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29, No.3, pp.396∼405, 2012

- 396 -

⋅Corresponding author: Hi-Joon Park,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435, Fax: +82-2-966-4237
E-mail: acufind@khu.ac.kr

  Seung-Tae Kim, Division of Meridian and Structur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626-870, Korea

  Tel: +82-51-510-8473, Fax: +82-51-510-8437
  E-mail: kimst@pusan.ac.kr
⋅Received August 13, 2012, Revised August 31, 2012, 
Accepted September 3, 2012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No. 
2010-0021190 and 2005-0049404).

癎疾 動物 모델을 이용한 府穴의 癎疾發作  海馬의 
炎症 억제 效果 檢證

두아름1,2ㆍ김승남1,2ㆍ인창식2ㆍ김연정3ㆍ이혜정1,2ㆍ김승태4ㆍ박히 1,2

1
경희 학교 한의과 학 경 학교실, 경희 학교 

2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3
간호과학 학, 

4
부산 학교 한의학 문 학원 경락구조의학부

Acupuncture Treatment at HT8 Supresses Seizure and Inflammation in 
Hippocampi on an Epilepsy Mice Model

Ah-Reum Doo1,2, Seung-Nam Kim1,2, Changshik Yin2, Yeonjung Kim3, Hyejung Lee1,2, 
Seung-Tae Kim4, Hi-Joon Park1,2

1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2Acupuncture & Meridian Science Research Center, 
3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4Division of Meridian and Structur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o confirm whether acupuncture can suppress the degree of seizure and the 
activation of astrocytes in hippocampi using kainic acid(KA)-induced epilepsy mouse model. 
Methods : 8 weeks C57BL/6 mice(20~25 g) were given acupuncture once a day at acupoint 
HT8(Shaofu) bilaterally during 2 days before KA injection. After an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30 mg/kg KA, acupuncture treatment was subsequently administered once more(total 3 
times), and the degree of seizure was observed for 120 min. The neuronal cell death, pERK 
expression, and astrocyte activation confirmed 1 hour and 24 hours after KA injection.
Results : Acupuncture treatment at HT8 suppressed KA-induced epileptic seizure. One hour 
after KA injection, the pERK expression was increased, which was reduced by the acupuncture 
treatment. Twenty four hours after injection, the treatment decreased the KA-induced 
neuronal cell death, the interleukin-1β expression and the astrocyte activation in the CA3 
region of the mouse hippocampus.
Conclusions : Acupuncture treatment at HT8 decreases the KA-induced epileptic seizure, the 
neural cell inflammation and death.

Key words : acupuncture, HT8, epilepsy, seizures, inflammation

I. 서  론

간질은 정신기능, 의식상태, 감각, 운동기능의 장

애가 돌발 , 반복 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신

경세포의 기능 이상이 돌발 으로 발생하여 나타

난다. 이 질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조  더 많이 

나타나고, 20세 이 에 첫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70% 이상이며, 유병률이 0.5% 정도이다1). 간질의 

원인은 뇌피질 이형성증, 해마 경화증, 뇌손상, 

소아 때의 잦은 열성경련 등 매우 다양하며, 종류 

한 측두엽 간질, 두엽 간질, 후두엽 간질 등 

매우 많다. 한 체질 인 차이, 환경 인 요인, 유

인 요인 한 이 질환의 발생에 많은 향을 

주게 된다.

Kainic acid(KA)는 간질 동물 실험에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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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 인 물질로,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 측두

엽 간질 발작을 유발하고 해마 신경세포를 괴시

키며, 한 뇌에 염증을 유발하여 이로 인해 성상

교세포(astrocyte)가 활성화되고 interleukin(IL)-1

β 같은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있다2,3). 

성상교세포는 추 신경계의 조직을 지지하는 세

포  하나로, 신경 세포의 물질 사에 여하며, 

상해나 염증이 있을 때에는 증식하여 세포의 회복

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는 간질을 癲癎이라 불 으며, 肝, 脾, 

腎의 三臟이 癲癎의 발병에 여한다고 알려져있

다. 구체 인 병리기 을 살펴보면, 腎虛하면 肝을 

養護하지 못하여 허약해지고, 脾虛하면 痰이 생겨 

情志가 失調하게 되어, 이러한 병리 상태가 지속되

게 되면 肝風內動으로 발 하게 되고 결국 癲癎이 

발병하는 것이다
4)
. 이러한 癲癎의 원인은 크게 痰, 

火, 驚으로 나뉘며, 그 에서도 痰과 火를 가장 기

본 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5).

