBS는 장의 상피세포의 손상을 야기함

으로써 궤양을 야기시켰는데 이러한 궤양도 

조기  방  모드의 구진약침액에 의해 

히 개선되었다 (Fig. 6).

Figure 6. Representative microscopic changes of 
epithelium in the mice colon on the 9th 
day following the TNBS induced 
inflammation and preemptive MT herbal 
acupuncture treatment. 

A, the colon of normal mice; B, the colon of Moxi-tar 
herbal acupunctured mice at LI11; C, the colon of 
TNBS alone treated mice; D, MT herbal acupuncture 
treatment at LI11 followed by TNBS intrarectal 
injection.

7) TNBS 유발 장염에 따른 장조직

의 IκB-α의 발 의 변화와 구진 약침의 효

과

NF-κB의 활성은 장 염증에서 cytokine

을 증가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며, 만성 염

증성 장염의 병리 과정 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5% TNBS를 단독 처리

한 군과 曲池의 구진약침 처리한 군의 

장 조직을 출하여 IκB-α의 분해 유무를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NF-κB의 활

성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정상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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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κB-α의 발 이 뚜렷하 으나, TNBS 

주입으로 장염을 유발한 실험군에서는 Iκ

B-α 발 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를 통

해 TNBS 주입은 장조직에서에서 염증을 

증가시키는 NF-κB의 활성이 뚜렷하게 증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구진약

침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TNBS에 의해 

유도된  IκB-α의 감소를 히 억제시킴으

로 NF-κB의 활성이 억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IκB-α ▶

β-actin ▶

MTCon TNBS/MT
TNBS

IκB-α ▶

β-actin ▶

MTCon TNBS/MT
TNBS

Figure 7. The effect of preemptive Moxi-tar herbal 
acupuncture on the IkB-α degradation in 
TNBS-induced colitis. 

IkB-α degradation which is mediating NF-κB 
activation in colons following treatments. Con : the 
colon of control mice; MT: the colon of Moxi-tar 
herbal acupunctured mice at LI11; TNBS: the colon of 
TNBS treated mice; TNBS/MT: the colon of TNBS 
treated and Moxi-tar herbal acupunctured mice at LI11. 

8) TNBS 유발 장염의 염증 매개물질

의 변화와 구진 약침의 효과

TNBS에 의해 염증이 유발된 마우스의 

조직에서 TNF-α (Fig.8-A), IL-1β 

(Fig.8-B),  ICAM-1 (Fig.8-C)의 발 양

상을 면역조직화학 방법에 의해 찰한 결

과 TNBS를 단독으로 처리한 군의 장은 

막, 막 고유 , 막하조직,  근육층 

 장막층까지 장의  층에 걸쳐 TNF-

α, IL-1β,  ICAM-1의 발 이 증가하 으

나, 曲池에 구진 약침액을 처리한 군에서 

하게 이들 염증 매개체들의 발 이 억

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8. The expression of TNF-α(A), IL-1β(B), 
ICAM-1(C) in the mice colon affected with 
TNBS and effects of herbal acupuncture  
with Moxa-tar at LI11. 

A-A, B-A, C-A, normal Balb/c mouse treated with 
50% ethanol; A-B, B-B, C-B, Moxi-tar herbal 
acupuncture at LI11 in normal mouse; A-C, B-C, C-C, 
colitis induced by TNBS intrarectal injection.; A-D, 
B-D, C-D, D-D, TNBS intrarectal injection combined 
with preemptive Moxi-tar herbal acupuncture at LI11.

9) 장염에 한 Mesenteric lymph node

의 염증 반응의 변화와 구진 약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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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TNBS에 의

하여 mesenteric lymph node에서의 TNF-α 

(Fig.9-A)와 IL-1β (Fig. 9-B),  ICAM-1 

(Fig. 9-C)의 발 양상을 면역조직화학 방

법에 의해 찰한 결과 TNBS를 처리한 군

에서 mesenteric lymph node에서 발 이 증

가하 고 구진 약침을 처리한 군에서 

mesenteric lymph node에서 이들 염증 매개

체들의 발 이 히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9. The expression of TNF-α(A), IL-1β(B), 
ICAM-1(C) in the mesenteric lymph node 
related to colon inflammation induced by 
TNBS, and preemptive effects of MT  
herbal acupuncture at LI11. 

