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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흰쥐를 상으로 좌골신경 압좌 손상 유발 후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자극을 용하고 진통

효과와 기능회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실험동물은 경피신경 기자극군을 용한 TENS군, 침

자극군을 용한 EA군과 조군으로 구분하 고, 각각의 군은 기자극 용기간에 따라 1일군, 7일군 

 14일군으로 나 었다. 경피신경자극과 침자극을 용한 결과,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하여 통각신경

활성의 지표로 이용되는 c-fos 발 의 감소, 발도피지연시의 증가, 좌골신경기능지수의 증가를 통해 기

자극이 말 신경 손상에서 통증억제와 기능회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피신경 기자

극군과 침자극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 중심어 :∣경피신경전기자극∣전침자극∣좌골신경 손상∣c-fo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TENS) and electroacupuncture(EA) after sciatic nerve crush injury in rats.  

Subjects were classified TENS group with TENS application, EA group with EA application 

and Control group which is not applicated electrical stimulation. TENS and EA stimulations 

were applied post-injury day(PD) 1 to 14 after sciatic nerve injury. This study observed c-fos 

expression in rat lumbar spinal cord. In addition, the paw withdrawal latency(PWL) and sciatic 

function index(SFI) were measu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t PD 1, control group had 

higher c-fos immunoreactivity than experimental groups. At PD 7 and 14, control group had 

higher c-fos immunoreactivity than experimental groups. The PWL of experimental group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control group. The SFI had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groups. 

But the average of experimental groups were higher than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ENS and EA applications increasing sensory and motor nerve recovery while decreasing 

c-fos immunoreactivity after sciatic nerve crush injury.

 ■ keyword :∣C-fos∣Electroacupuncture∣Sciatic Nerve Injury∣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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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말 신경은 압좌(crush), 압박(compression), 신장

(stretching), 결출(avulsion)에 의해 손상받기 쉽고 이

로 인하여 피부나 근육에서부터 척수와 후근  수 에

까지 각각의 신경세포와 비신경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래한다[1]. 최신 치료기법과 재건술에도 불구하고 손

상 수 , 탈신경된 기간, 손상된 신경섬유의 형태, 직경 

 연령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말 신경의 형태학

․기능  재생은 완 하지 않다[2]. 말 신경 손상은 

치료 후에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세포의 감소, 느리고 

불충분한 축삭 생성, 추신경계의 지속 인 변화와 신

경병변성 통증인 이질통증(allodynia)과 통각과민

(hyperalgesia) 등을 래하게 된다[1][3]. 

기, 자기장, 음  같은 물리  인자는 피부, , 

근육, 건과 말 신경의 상처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 특히 기자극은 통증치료와  부

종 감소, 손상된 조직의 치유, 근재교육과 류량의 증

가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5]. 이  경피신경

기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은 다양한 통증질환에 사용되며, 실제로 여러 연

구에서 경피신경 기자극의 진통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6]. 한 기자극의 효과와 침의 장 을 결합시킨 

침(electroacupuncture: EA)은 통증 치료에 침만 용

했을 때 보다 기가 더해졌을 때 더욱 효과 이며 일

반 침자극과 동일하게 통증치료, 뇌졸 , 장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이용되고 있다[7-9].

동물에서 통증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정하는 방법으

로 꼬리회피반사(tail-flick reflex), 핫 트검사(hot 

plate test), Von Frey 검사, pinprick 검사, acetone 

spray 검사 등 유해자극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측정하

는 검사법과 기생리학 으로 신경 도속도를 측정하

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0]. 그리고 운동 신경 

회복의 평가는 보행 추  검사, 수  검사, 악 검사, 

트 드  검사 등 실험동물의 운동성과 근력을 측정하

는 검사법 들이 이용되고 있다[11]. 한 조직학 인 방

법으로 조기발 유 자 c-fos의 생산물질인 c-fos 단백

질을 면역조직화학 으로 찰하는 형태학  검정방법

이 개발되었고, 재 리 사용되고 있다[9]. c-fos는 원

종양유 자-3-(proto-oncogene)인 v-fos의 세포동족

체로서 성장인자 는 신경 달물질에 의해 다양한 형

태의 세포에서 활성화된다[12]. 이러한 c-fos는 주로 척

수의 통증 달신경원과 뇌에서 통증에 계된 부 에

서 특히 발 된다고 알려져 있다[13]. 척수 후각에서 유

해성 자극에 의해 유도된 c-fos는 신경활동의 표지자로 

진통물질의 효과를 정량화하고 신경해부학  국재를 

확인할 수 있다[12].