침은 로부터 간질 치료의 주요 치료법  하

나로 사용되어왔으며, 최근 그 효과를 검증한 논문

들이 발표되고 있다. Yongxia6)는 침이 간질에 효과

이라는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 으며, Dos 

Santos 등7)과 Jin 등8)은 동물 실험을 통하여 침이 

간질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자들은 기존 연구에서 간질 동물 모델을 이용

하여 府(HT8) 刺鍼이 간질 발작을 억제하고 해

마의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을 보고하 으나9,10), 

간질로 인한 해마의 염증 발생 한 억제할 수 있

는가에 한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에 자는 KA

로 유발한 간질 발작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府 

刺鍼이 측두엽 간질 발작을 억제하고 아울러 해마

에서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유의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하

는 바이다.

II. 재료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  20~25 g의 C57/BL6계 수컷 

검정 생쥐(오리엔트바이오, 한국)를 사용하 으며, 

실험 1주일 부터 한국 실험동물 리 수칙

(Guidelines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에 따라 실온(22±3oC)에서 12시간씩 낮과 

밤이 바 는 환경에서 물과 음식(실험동물용 쥐사

료, 에그리 랜드퓨리나코리아, 한국)을 무제한으

로 공 해주어 실험기간동안 스트 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향을 최소화하 다. 

2. 실험군 분류  침치료

동물을 무작 로 saline군(n=10), KA군(n=16), 

KA+HT8군(n=10)의 세 군으로 나 었다. 침치료

는 KA+HT8군 동물들에게 KA 주입 이틀 , 하

루 , 그리고 주입 직후 총 3번을 오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실시하 다. 생쥐가 움직이지 않

도록 고정시킨 후 양측 府에 0.18×8 mm 규격의 

침(동방침구사, 한국)을 1 mm 깊이로 刺鍼하 으

며, 2 Hz의 속도로 30  동안 60회 염 하 다. 

府는 좌측을 먼  자침한 후 우측을 刺鍼하 다. 

Saline군과 KA군은 KA+HT8군과 동일한 스트

스를 받게 하기 하여 2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풀어주었다.

3. KA 주입

KA(Sigma, St. Louis, MO, USA)를 생리식염수

에 녹이고, 30 게이지 insuline syringe(BD, Fran-

klin Lakes, NJ, USA)를 이용하여 30 mg/kg의 분

량을 saline군을 제외한 모든 군의 생쥐 복강 내에 

주입하 으며, saline군은 같은 부 에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 다. 

4. 행동실험

KA 주입 시 을 기 으로 2분 후부터 간질발작

의 심한 정도를 보기 해 생쥐들의 행동 변화를 1

시간 동안 찰하 다. 발작의 정도는 Morrison 등
11)

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화했다. 이 수는 0에서

부터 7까지 있는데, 정상은 0 , 걷거나 돌아다니나 

행동이 느려지면 1 ,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면 2 , 반복 으로 거나 빙빙 돌거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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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끄덕거리는 행동을 하면 3 , 앞다리의 경련

이 일어나거나 강직성간 발작이 일어나면 4 , 10

분간 앞다리의 경련 는 강직성간 발작이 2회 

이상 일어나면 5 , 강직성간 발작이 심하게 발생

하여 데굴데굴 구르거나 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6

, 사망 시 7 을 부여한다.

5. 조직 편

KA 주입 1시간(saline군: n=5, KA군: n=4, 

KA+HT8군: n=4) 는 24시간 후(saline군: n=5, 

KA군: n=4, KA+HT8군: n=4), 살아남은 생쥐의 

뇌를 출하 다. 생쥐들은 ethylether로 마취된 후 

0.05 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로 류하

여 체내의 액을 제거시켰으며, 0.1 M phosphate 

buffer에 4% paraformaldehyde(PFA)를 녹인 용액

을 류시켜 조직을 고정시켰다. 그 후 생쥐의 뇌

를 출하여 하루 동안 PFA에 담가 조직을 완

히 고정시키고, 30%의 sucrose 용액에 담근 후 조

직을 편할 때까지 4oC 냉장 보 하 다. 뇌 조직

은 40 μm의 두께로 Cryotome을 사용하여 편하

으며, 조직  해마 부분(-1.82~-2.06 mm from 

the bregma)을 선정하여 이 부 를 주로 사용하

다. 

