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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e Stimulation at LI11 Suppresses Seizure and 
Apoptosis in Hippocampi on an Epilepsy Mou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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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LI11 has been known to suppress epileptic seizure. Using an mouse epilepsy model, we investigated whether 

acupuncture stimulation at LI11 can suppress kainic acid(KA)-induced epileptic seizure and apoptosis in the mouse hippocampus. 

Methods : Eight-week-old male C57/BL6 mice(20∼25 g) were given acupuncture at LI11 or ST36 once a day for 3 days. After the 

last acupuncture stimulations, KA(30 mg/kg) was injected intraperitoneally and the degree of seizure was observed for 90 minutes. 

Twenty-four hours after KA administration, mice were sacrificed and the neural cell death, astrocyte activation and caspase-3 

expression in their hippocampi were investigated. Results : Acupuncture stimulation at LI11 suppressed KA-induced epileptic 

seizure, neuronal cell death, astrocyte activation and caspase-3 expression. Conclusions : Acupuncture stimulation at LI11 

decreases the KA-induced epileptic seizure and protects hippocampal cell death via regulating astrocyte activation and caspase-3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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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질은 병적 뇌신경원의 발작적인 과도한 방전으로 인하여 반복

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이다1,2). 발생률은 연간 

10,000명당 5∼7명이고, 신생아와 65∼70세 이후 노인에서 높게 

나타나며, 평생 유병률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따른 큰 차이 없

이 5% 정도로 비슷하고, 간질환자의 사망률 또한 일반인보다 2∼3

배 높다1). 간질은 발병 부위에 따라 측두엽 간질, 전두엽 간질, 후두

엽 간질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측두엽 간질은 성인에게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간질이며, 효과적인 약물요법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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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난치성 간질로 분류된다3).

치료가 쉽지 않은 측두엽 간질을 연구하기 위하여, 동물에게 

pilocarpine, kainic acid, kindling 등으로 측두엽 간질을 유발한 

동물 모델을 사용한다. 그 중 kainic acid(KA)는 glutamate 유사 

화합물로, 체내에 들어오면 경련 발작을 일으키고, 해마 신경세포

를 파괴하고 해마 경화증을 유발하며, 뇌에 염증을 유발하는 등 그 

병리 기전이 측두엽 간질과 매우 유사하기에 측두엽 간질 연구에 

널리 사용된다1,4).

한의학에서 간질은 癲癎, 癎厥, 癲疾, 癎症 등에 포함되며, 그 

원인은 선천적인 心虛 및 心氣不足, 風寒暑濕, 驚恐, 飮食餓飽 등으

로 매우 다양하나 痰, 火, 驚의 세 가지 素因을 기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5).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痰이 발생하면 이것이 心胸, 

心竅 및 經脈을 閉塞하여 간질발작이 일어나며, 心虛, 腎虛, 氣虛 

등 인체가 虛한 상태일 때 간질이 자주 발병하게 된다5).

침은 한의학적 간질 치료법 중 하나로 수천 년 간 사용되어 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적 간질 치료에 침술을 응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6), 침을 이용한 간질 치료법 연구 또한 증가하

는 추세이다. Yongxia7)와 Zhuang 등8) 침이 간질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Mao 등9)도 서양 간질 치료약물의 

단독투여보다 침과의 병행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임상 연구 결과

를 발표하는 등 임상 연구에서 간질에 대한 침의 치료 효과를 긍정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Dos Santos 등10)과 Jin 등11)은 동물실

험을 통하여 침이 간질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KA로 유도된 간질 동물 모델을 이용한 침의 간질발작 억제 효과 

연구의 경우, 少府 刺鍼이 간질발작을 억제하고 해마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염증 발생을 억제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2-15).

曲池(LI11)는 手陽明大腸經의 合土穴, 自經補穴, 十三鬼穴 중 鬼

腿이자 中風七處穴 중 하나로16), 간질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

져 있는 경혈 중 하나이며, 실제로 많은 문헌에서 曲池가 간질 치료

에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鍼灸甲乙經에서는 ‘驚狂, ……

癲疾吐舌, 曲池主之.’라 하였고17), 千金要方에서는 ‘配少澤, 治瘈
瘲癲疾’이라 하였으며18), 鍼灸大成에서는 曲池의 주치에 瘈瘲癲

疾을 함께 기술하는 등19) 다양한 문헌에서 曲池를 간질의 치료혈로 

언급한 것을 볼 때, 曲池는 임상에서 간질 치료에 자주 응용된 것으

로 판단된다. 足三里(ST36)는 足陽明胃經의 合土穴, 自經補穴이자 

中風七處穴 중 하나로, 祛濕, 安神하는 효능이 있는 經穴이다16). 하

지만 曲池 및 足三里의 간질발작 억제 효과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

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KA로 유발된 측두엽 간질발작 동물 모델을 사용

하여 曲池 및 足三里 刺鍼이 해마 신경세포 파괴 억제와 염증반응

에 관여하여 측두엽 간질발작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유의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20∼25 g의 8주령 C57/BL6계 수컷 검정 생쥐