지 까지의 말 신경손상에서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자극의 진통효과에 한 각각의 연구는 많이 있지

만 두 가지 기 자극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하며, 말

신경 손상에 한 평가로 조직의 면역조직화학 반응과 

함께 행동학  측면에서 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흰쥐의 좌골신경을 압좌 손상 시

킨 후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자극을 일정기간 동안 

용시킨 후 나타나는 효과를 세포면역학 으로 척수 

후각 천층에서 통각신경활성의 지표로 이용되는 c-fos

의 발 을 찰하고, 운동기능 회복과 통증완화 효과를 

행동학  측면에서 족  분석(footprint analysis)을 통

한 좌골신경기능지수(sciatic function index)와 핫

트 검사를 통한 발도피지연시(foot withdrawal latency)

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육한 생후 8～10

주, 체  250～300g의 건강하고 성숙한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 45마리를 사용하 다. 실험동물은 

조군(n=15), 경피신경 기자극자극을 용한 TENS

군(n=15), 침자극을 용한 EA군(n=15)으로 구분하

고 각 군당 5마리씩 1일군, 7일군, 14일군으로 배정하

다. 조군은 좌골신경 압좌손상을 시킨 후 표 사육

장에서 사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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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골신경 압좌손상 유발
실험동물의 신마취를 유도하기 하여 신마취제

인 럼푼(Xylazine hydrochloride, Bayer Korea, Korea)

을 복강내 주사(2 ㎖/㎏)하 다. 마취 후 오른쪽 퇴부

의 내측과 외측을 삭모하 다. 자부와 슬  사이

에서 2㎝ 길이로 개하고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으로 

분지하기 의 부 를 지 겸자를 이용하여 30 간 압

박하 다. 압박시 부드러운 라스틱으로 겸자를 운 

상태에서 압좌를 실시하 다. 겸자는 3단계로 힘을 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 으며, 신경

손상을 동일한 힘으로 일정부 에서  수 있도록 겸자

의 끝에서 5㎜ 쪽에 선을 표시한 후 매번 같은 부

에서 신경을 압박하 고 가장 강한 3단계의 힘으로 손

상을 유발하 다. 압좌 후 상처를 합한 후, 감염을 방

지하기 한 피부 소독을 실시하 다. 

3. 경피신경전기자극과 전침자극의 적용
TENS군은 활성 극을 퇴 원 부 , 비활성 극

은 둔부에 실리콘 극(5㎜
2)을 이용하여 기자극을 

용하 다. 침자극은 좌골신경 손상과 련된 족삼리

(ST 36, 슬 아래 경골근과 장지신근 사이)과 태

충 (Liv 3, 1․2 족골 합부 앞) 부 에 침

(stainless steel, .25㎜×30㎜)을 꽂고[14], 비활성 자극은 

족삼리  부 , 활성 극은 태충  부 에 용하 다

[그림 1]. 기자극은 압좌손상 1일 후부터 2주 동안 매

일 15분간 60㎐, 약 1㎃(가시 인 근수축이 보이면 강도

를 약간 감소시켜 근육의 움직임이 사라진 상태)로 

기자극을 시행하 다. 기자극 용시 조군 한 마

취를 시켜주어 실험군과 최 한 동일한 조건을 주었다. 

ST 36

Liv 3

그림 1. 전기자극 적용

4. 행동학적 검사
4.1 핫플레트 검사
손상 후 1일, 7일, 14일에 흰쥐를 상으로 손상측 후

지에 hot plate(IITC Model 39, Life Science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발도피지연시를 측정

하 다. 먼  가열하지 않은 hot plate 에서 흰쥐를 30

분 응시킨 후, 흰쥐를 일정한 온도(51.2℃)로 가열된 

hot plate 에 두고 손상측 발도피지연시를 측정하

다. 이때 흰쥐가 이동하기 해 발을 떼는 것은 측정에

서 제외하 고, 조직 손상을 방하기 해 30  이내

에서 측정을 실시하 다.