6. Cresyl violet staining

우선 신경세포들의 손상 정도를 알아보기 하

여 cresyl violet staining을 실시하 다. 조직들을 

silane-coated slide에 올려놓은 후 공기 에서 건

조시키고 1% cresyl violet 용액에 1분간 담갔다. 

그 후 cold tap water에 담근 후 1% acetic acid 용

액에서 10 간 세척하 다. 그 후 50%, 70%, 80%, 

90%, 95%, 95%, 100%, 100% 알코올에 순차 으

로 담가 탈수시킨 후, 100% xylene에 넣고 moun-

ting fluid를 이용하여 커버 래스를 붙 다. CA3 

역의 신경세포의 손상 정도 평가는 Duan이 제시

한 정량  방법으로 평가하 다. 이 방법은 정상의 

경우 0 , 핵농축이 발생한 신경세포가 10% 이하

이면 1 , 핵농축이 발생한 신경세포가 10% 과 

40% 이하면 2 , 핵농축이 발생한 신경세포가 

40% 과하면 3 , 괴된 신경세포가 10% 이하

로 찰되면 4 , 괴된 신경세포가 10% 과 

40% 이하로 찰되면 5 , 괴된 신경세포가 

40%를 과하면 6 을 부여한다
12)
.

7. 면역조직염색화학법(Immunohisto-
chemistry)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 In-

terleukin(IL)-1β, glial fibric acid protein(GFAP)

의 발 을 보기 하여 면역조직염색화학법을 실

시하 다. Phospho-ERK(pERK), IL-1β, GFAP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 일

차 항체를 0.05 M PBS에 희석한 용액에 1：1,000

의 비율로 희석시키고, 조직과 4oC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0.05 M PBS로 5분간 3번씩 세

척한 후, 이차 항체인 biotinylated anti-mouse 는 

anti-rabbit IgG(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

game, CA, USA)를 조직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Avidin Biotin Complex(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CA, USA)를 만들어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이것을 diamino-

benzidine을 이용하여 5분간 발색시키고, 조직을 슬

라이드에 부착한 후 알코올을 이용하여 탈수시켰

으며, mounting fluid를 이용하여 커버 래스를 붙

다. 미경(Olympus BX51, Japan)과 카메라

(Olympus DP70, Japan)를 이용하여 해마의 CA3 

부 를 촬 하 으며, GFAP  IL-1β의 경우 양

성 성상교세포체들의 1 mm2 당 개수를 측정하여 

발  정도를 평가하 고 pERK의 경우 Image-pro 

plus 5.1(Media cybernetics, MD, 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CA3 안쪽에 존재하는 mossy fiber 부

의 optical density를 평가하 다. 

8. 뇌 도 측정

府 자침의 간질발작 억제 효과를 정확히 확인

하기 하여 별도로 뇌 도(electroencephalogram) 

측정을 실시하 다. 생쥐를 무작 로 KA(n=6)  

KA+HT8군(n=6)으로 나 고, 뇌 도 측정용 bi-

polar screw electrode를 생쥐의 뇌에 심은 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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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eizure parameters, % of mice

Immobility
(stage 1)

Rigid
posture
(stage 2)

Repeatitive  
movements
(stage 3)

Rearing
and falling
(stage 4)

Continuous 
rearing and 

falling
(stage 5)

Severe 
tonic-clonic 
seizures
(stage 6)

Death 
in 24 h
(stage 7)

KA 100 100 100 100 100 80 50

KA+HT8 100 100 100  80  50 40 20

Table 1. The Seizure Parameters of M ice after Kainic Acid Injection

간 정상 뇌 를 측정하 다. 그 후 KA를 10 mg/ 

kg의 농도로 복강내 주입을 하고 10분 동안 뇌

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KA+HT8군은 KA 주입 

직후 府에 와 같은 방법으로 침치료를 실시하

고 난 후 뇌 의 변화를 10분 동안 측정하 다.