Notations are the same as the previous figure.

2. TNBS 유발 장염에 구진약침 처치

의 치료효과

1) TNBS 유발 장염에 한 육안  소

견과 구진 약침의 효과

장 원  부 의 충   부종에 한 

육안  찰 결과에서 TNBS 주입 후 제 9

일 째 출된 장의 병리  형태가 曲池에 

한 구진 약침으로 장 원  부 의 충 , 

부종  단축 등의 육안  형태가 정상과 

비슷하게 찰되었고(Fig 10), 장염 증상

으로 나타난 수양변  설사 등의 증상이 T

NBS 주입 실험군에 비하여 완화되었다. 

Figure 10. The effect of post-treated Moxi-tar 
herbal acupuncture on the macroscopic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large 
intestine in TNBS-induced colitis. 

Macroscopic appearance of colon in control, MT alone, 
TNBS alone, and MT post-treated TNBS mice on the 
9th day. CON, normal Balb/c mouse treated with 50% 
ethanol; MT, appearance of the colon of Moxi-tar 
herbal acupunctured  mice at LI11; TNBS : appearance 
of colon of TNBS-induced colitis on 9 day after 
intrarectal administration; TNBS/MT, the colon of 
TNBS treated and Moxi-tar herbal acupuncture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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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I11.

2) 장염 유발에 따른 MPO 활성 변화

에 한 구진 약침의 효과

한 출된 장조직에서 MPO 활성을 

조사한 결과, TNBS 주입으로 야기된 장

염의 MPO 활성 증가는 제 3일, 5일과 7일 

째 曲池에 한 구진약침 자극에 의하여 유

의하게 MPO 활성이 억제되었다(Fig. 11). 

이러한 결과는 구진약침의 처리 군과 유

사한 결과를 보여 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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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ure 11. The effect of post-treated Moxi-tar 
herbal acupuncture on the MPO activitiy 
changes of the large intestine in 
TNBS-induced colitis. 

The MPO activitiy after TNBS induced colonic 
inflammation increased, and post-treated MT herbal 
acupuncture at LI11 decreased significantly. MPO 
activities was measured on the 9

th day after TNBS 
intrarectal injection. n=40. * p<0.05.

3) TNBS 유발 장염의 염증 매개물질

의 변화와 구진 약침의 효과

마우스의 장 조직에서 장염과 련된 

염증 매개체인 TNF-α, IL-1β,  ICAM-1

의 발 양상을 RT-PCR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구진 약침의 처치 결과와 마찬가지

로 TNBS 주입으로 장염 유발 후 曲池에 

한 구진 약침 처치가 TNF-α, IL-1β,  

ICAM-1의 mRNA의 발 의 증가를 하

게 억제 시켰다(Fig. 12). 

Figure 12. The effect of post-treated Moxi-tar 
herbal acupuncture on mRNA expression 
of TNF-α, IL-1β,  ICAM-1 in 
TNBS-induced colitis. 

The reverse transcriptional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gainst TNF-α, IL-1b, and ICAM-1 was 
carried out with mesenteric lymph nodes. Cont, normal 
mice; MT, Moxa tar herbal acupuncture in nomal 
mice; TNBS, mice with colon inflammation by TNBS 
injection; TNBS+MT, TNBS induced colonic 
inflammation followed by MT herbal acupuncture 
post-treated.