(오리엔트바이오, 한국)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1주일 전부터 한국 

실험동물 관리 수칙(Guidelines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에 따라 실온(22±3oC)에서 12시간씩 낮과 밤

이 바뀌는 환경에서 물과 음식(실험동물용 쥐사료, 에그리브랜드퓨

리나코리아, 한국)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주어 실험기간동안 스트레

스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2. 실험군 분류 및 침치료

동물을 군당 6마리씩 무작위로 saline군, KA군, KA+LI11군, 

KA+ST36군의 네 군으로 나누었다. 침치료는 1일 1회씩 총 3일간 

3회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실시하였다. 생쥐가 움직

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KA+LI11군은 양측 曲池에, KA+ST36군

은 양측 足三里에 刺鍼하였다. 0.18×8 mm 규격의 침(동방침구사, 

한국)을 1 mm 깊이로 刺鍼하였으며, 2 Hz의 속도로 30초 동안 

60회 염전하였으며, 좌측을 먼저 刺鍼한 후 우측을 刺鍼하였다. 

Saline군과 KA군은 침 시술을 받은 군과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위하여, 침 시술을 받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2분 동안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풀어주었다.

3. KA 주입

마지막으로 침 처치 30분 후, 동물들의 복강에 30 게이지 BD 

ultra-Fine II insuline syringe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 또는 KA를 

주입하였다. Saline군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복강에 30 mg/kg의 

농도로 생리식염수에 용해시킨 KA를 주입하였으며, saline군은 같

은 부위에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

4. 행동실험

KA 주입 직후부터 간질발작의 심한 정도를 보기 위해 생쥐들의 

행동 변화를 90분 동안 관찰하였다. 발작의 정도는 Morrison 등20)

의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화했다. 이 점수는 0에서부터 7까지 있는

데, 정상은 0점, 걷거나 돌아다니나 행동이 느려지면 1점,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면 2점, 반복적으로 긁거나 빙빙 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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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kainic acid(KA)-induced 
behavior seizure.  
Acupuncture stimulation at LI11 suppresses the degree of 
KA-induced seizure.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EM.
KA, KA-injected group; KA+LI11,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at LI11 group;  KA+ST36,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at ST36 group. *p＜0.05 vs. KA group; #p＜0.05 vs. 
KA+ST36 group.

고개를 끄덕거리는 행동을 하면 3점, 앞다리의 경련이 일어나거나 

강직성간대발작이 일어나면 4점, 10분간 앞다리의 경련 또는 강직

성간대발작이 2회 이상 일어나면 5점, 강직성간대발작이 심하게 발

생하여 데굴데굴 구르거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6점, 사망 시 

7점을 부여한다. 행동실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사람이 

간질발작의 정도를 시간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두 사람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행동실험 결과값으로 하였다.

5. 조직 절편

KA 주입 24시간 후, 생쥐의 뇌를 적출하였다. 생쥐들은 ethy-

lether로 마취된 후 0.05 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로 

관류하여 체내의 혈액을 제거시켰으며, 0.1 M phosphate buffer

에 4% paraformaldehyde(PFA)를 녹인 용액을 관류시켜 조직을 

고정시켰다. 그 후 생쥐의 뇌를 적출하여 하루 동안 PFA에 담가 

조직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30%의 sucrose 용액에 담근 후 조직을 

절편할 때까지 4oC 냉장 보관하였다. 뇌 조직은 40μm의 두께로 

Cryotome을 사용하여 절편하였으며, 조직 중 해마 부분(-1.82∼ 

-2.06 mm from the bregma)을 선정하여 이 부위를 주로 사용하

였다. 

6. Cresyl violet staining

우선 신경세포들의 손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esyl violet 

staining을 실시하였다. 조직들을 silane-coated slide에 올려놓은 

후 공기 중에서 건조시키고 1% cresyl violet 용액에 1분간 담갔다. 