9.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평균±표 오차로 나타내었으며, 모

든 통계는 the Prism 5 for Windows(Graph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 로그램을 사

용하 다. Cresyl violet staining을 통한 신경세포의 

괴 정도  EEG 측정 결과는 two-paired t-test

를 시행하 으며, pERK의 발   GFAP 양성 성

상교세포의 개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한 후 Neuman-Keuls 

post-hoc test를 사용해 사후 검정하 다. 유의수

은 p값이 0.05보다 은 경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III. 결  과

1. 府 刺鍼이 KA로 유발된 간질 발작
에 미치는 향

KA 주입 후, KA군과 KA+HT8군의 간질 발작 

정도를 Morrison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

다. 모든 군이 KA 주입 후 1시간 이내에 발작의 

정도가 최 로 올라갔으며, 그 후 평가 종료시까지 

발작의 정도가 서서히 약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 KA군의 경우 모든 생쥐가 stage 5 이상의 발

작을 일으키고 50%의 생쥐는 24시간 이내에 사망

하 다. 그러나 KA+HT8군은 50%의 생쥐만 stage 

5에 도달하 으며, 20%의 생쥐만이 24시간 이내에 

사망하 다(Table 1).

2. 府 刺鍼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

KA로 인한 해마의 신경세포 괴 정도를 살펴

보기 하여 cresyl violet staining을 실시하 다. 

KA 주입 1시간 후에는 KA군의 신경세포 손상 

수는 1.05±1.27, KA+HT8군은 0.83±0.76으로 두 군 

모두 신경세포 손상이 시작된 것으로 찰되나, 두 

군 사이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KA 주입 24시

간 후에는 KA군의 신경세포 손상 수가 3.67± 

1.32 으나, KA+HT8군의 경우 2.00±1.31로 KA군

에 비하여 유의하게(p＜0.05) 수가 낮았다. 이는 

府 刺鍼이 KA로 인한 해마 CA3 부 의 신경세

포 손상을 억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Fig. 1).

3. 府 刺鍼의 pERK 발  억제 효과

pERK는 신경 달물질  하나로, KA 주입 후 

증가하며, KA로 인한 세포사멸에 여한다고 알려

진 물질이다. KA injection 1시간 후, 해마 CA3 안

에 존재하는 mossy fiber 부 의 pERK의 발 을 

조사한 결과 saline군(4.36±3.89)에 비해 KA군

(36.25±3.37, p＜0.001)  KA+HT8군(24.69±3.98, p

＜0.01) 모두 pERK가 유의하게 발 되었으나, 

KA+HT8군의 경우 KA군에 비해 유의하게(p＜ 

0.05) 발 이 억제되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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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ppocampal cell death in CA3 on 1 h 
and 24 h after kainic acid(KA) injection. Twenty- 
four hours after KA injection, the neuronal des-
truction was observed in the CA3 region of KA 
group. However, the acupuncture-treated group 
(KA+HT8) showed a substantial protective effect 
against the KA-induced destructions. 
Saline : normal saline-injected group, KA : KA-injected 
group, KA+HT8 :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group. Scale bar represents 100 μm. All data in the graph 
are presented as mean±SEM. #p＜0.05 vs. KA group.

Fig. 2.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kainic acid 
(KA)-induced pERK immunoreactivity in the mos-
sy fibers of the hippocampus. One hour after KA 
injection, the expressions of pERK were increa-
sed(black arrows). However, acupuncture treat-
ment reduced the expression of pERK in the 
same regions.
Saline : normal saline-injected group, KA : KA-injected 
group, KA+HT8 :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group. Scale bar represents 100 μm. All data in the 
graph are presented as mean±SEM. **p＜0.01, ***p＜ 
0.001 vs. saline group, #p＜0.05 vs. KA group.

4. 府 刺鍼의 IL-1β 발  억제 효과

IL-1β은 cytokine의 표 인 물질로 염증 발생

시 증가하게 된다. KA 주입 1시간 후에는 IL-1β

의 발 이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으나(data not shown), 24시간 후에는 saline군

(120.43±19.90)에 비해 KA군(329.70±15.17, p＜ 

0.001)  KA+HT8군(170.25±11.99, p＜0.05)의 성

상교세포에서 유의하게 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A+HT8군은 KA군에 비해 유의하게(p

＜0.001) 발 이 억제되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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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pression of interleukin-1 beta 24 h 
after kainic acid(KA) injection. KA increased the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but acupuncture 
suppressed the expression.
Saline: normal saline-injected group, KA : KA-injected 
group, KA+HT8 :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group, IL-1β: interleukin-1 beta. Scale bar represents 100 
μm. All data in the graph are presented as mean±SEM. 
*p＜0.05, ***p＜0.001 vs. saline group, ###p＜0.001 vs. 
KA group.