Ⅳ. 고  찰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에 해서 정확하게 

밝 지지 않았지만 발병요인들을 역학 으

로 조사한 결과 기본 인 3가지의 상호요인 

즉 유 인 향, 외부에서 유입된 미생물

이나 장내미생물에 의한 숙주 감염에 한 

반응과 같은 환경  요인 그리고 막 면역

체계의 붕괴에 의한 것으로 밝 졌으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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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내미생

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29)
. 이  

Chrohn氏 병은 소화 , 특히 소장이나 장

에 원인불명의 만성 염증을 야기하는 질환

으로 통상 궤양성 장염(ulcerative colitis)

과 함께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으로 분류된다. 주로 서양에서 

흔하게 발병하 으나, 1964년 처음 보고 된  

후 발견 빈도는 차 늘어 가고 있는 추세

이다
30)
.  Chrohn氏병의 증상은 병변이 침범

하는 부 와 범   정도에 따라 매우 다

양하나 복통, 설사, 발열, 식욕 감퇴, 체  

감소 등이 비교  흔히 찰되는 증상들이

며 그 외 , , 피부, 간, 담도, 신장 등

에 나타나는 장외 증상들도 비교  자주 동

반된다
31-33)
. 

성 감작  알 르겐인 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TNBS)를 에탄올과 함께 

장에 장 투여하면 장염이 유발된다. T

NBS에 의한 염증성 장염 모델은 궤양성 

장염보다는 Chrohn氏 장염에 가까운 

모델이다. 유발기 은 먼  에탄올에 의한 

성 인 막손상이 나타나고 후에 hapten

의 일종인 TNBS에 의해 면역반응이 유도

되어 만성 염증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사람

의 염증성 장염과 유사한 유발기 과 병

태생리를 나타낸다. 

 TNBS는 공유결합에 해 반응하는 물

질로 장 막과 하면 산화 인 손상에 

의해 성 층성 괴사를 일으킨다. 약제에 

의한 층성 염증의 발생 유무가 장염의 

발생에 요하기 때문에 장염을 유발하기 

해서는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용량이 투

여되어야 한다. 장 후 수일 내에 성 괴

사와 염증이 생기고 그 후로는 단핵구 침윤 

등과 함께 만성 염증 소견을 보인다34-35).

Chrohn氏 병은 한의학에서는 설사의 범

주에 포함된다
36)
. 明의 方賢이 술한 《奇

效良方·泄瀉門》에서는 “泄  ,泄漏之义,時

時溏泄,或作 或愈,瀉  一時水去如注泄”이라 

하여 설사를 정의하 다. 病因으로는 外感六

淫 ,飮食不節.勞倦過怠.精神失調로 인해서 脾

胃運化가 실상 되거나 元氣不足과 脾腎虛衰 

하게 되어 泄瀉를 일으킨다 하 다
37)
. 만성

설사(慢性泄瀉)의 경우는 병세가 완만하고 

병정도 비교  길어져 결국에는 脾腎大腸의 

虛寒한 상황이 유발된다. 그래서 健脾調腸 

溫腎止瀉하는 치료원칙을 세우고 온열효과

가 있는 애구의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이와 

련하여 최근에는 60명의 궤양성 장염 

환자를 상으로 애구요법 비교실험을 통하

여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 고
38)
, 침구치료가 

Bcl-2, Bax, fas and FasL proteins의 발

을 조 하여 궤양성 장염의 장 막 세포

의 세포사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 지기도 

하 다
39)
.

애구요법은 침구요법의 한 분야로서, 灸法

이라고도 하는데 애엽(艾葉)으로 애주(艾柱)

를 만들어 체표 (穴位)에 온열자극을 가

하는 치료방법이다. 구법의 주재료인 艾葉은 

국화과의 속하는 다년생 목인 황해쑥

(Artemisia argyi. Lev et Vant), 약쑥

(Artemisia asiatica Nakai.)과 野艾

(Artemisia vulgaris L.)의 잎을 건조한 것으

로서
40)
, 性味는 苦辛溫無毒하고 調理氣血, 

逐寒濕, 溫經止血, 安胎의 효능이 있다. 艾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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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으로는 溫經通絡, 升陽擧陷, 行氣活