그 후 cold tap water에 담근 후 1% acetic acid 용액에서 10초간 

세척하였다. 그 후 50%, 70%, 80%, 90%, 95%, 95%, 100%, 100% 

알코올에 순차적으로 담가 탈수시킨 후, 100% xylene에 넣고 

mounting fluid를 이용하여 커버글래스를 붙였다. 현미경(Olym-

pus BX51, Japan)과 카메라(Olympus DP70, Japan)를 이용하여 

해마의 CA3 부위를 촬영하였다. 해마 신경세포의 파괴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image-pro plus 5.1(Media cybernetics, MD,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A3 부위 중 pyramidal cell layer의 optical 

density를 측정하고, 군별로 이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7. 면역조직염색화학법(Immunohistochemistry)

Glial fibric acid protein(GFAP) 및 caspase-3의 발현을 보기 

위하여 면역조직염색화학법을 실시하였다. GFAP(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 또는 caspase-3(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일차 항체를 0.05 M PBS

에 희석한 용액에 1：1,000의 비율로 희석시키고, 조직과 4oC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0.05 M PBS로 5분간 3번씩 세척한 

후, 이차 항체인 biotinylated anti-mouse 또는 anti-rabbit IgG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CA)를 조직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Avidin Biotin Complex(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CA)를 만들어 상온에서 1시간 동

안 반응시켰다. 이것을 diaminobenzidine을 이용하여 5분간 발색

시키고, 조직을 슬라이드에 부착한 후 알코올을 이용하여 탈수시켰

으며, mounting fluid를 이용하여 커버글래스를 붙였다. 현미경

(Olympus BX51, Japan)과 카메라(Olympus DP70, Japan)를 이

용하여 해마를 촬영한 후, Image-pro plus 5.1(Media cyber-

netics, MD,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A3 부위의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GFAP 및 caspase-3의 발현량을 평가하였다. 

8.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모든 통계는 the 

Prism 5 for Windows(Graph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한 후 Neuman-Keuls post-hoc test

를 사용해 그룹 간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p값이 

0.05보다 적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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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kainic acid(KA)-induced cell
death in the CA3 region of the hippocampus. 
The neuronal destruction was observed in the CA3 region of KA
group, but acupuncture stimulation at LI11 suppressed it. Scale 
Bar represents 200μm.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SEM. Saline, saline-injected group; KA, KA-injected group; 
KA+LI11,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at LI11 group; 
KA+ST36,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at ST36 group.
*p＜0.05 vs. saline group; #p＜0.05 vs. KA group; $p＜0.05 vs.
KA+ST36 group.

Fig. 3.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kainic acid(KA)-induced 
astrocyte activation in the CA3 region of the hippocampus. 
The astrocyte activation increased in KA group, but acupuncture
stimulation at LI11 suppressed it. Scale Bar represents 200μm.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EM. Saline, saline-injected
group; KA, KA-injected group; KA+LI11, KA-injected and acu-
puncture treated at LI11 group;  KA+ST36, KA-injected and acu-
puncture treated at ST36 group. *p＜0.05 vs. saline group; #p＜
0.05 vs. KA group; $p＜0.05 vs. KA+ST36 group.

결    과

1. 曲池 및 足三理 刺鍼이 KA로 유도된 간질발작에 미

치는 영향

KA 주입 후, KA군, KA+LI11군과 KA+ST36군의 간질발작 정도

를 Morrison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KA군에 비하여 KA+LI11군의 간질발작 정도가 낮았으며, KA+ 

LI11군은 KA 투여 50, 70, 80분 후 KA군에 비하여 유의하게(p

＜0.05), 그리고 KA 투여 80분 후 KA+ST36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p＜0.05) 간질발작이 억제되었다(Fig. 1). Saline군의 경우 간질발

작이 일어나지 않았다.

2. 曲池 및 足三理 刺鍼이 KA로 유도된 해마 신경세포

의 소실에 미치는 영향

KA 주입 24시간 후, CA3 부위 pyramidal cell layer의 파괴정

도를 비교한 결과 saline군(100.00±2.28%)에 비해 KA군(82.10± 

1.75%, p＜0.05) 및 KA+ST36군(91.15±2.98%, p＜0.05)이 유의

하게 소실되었으나, KA+LI11군(99.84±2.03%)의 경우 KA군(p＜ 

0.05)과 KA+ST36군(p＜0.05)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소실이 적었

다(Fig. 2).

3. 曲池 및 足三理 刺鍼이 KA로 유도된 성상교세포 발

현에 미치는 영향

KA주입 후 GFAP 발현량을 통하여 성상교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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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kainic acid(KA)-induced 
caspase-3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The caspase-3 expression increased after KA administration, but
acupuncture stimulation at LI11 suppressed it. Scale Bar re-
presents 200μm.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EM.
Saline, saline-injected group; KA, KA-injected group; KA+LI11,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at LI11 group;  KA+ST36, 
KA-injected and acupuncture treated at ST36 group. *p＜0.05 vs.
saline group; #p＜0.05 vs. KA group; $p＜0.05 vs. KA+ST36 
group.