4.2 보행 추적 분석
손상 후 7일, 14일에 흰쥐를 상으로 Dellon과 

Mackinnon 등(1989)이 사용한 족  분석을 변형하여 

용하 다. 흰쥐의 족 면에 먹물을 묻힌 후, 바닥에 

흰색 종이가 깔린 길이 80㎝, 폭 7㎝, 높이 10㎝의 통로

를 통해 걷도록 함으로써 족 을 기록하 다. 통로의 

진행방향 끝에는 암실을 제작하여 실험동물이 방으

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먼  흰쥐가 통로의 

방향을 익히도록 2회 걷도록 한 이후에 3회씩 반복하여 

족 을 기록하 다. 실험동물로부터 기록한 족 의 분

석을 하여 뒤꿈치에서 세 번째 발가락까지 거리

(plantar length: PL),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의 거리(toe spread: TS), 두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

이의 거리(intermediary toe spread: IT)를 측정하고, 측

정한 값으로부터 좌골신경기능지수를 구하 다[그림 2].

그림 2. 좌골신경기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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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역조직화학법
5.1 척수표본의 분리
실험  처치를 마친 흰쥐는 마취한 후, 흉강을 열고 

cannula를 좌심실을 통하여 오름 동맥에 삽입하고 

류수세기를 이용하여 .9％ NaCl로 류수세 하 다. 이

어서 4％ paraformaldehyde을 이용하여 류고정을 실

시하고 척수를 출 하 다. 출한 흰쥐의 척수는 24

시간 동안 4％ paraformaldehyde으로 후고정을 실시하

고, 미세 단기 사용시 빙결을 방지하기 해서 25％ 

sucrose에 하루 동안 4℃ 냉장보  하 다. 

5.2 척수표본의 제작
조군, TENS군과 EA군으로부터 분리한 요수 팽

부의 척수 조직은 -30℃로 냉동시킨 상태에서, 미세

단기를 사용하여 30㎛ 두께로 횡단 단하 다. 단된 

척수 표본은 10mM phosphate buffer solution에 침수

시켜 4℃로 냉장 보 한 후 24시간 이후에 실험에 이용

하 다.

5.3 면역조직화학법
요수 분 (L4-6)의 후각부에서 c-fos 면역반응성을 

찰하기 하여, 10mM PB에 냉장 보 한 척수 표본

에 rabbit polyclonal anti-c-fos(Sigma, U.S.A)를 1:200 

농도로 실온에서 24시간동안 처리하 다. 일차항체 처

리 후, biotinylated anti-rabbit IgG(Vector Lab, Inc., 

U.S.A.)를 1:25의 농도로 각각 90분간 처리하고, 이후에 

Vectastatin Elite ABC Reagent(Vector Lab, Inc., 

U.S.A.)를 이용하여 3차 항체를 1시간 동안 처리하 다. 

항체 처리과정 사이에서는 10 mM PB를 이용하여 10분

씩 3회 수세하 다. 항체 처리가 종료된 척수표본에 

하여 .3％ DAB(3, 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를 처리하여 발색 반응을 유도하고 

증류수로 10분씩 3회 수세하 다. 70%, 80%, 90%, 

95%, 100% 알코올에 담가 탈수시키고 xylene에 담가 

청명의 과정을 거친 후 입제를 이용하여 구표본을 

제작하 다.

6.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처리는 SPSS 도용 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면역조직화학  찰은 학 미경(BX50, Olympus, 

Japan)에 장착된 CCD 카메라와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

시켜 Image-Pro Plus 도용 4.0β 로그램을 사용하

여 c-fos의 면역반응을 찰하 다. 각 집단 내의 변인

에 따른  발도피지연시, 좌골신경기능지수와 c-fos 면

역반응 변화를 비교하기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은 Duncan

의 다 범 검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통계학  유

의수  α=.05로 하 다. 

Ⅲ. 결 과

1. 행동학적 검사
1.1 핫플레트 검사
각 그룹에서 측정된 발도피지연시를 분석한 결과 손

상 후 1일에는 세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지만, 손상 후 7일, 14일에서 조군은 TENS군과 

EA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짧은 발도피지연시를 나타냈

지만, TENS군과 EA군은 유의한 차이가 찰되지 않

았다[표 1].