血, 祛寒逐濕, 消腫散結, 回陽救 의 효능이 

있어, 만성 허약성 병증과 風寒濕邪의 환부

질병에 다용된다. 애엽의 성분은 주로 

DA-9601, dehydroleucodine (DhL), 

eupatilin, yomogin, phellandrene, couprol, 

cadinene, cineol, repinen-4-ol, β

-caryophyllene, linalool, artemisia acohol, 

camphor, bornol 등과 燃燒成分物로써 

tricosanol, hentriacontane, arachinalkol, 

thujone, n-nonacosanne, n-hentriacontane, 

C37H76, tanine  그 이성체, catechol, 포

화지방족탄화수소 등이 확인되었다
41)
. 이들

은 성분에 따라 돌연변이 억제 상, 당조

  항균작용, 항 궤양효과, 소  응집 

억제작용  항산화효과 등이 보고되었는데, 

최근에서는 쑥 추출성분에서 항암작용에 

련한 효과42), TNF의 priming activity와 정

유성분인 santolina alchohol은 antibacterial 

activity를 나타내며
43-44)
, 염증  항암과 

련된 IL-1, IL-2, TNF-⍺의 생성과 분비를 

진시키고 여러 종의 tumor cell line에 

해 세포독성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알려져 

왔다45-46). 

염증성 장질환은 외부에서 유입된 항원에 

한 막 면역반응의 조 에 이상이 생겨 

면역  염증이 하게 감소되지 않고 지

속되어 만성 염증에 이르게 된 것이다
47)
. 

막 면역반응에는 여러 종류의 조  인자가 

작용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연구가들은 interleukin-1(IL-1)  

IL-1 receptor antagonist (IL-1RA)
48-50)
, 

tumor necrosis factor-α(TNF-α)51-52) 등의 

사이토카인과 그 수용체에 한 길항제, 

intercellular adehsion molecule-1 

(ICAM-1)53) 등과의 연 성이 제시되고 있

다. 

애구요법의 효용을 증명하려는 추세는 크

게 온열자극에 의한 보고와 애융의 연소생

성물, 즉 화학  자극에 의한 보고로 나 어

진다. 온열자극에 한 연구에서 온열자극이 

국소조직에 하여 열 분해 물질을 생성하

여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
54-55)
, 온열의 약자극은 補의 작용을 나타내

고 강자극은 瀉의 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

하 다
56)
. 다른 한편으로는 화학  자극이 

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구를 

했을 때 피부에 과산화지질을 하하는 작

용은 구진에 의한 화학  작용이라는 주장 

하 다
21)
. 나아가 장기간의 시구로 인한 

액상의 변화는 단순한 열 자극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으며, 시구시에 액 에 어떤 

물질이 용해 흡수되어 2차 으로 오랫동안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20) 화학  

자극의 가능성을 가정하 다. 국내에서도 구

진의 화학  자극에 근거하여 면역세포와 

뇌신경세포에서 iNOS합성을 구진이 억제한

다는 것을 찰하 으며
19)
, 일과성 뇌 허

 손상에 있어 구진약침의 자극이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단백질 

발 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57)
. 이 외에 손

58)
은 시구에 의한 압강하

작용을, 김59), 박60), 이61)는 시구에 의한 

hormone의 변화를 찰하여 상호연 성을 

연구하 다. 김 등
62)

은 TNBS로 장염을 

유발시킨 흰쥐에게 애엽의 추출물을 투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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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sulfasalazine의 효과에 상응하는 치

료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하 고, 장 

등63)은 애엽의 추출물  flavonoids계 

eupatilin 유도체(DA-6034)가 정농도에서 

TNBS로 유발한 흰쥐의 장염에서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이는 arachinodic acid 

사에 억제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하

다.