Fig. 4.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kainic acid 
(KA)-induced astrocyte expression in the CA3 of 
the hippocampus. Twenty-four hours after KA 
injection, the activations of astrocytes were in-
creased. However, acupuncture treatment at HT8 
blocked the expression. 
Saline : normal saline-injected group, KA : KA-injected 
group, KA+HT8 :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group. Scale bar represents 100 μm. All data in the 
graph are presented as mean±SEM. **p＜0.01, ***p
＜0.001 vs. saline group, ###p＜0.001 vs. KA group.

5. 府 刺鍼의 성상교세포 발  억제 
효과

KA로 인한 해마의 성상교세포 발  정도를 조

사한 결과, KA 주입 1시간 후에는 세 군 모두 유

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data not shown). 그러나 

KA주입 24시간 후, saline군(234.45±30.26개/mm2)

에 비해 KA군(665.73±28.29개/mm2)에서 성상교세

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01). KA+HT8군 

한 saline군에 비해 성상교세포의 발 이 증가되

었으나(354.73±22.33개/mm2, p＜0.01), KA군과 비

교하여 유의하게(p＜0.001) 발 을 억제하는 경향

을 보여주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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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ectroencephalography recording after
kainic acid(KA). Acupuncture stimulation at HT8
suppressed the KA-induced increase of the am-
plitude.
KA : KA-injected group, KA+HT8 :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group. #p＜0.05 vs. KA group.

6. 府 刺鍼 후 뇌 도의 변화

府의 간질발작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뇌 도를 측정하 다. KA를 주입한 생쥐에서는 주

입 직후 간질 의 양상이 발견되면서 뇌 의 진폭

이 증가하 다(217.9±17.80 μV). KA 주입 직후 

府에 刺鍼을 한 동물에서도 간질 의 양상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뇌 의 진폭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

(169.3±7.91 μV, p＜0.05, Fig. 5).

IV. 고  찰

간질은 서양의학 문헌뿐만 아니라 黃帝內經 
 수많은 한의학 의서에서도 자주 거론될 정도로 

인류 사회에 있어서 매우 흔하고 오래된 질환이다. 

간질의 종류를 살펴보면 孫思邈의 千金方에서는 

陽癲, 陰癲, 風癲, 濕癲, 馬癲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으며13), 嚴用和의 濟生方에서는 馬癎, 羊癎, 鷄

癎, 猪癎, 牛癎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는데, 모두 

증상에 따라 분류하 다는 공통 이 있다. 간질의 

원인 한 의가에 따라 다양하게 악하 는데, 嚴

用和는 濟生方에서 心因, 素因, 外因, 攝生의 네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간질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5), 

朱丹溪는 丹溪心法에서 痰涎의 壅塞으로 인해 

간질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虞搏은 醫學正傳에서 

痰因火動을 간질의 원인으로 제시하 으며14), 李挺

은 醫學入門에서 기존의 학설을 종합하여 痰, 火, 

驚을 간질의 원인으로 정리하 고
15)
, 후  의가들

은 부분 李挺의 주장을 따랐다. 간질의 발병 기

은 痰이 心胸間에 뭉치거나, 痰, 火 등이 心竅를 

막거나, 驚恐喜怒 등의 七情으로 인해 神이 정상

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며, 그 기

에 開痰鎭心神, 淸心除熱, 去痰寧心의 치법을 통하

여 치료하게 된다
16)
. 이 듯 의가들의 간질에 한 

술을 종합해볼 때 간질 발작의 병리 기 에 있

어서 心이 요한 역할을 하며, 그 기에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心病으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

성을 우선 으로 고려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질 발작의 主治 經穴을 선택함

에 있어서 手 陰心經의 經穴이 우선 으로 고려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간질 발작은 心病으로 볼 수 

있으며, 手 陰心經은 從胸走手, 屬心絡大腸하는 

經脈으로 胸心疾患, 循環系疾患, 神經精神疾患 등

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手 陰心經의 經穴 에서도 府를 간

질 발작의 主治 經穴로 사용하 는데, 그 이유는 

手 陰心經의 經穴  滎火穴인 府는 寧神志 調

心氣하며 淸熱하는 효과를 가진 經穴이며17), 간질 

동물모델에서 간질발작을 억제하고 해마신경세포

의 괴  흥분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9,10). 실험 결과 府 刺鍼이 간질 발작을 