표 1. 핫플레트 검사 결과
단위:초

조군 TENS군 EA군

1일군 4.31±.33a 3.21±.25b 3.29±.38b

7일군 6.27±.29a 7.45±.49b 7.34±.55b

14일군 9.01±.42a 8.89±.65a 9.04±.70a

각 수치는 평균±표 편차로 나타냄. 각각의 다른 

첨자는 Duncan의 다 범 검정에 의해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냄(p<.05).

표 2. 핫플레트 검사 결과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1일 3.264 2 1.632 .717
7일 23.153 2 11.577 7.062
14일 22.322 2 11.161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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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행 추적 분석
각 그룹에서 족 분석을 통한 좌골신경기능지수를 

분석한 결과 손상 후 7일, 14일 시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TENS군과 EA군 모두 손상 후 7

일, 14일 시 에서 조군 보다 높은 좌골신경기능지수

를 보 다[표 3]. 

표 3. 보행추적분석 검사 결과
조군 TENS군 EA군

7일군 -66.69±17.10 -55.83±17.22 -56.76±13.73
14일군 -57.52±11.74 -47.26±17.46 -48.82±14.59

각 수치는 평균±표 편차로 나타냄.

표 4. 보행추적분석 검사 결과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1주 802.495 2 410.247 .251
2주 672.530 2 336.265 .458

2. c-fos의 면역반응성 비교
손상 후 1일, 7일, 14일에 분리한 요수 표본에 하여 

면역조직화학법을 용하여 조직학  소견을 비교 

찰하 다. 손상 후 1일 시 에 c-fos의 면역반응을 찰

한 결과, 요수의 Lamina Ⅰ～Ⅲ 역에서 조군에서

는 강한 양성반응(+++)이 TENS군과 EA군은 간 양

성반응(++)을 보 다[그림 3][표 5]. 손상 후 7일 시 에

서 조군은 약한 양성반응을(+), TENS군과 EA군에

서는 매우 약한 양성반응(±)을 보 다[그림 3][표 5]. 손

상 후 14일 시 에서, 조군은 매우 약한 양성반응(±)

을, TENS군과 EA군은 음성반응(-)을 보 다[그림 3]

[표 5].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을 용함으로써 조

군에 비하여 감소된 c-fos 면역반응성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표 5. c-fos 면역반응성
조군 TENS군 EA군

1일군 +++ ++ ++
7일군 + ± ±
14일군 ± - -

-: 음성반응, ±: 약한 양성반응, +: 양성반응; 
++: 중간 양성반응, +++: 강한 양성반응

Ⅳ. 고 찰

말 신경계의 손상이나 질환은 말 신경 자체의 병

변, 척수의 병변과 뇌신경핵의 병변으로 생길 수 있는

며, 그  60～70％는 말 신경 자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에 들어서면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 증가로 인하여 외상성 말 신경 손상도 증가하고 있

다[16]. 말 신경계는 손상 받으면 척수내의 신경연

이 감소하고 척수의 후각신경세포에서는 척수신경 을 

경유하는 연 손상과 각신경세포내 α-운동신경세포

의 손상으로 인해 감각입력과 운동출력을 감소시키고, 

척수의 통합기능을 하시켜 감각, 운동  자율신경 

기능이 감소하게 된다[17]. 한 여러 연구에서 좌골신

경의 결찰시 흰쥐 요수 후각 lamina Ⅰ～Ⅲ의 신경세포

의 변성[18], 좌골신경 단을 유도시킨 흰쥐의 단측 

요수 신경 의 15～30％의 세포소실과 L2～6의 내측 

 lamina Ⅰ～Ⅳ의 변성[19]을 찰하 고, 척수 후각

에서 신경 달억제물질인 GABA의 감소와 세포외액에

서 신경 달물질인 아스 라진산(aspartate)과 루타

민산(gluatmate)의 증가를 보고하 다[6]. 