曲池(LI11)는 手陽明大腸經의 合穴로서 肘

의 外輔骨과 肘骨의 中間에 치하며 肘外

側을 屈肘時에 肘橫紋의 外側端을 定穴하고 

取穴한다. 疏邪熱, 利關節, 去風濕, 調氣血의 

穴性으로 合谷과 配穴하여 咽中閉塞과 腹瀉

를 治療한다
15,23)
. 그러나 재까지 다수의 

曲池 련 연구에서는 고 압과 뇌졸 을 

포함한 심 계
24)
, 진통

25)
, 는 알러지

26)
에 

여된 연구에 집 되어 있음으로 고 에서 

언 된 合穴로써 장질환에 용할 만한 

근거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曲池에 한 灸津藥鍼 시술이 만성 염증

성 장염 치료효과를 연구한 본 연구에서

는 TNBS로 만성 장염을 유발하고 曲池

 상응부 에 灸津藥鍼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실험 결과에서 TNBS의 직장내 주입으

로 야기된 장염과 련하여 5% TNBS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찰기간 동안 체 이 

TNBS 주입 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TNBS/MT 실험군에 비하여 체 감

소가 억제되었다. 이는 TNBS에 의하여 손

상된 장의 병태 생리  특징과 련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하

여 장 원  부  5㎝ 부 의 육안  조직

학  특징이 찰되었다. 그 결과 TNBS 주

입군에서 부종  염증세포 침착에 의하여 

히 증가되었고, 반면 장염 유발 에 

구진약침으로 曲池에 자극한 군에서는 평균 

227㎍으로 TNBS에 의한 장의 무게 증가

를 히 억제되었다. 아울러 장 원  

1cm에서의 장의 두께는 TNBS 주입에 의

하여 장이 비후해져 평균 두께가 증가되

었으나, 장염 유발  구진약침을 주입한 

실험군에서는 TNBS 주입으로 장조직이 

비후 는 부종되는 정도를 뚜렷하게 억제

하 다. 이러한 육안  장의 조직 변화는 

증상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조군 

 조군에서의 구진약침 처리군에서는 설

사나 부종이 찰되지 않았으나, TNBS 처

리군에서는 설사와 부종이 매우 심각하게 

찰되었다. 그러나 구진약침이 처리 된 

TNBS 주입 실험군에서는 설사나 부종이 

찰되기는 하 으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

다. TNBS 주입으로 장염을 유발시켰을 

때에 생체내 정상 인 해질 사를 포함

한 신진 사에 심각한 향을 래하며, 이

는 실험동물에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실험

동물의 사망률을 실험군에 따라 찰하 는

데, TNBS 단독 처리군에서는 9일째 까지의 

생존률은 52%로 48%의 실험동물이 사망하

다. 반면, 구진약침을 처리한 후 TNBS

를 주입한 실험군에서는 치사율을 히 

억제되었다. 사망/생존률과 함께 실험 제 9

일 째 장을 출하여 육안으로 살펴 본 

결과, TNBS 주입으로 장염을 유발시킨 

실험군의 장은 정상 조군에 비하여 

히 단축되고 장조직의 충 이 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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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구진약침으로 曲池에 자극 후 

TNBS를 처리한 장염 실험군에서 장의 

육안  형태는 조군과 유사하게 찰되어 

장염이 뚜렷하게 억제되었다. TNBS에 의

한 장조직의 염증 정도  심각성에 한 

지표로서 MPO 활성을 측정하는데, TNBS

로 장염을 유도한 실험군 장 막의 MPO 

활성은 조군 장에 배하여 약 7배 증가

하 으나 曲池에 구진약침을 처리한 후 

TNBS로 장염을 유도한 실험군에서는 활

성이 히 억제되었다. 조직학  결과 

TNBS 단독처리군에서 막, 막 고유 , 

막하조직,  근육층  장막층까지 장

의 에  층에 걸쳐 염증세포의 침착을 유

도하 는데 구진약침을 처리 수행한 

TNBS 실험군에서는 TNBS에 의한 염증세

포의 침착을 조군 수 으로 히 억제

하 다. 한 TNBS는 장의 상피세포의 

손상을 야기함으로써 궤양을 야기시켰는데 

이러한 궤양도 조기  방  모드의 구진

약침액에 의해 히 개선되었다. 