억제하고, 간질 의 강도를 약하게 하며, 해마신경

세포의 괴  IL-1β, pERK의  성상교세포의 

발 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K는 신호 달물질  하나로 세포의 분열, 

이주, 사멸 등 거의 모든 세포의 기능에 여하며, 

growth factor, cytokine 등의 자극에 의해 pERK로 

인산화되어 체내에서 활동하게 된다
18)
. Kainic acid

로 유발한 간질동물모델에서 ERK의 활성화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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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A3의 신경세포사멸로 연결되며, 이러한 ERK

의 활성화를 억제하면 신경세포의 괴를 억제할 

수 있다19). 간질 동물 모델에 府 刺鍼을 한 결과, 

비자침군에 비하여 신경세포의 괴가 억제되었으

며 pERK의 발  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 은 이  연구에서 府 刺鍼이 glutamate 

decarboxylase를 증가시켜 KA로 인한 해마신경세

포의 흥분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고하 는데10), 이

를 고려한다면 府 刺鍼의 ERK 활성화 억제는 

직 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세포의 흥분을 억제하

는 효과로 인해 간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단

되나, 이에 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간질발작을 유발하기 하여 사용

된 KA는 해마의 신경세포 내에 들어가면 세포의 

흥분을 지속시키고 신경의 탈분극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신경세포의 염증  부종을 야기하기에 해마 

내에서 IL-1β 등 cytokine이 증가되고 소교세포

(microglia)  성상교세포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야기하며20), 이러한 KA의 해마 자극은 결과 으로 

간질발작을 유발하고 해마 신경세포를 괴한다21).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KA로 인한 해마의 세포사

멸 과정을 확인하 으며, 府에 刺鍼하는 경우 해

마에서의 IL-1β  성상교세포의 발 을 억제하

며 해마신경세포의 괴 한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府 刺鍼이 KA로 인한 해마의 염증 

 성상교세포의 증가를 억제하는 경로를 통해서

도 신경세포의 괴를 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KA 복강 내 주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간질 발작  신경세포의 괴, 그리고 ERK, IL-1β, 

성상교세포 등 염증  신경세포의 괴 유발 인

자의 증가를 府 刺鍼이 억제하 다. 이는 府 

자극이 간질로 인한 염증  신경세포의 괴 유

발 인자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발작  신경세포

의 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

과는 간질에 한 침 치료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

을 제시하나, 동물 실험과는 달리 임상에서 간질의 

원인은 뇌피질 이형성증, 해마 경화증, 뇌손상, 

독 등 매우 다양하기에, 府 刺鍼이 실제 임상

에서 어떠한 證에 효과를 보여  수 있는가에 

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KA로 유발한 간질 발작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府 刺鍼을 통한 간질의 치료 효과  기 을 알

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Morrison의 방법을 이용하여 생쥐의 간질발작 

정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府 刺鍼이 간질 발

작을 억제하 다.

2. KA는 투여 24시간 후 해마 CA3 부분의 신경세

포의 괴를 유발하 으나, 府 刺鍼이 이를 

억제하 다.

3. KA는 투여 1시간 후 해마 CA3 안쪽의 mossy 

fiber에서 pERK 발 을 증가시켰으나, 府 刺

鍼은 이를 유의하게 억제하 다.

4. KA는 투여 24시간 후 해마의 IL-1β를 증가시

켰으나, 府 刺鍼이 이를 억제하 다.

5. KA는 투여 24시간 후 해마의 성상교세포의 발

을 증가시켰으나, 府 刺鍼은 이를 유의하게 

억제하 다.

6. 府 刺鍼은 KA 주입으로 인한 뇌  진폭의 증

가를 억제하 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府 刺鍼은 KA로 유발

된 동물 간질 모델의 간질발작을 억제하고, 해마에

서 나타나는 ERK, IL-1β, astrocyte 등 염증 련 

인자의 발 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府 刺鍼이 임

상에서 간질 치료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으며, 추후 이와 련된 심도 있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여 그 효과를 입증한다면, 약물 치료

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약물에 한 거부감  

약물 부작용 등으로 간질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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