Hunt 등 (1987)은 처음으로 유해 자극이 척수 후각 

신경원의 c-fos mRNA를 발 시키고, 그 2시간 후에는 

c-fos 단백질이 발 되며 이를 면역조직화학  방법으

로 염색할 수 있다고 발견하 다. 이후로 여러 연구가

들은 다양한 유해자극 후 척수 후각의 시냅스후 신경원

에서 c-fos가 발 됨을 보고하 다[12][21]. 최근 통증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정하는 방법 에 조기발 유

자 c-fos의 생산물질인 c-fos 단백질을 면역조직화학

으로 찰하는 형태학  검정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

고 있다[22-24]. 본 실험에서도 좌골신경 압좌손상 후 

통증 감소를 한 침자극과 경피신경 기자극의 효

과를 표 인 통증 기  지표물질인 c-fos 단백질에 

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찰

하 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유해자극을 가한 후 

c-fos가 lamina Ⅰ, Ⅱ와 Ⅴ, Ⅹ에서 발 한다고 하 는

데 [12][21], 본 연구에서도 좌골신경 압좌 손상으로 통

증을 유발시킨 후 요수 천층부 에서 면역반응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손상 후 1일 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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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군 1일 TENS군 1일 EA군

7일 조군 7일 TENS군 7일 EA군

14일 조군 14일 TENS군 14일 EA군

그림 3. 요수 후각 천층의 c-fos 면역반응( ― : 100㎛, ↑ : 발현부위)

서 각 군에서 가장 강한 면역조직화학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된 반응을 찰할 

수 있었으며 조군보다 TENS군과 EA군에서 감소된 

반응을 찰할 수 있었다.

말 신경 재생에 한 부분의 연구는 조직학 , 형

태학  그리고 기생리학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이런 정보는 기능 회복에 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고 장기간의 기능회복에 한 연구에 합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행동학  연구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25]. 감각신경의 회복을 평가하는 방법  pinch 

test와 도속도 검사 등은 침습 (invasive)이므로 장

기간 연구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침습 인 도피 

검사를 이용하여 통증 정도를 평가하 다. 신경손상 후 

운동신경 회복의 평가에는 쥐의 족 을 분석한 보행 패

턴이 운동신경 회복의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다[9][26-29]. De Medinaceli 등 (1982)에 의해 개발된 

좌골신경기능지수는 쥐의 좌골신경의 여러 다른 병변

과 치료법에도 형태학 인 연구와 상 계가 있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 다[30-31]. 

본 연구는 흰쥐를 상으로 좌골신경 압좌손상 후 

침자극과 경피신경 기자극 용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진통효과와 기능회복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았

다. 이를 해 먼  좌골신경 압좌손상이 유발된 흰쥐

에게 침자극과 경피신경 기자극을 1일, 7일, 14일 동

안 용하여 통증 평가로 핫 트 검사를 통해 발도피

지연시를 측정하 고, 운동신경 회복 평가로 족  분석

을 통한 좌골신경기능지수로써 운동신경 회복을 평가

하 다. 그 결과 발도피지연시는 손상 후 1일 시 에서

는 각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손상 후 7

일, 14일 시 에서  TENS군과 EA군이 조군보다 유

의하게 증가하 다. 좌골신경기능지수는 손상 후 1일 

시 에서는 좌골신경 압좌손상으로 인해 보행시 발등

을 이용하여 끄는 보행(antalgic gait)을 하므로 족 을 

얻을 수 가 없었고[32], 손상 후 7, 14일 시 에서 

TENS군과 EA군에서 조군 보다 좌골신경기능지수

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증가한 것으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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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자극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자극을 

용한 실험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추후에 더 많은 연구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 신경 손상 후 시행하는 물리치료  하나인 기

자극치료는 근섬유, 운동신경  감각신경을 직․간

으로 자극시켜 말 로의 원심성 자극과 추로의 구

심성 자극을 인 으로 유발해 말 신경과 척수에서 

신경가소성을 일으킨다[33]. 연 기능강화는 연  세

포에서의 신경 달물질 분비증가[34]와 연 후 세포에

서의 자극에 해 발생하는 활동 압의 증가로 나타나

는데[35], 기자극은 연 부에서 신경 달물질의 분비

를 증가시키고 감각신경, 운동신경의 흥분성 후연

를 증가시켜 연 가소성을 유발하고 신호 달을 

진시킨다[36]. 한 기자극은 신경성장인자의 발 을 

증가시키고 축삭재생과 척수에서의 신경가소성을 진

시켜 운동신경 회복에 여한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흰쥐를 상으로 좌골신경 압좌 손상을 유

발하고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자극의 효과를 알아보

기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좌골신경 압좌 손상 후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자극을  용한 결과 실험군

의 발도피지연시 증가, 좌골신경지수 증가, c-fos 발

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말 신경 손상모델에서 통

증완화  기능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경피신경 기자극과 침자극이 

말 신경손상 환자의 통증완화와 기능회복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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