NF-κB의 활성은 장 염증에서 cytokine

을 증가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며, 만성 염

증성 장염의 병리 과정 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데, TNBS 주입으로 장염을 

유발한 실험군에서는 IκB-α 발 이 유의하

게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TNBS 주입은 

장조직에서에서 염증을 증가시키는 NF-κB

의 활성이 뚜렷하게 증가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구진약침을 처리한 실

험군에서는 TNBS에 의해 유도된  IκB-α의 

감소를 히 억제시킴으로 NF-κB의 활성

이 억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

러, TNBS에 의해 염증이 유발된 마우스의 

조직에서 TNF-α, IL-1β,  ICAM-1의 발

양상이 증가하 으나, 曲池에 구진 약침액

을 처리한 군에서 하게 이들 염증 매

개체들의 발 이 억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이러한 양상은 mesenteric lymph node

에서 염증 매개체들의 발 이 히 억제

되는 것을 통해 검증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진 약침의 효과를 치료효과로 

이해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TNBS의 

직장내 주입으로 장염을 유발시킨 후, 제 

3일, 5일과 7일째 曲池 상응부 에 구진약침

을 시술하 다. 그 결과에서 장의 병리  

형태가 曲池에 한 구진 약침으로 장 원

 부 의 충 , 부종  단축 등의 육안  

형태가 정상과 비슷하게 찰되었고, 장염 

증상으로 나타난 수양변  설사 등의 증상

이 TNBS 주입 실험군에 비하여 완화되었

다. 한 출된 장조직에서 MPO 활성을 

조사한 결과, TNBS 주입으로 야기된 장

염의 MPO 활성 증가는 제 3일, 5일과 7일 

째 曲池에 한 구진약침 자극에 의하여 유

의하게 MPO 활성이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마우스의 장 조직에서 장염과 

련된 염증 매개체인 TNF-α, IL-1β,  

ICAM-1의 발 양상이 구진 약침의 처치 

결과와 마찬가지로 TNBS 주입으로 장염 

유발 후 曲池에 한 구진 약침 처치가 

TNF-α, IL-1β,  ICAM-1의 mRNA의 발

의 증가를 하게 억제 시켰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서 곡지의 구진 약

침이 TNBS에 의해 야기된 장의 염증 직

으로 억제할 수 있음이 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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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에 한 방  효과  치료효과는 염

증발 과 유지에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TNF-α, IL-1β,  ICAM-1 등의 

cytokine의 발 을 억제함으로써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만성 염증성 장염에 한 구진 약침의 

방  치료효과와 그 작용 기 을 살펴보

고자 TNBS에 의하여 야기된 마우스의 

장염에서 曲池 상응부 에 구진 약침을 시

술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게 되었다.

1. TNBS 장내 주입으로 야기되는 마우

스 장의 단축, 충 , 장상피세포의 

손상  장염 증상이 구진 약침의 

처치 는 후처치에 의하여 유의하게 억

제되었다. 

2. 曲池상응 부 에 한 구진 약침 처치는 

TNBS에 의한 장조직의 염증세포 침

착, MPO 활성, 체 감소  사망률을 

억제하 다.

3. TNBS의 장내 주입으로 장 조직  

mesenteric lymph node내 NFkB의 활성, 

TNF-α, IL-1β와 ICAM-1 발 의 증가

가 曲池 상응 부 에 한 구진 약침 

처치 는 후처치 모두에서 유의하게 억

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TNBS에 의하여 유

발된 마우스의 장염 증상이 구진 약침을 

통해 완화되거나 치료될 수 있음을 확인되

었고, 나아가 灸津의 항염증과 련된 생화

학  효능과 曲池에 련된 침치료의 효능

의 력이 Chrohn氏 병과 같은 만성 염증

성 장염에 효과 인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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