조사한 결과, KA 주입 24시간 후, saline군(100.00±6.48%)에 비

해 KA군(143.01±1.06%, p＜0.05) 및 KA+ST36군(135.70± 

10.73%, p＜0.05) 모두 GFAP가 유의하게 발현되었으나, KA+ 

LI11군(111.23±4.21%)의 경우 KA군과 KA+ST36군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p＜0.05) 발현이 억제되었다(Fig. 3). 

4. 曲池 및 足三理 刺鍼이 KA로 유도된 caspase-3 발

현에 미치는 영향

KA 주입 24시간 후, 해마 CA3 부위 신경세포에서 세포사멸과 

관련된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caspase-3의 발현량을 조사한 결과, 

saline군(100.0±2.18%)에 비해 KA군(113.49±2.85%) 및 KA+ 

ST36군(112.01±1.33%) 모두 caspase-3 발현의 유의한(p＜0.05)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KA+LI11군(102.47±4.37%)의 경우 KA군

과 KA+ST36군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p＜0.05) 발현이 억제되었

다(Fig. 4).

고    찰

간질은 일반인의 약 3%가 일생에 1회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며, 간질 환자의 신체 손상 및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기

에1)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질환이다. 간질의 원인은 대사

질환, 머리외상, 중추신경계 감염, 뇌종양, 뇌혈관 질환 등 매우 다

양하다. 간질 환자의 70% 정도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발작이 완

화되지만, 30% 정도는 증상이 유지되거나 악화되기에 항간질약을 

복용하게 된다. 하지만 약물 복용 시 약물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치은증식증(gingival hyperplasia), 메스꺼움 및 구

토 등의 위장장애,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6) 

간질 환자의 삶의 질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 침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내성이 유발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에 간질 치료에 침술을 응

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6).

한의학에서 간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馬王堆 漢墓(B.C 168)에

서 출토된 의서 중 하나인 五十二病方에서 ‘癎者 身熱而數驚 頸

脊强而腹大’라고 간질의 증상을 설명한 것이다21). 이후, 黃帝內徑

에서 ‘癲疾始作先反僵因而脊痛’22), 諸病源候論에서 ‘其發之狀 

或口眼相引而目睛上搖 或手足掣縱 或’背脊强直 或頸項反折’23) 등 

많은 의서에서 증상 및 원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간질의 원인

은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으며,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한 간질의 예로는 胎癎이 있고, 후천적 요인

은 痰․火․驚의 세 가지로 대별되고 있는데5,24), 이것은 醫學入門에

서 ‘內傷最多 外感極少 蓋傷飮食積爲痰火 上迷心竅 驚恐憂怒 則火

盛神不守舍 舍空痰塞 … 其實痰火與驚三者而己 肥人多痰 … 瘦人

火盛’라 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25). 

手陽明大腸經은 從手走頭, 屬大腸絡肺하고 足陽明胃經은 從頭

走足, 屬胃絡脾하는 經脈이다. 이 두 經脈은 消化系疾患, 呼吸系疾

患, 熱性疾患, 燥濕不調 등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熱 

및 痰濁으로 인한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16). 曲池는 手陽

明大腸經의 合土穴이자 自經補穴로, 疏風解表, 淸熱解毒, 淸泄腸胃

濕熱, 扶補正氣, 調理氣血, 淸心化痰, 安神定驚, 祛風濕, 通絡止痛의 

효능이 있고, 十三鬼穴의 하나로서 鎭靜의 효능이 있으며16), 足三

里는 足陽明胃經의 合土穴, 自經補穴이자 中風七處穴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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祛濕, 安神하는 효능이 있기에 熱 및 痰濁으로 인한 신경정신질환

을 치료할 수 있다16). 의서에 언급된 曲池와 足三里의 적용 질환을 

살펴보면, 曲池의 경우 鍼灸甲乙經에서는 ‘驚狂, ……癲疾吐舌, 

曲池主之.’라 하였고17), 千金要方에서는 ‘配少澤, 治瘈瘲癲疾’이

라 하였으며18), 鍼灸大成에서는 曲池의 주치에 瘈瘲癲疾을 함께 

기술하는 등19) 많은 의서에서 曲池가 간질발작의 치료에 사용되었

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足三里의 경우 鍼灸甲乙經에서는 

“痙身反折, 口噤”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鍼灸摘英集에서는 “風

癎, 熱病心風, 驚悸”에 사용한다고 하였다16).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는 曲池와 足三里가 신경정신질환 중 하나인 간질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간질 치료 경혈로 선정했으며 

두 경혈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KA로 유도된 간질발작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사람의 측두엽 간질

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유사하게 해마의 신경세포파괴와 성상교세

포 활성화가 나타난다. 이는 KA가 세포체의 수상돌기에 위치한 

glutamate receptor에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되고, 신경세포에 칼슘

을 과도하게 유입시켜 신경전달 신호체계의 이상을 발생시켜 간질

발작 행동을 유도하게 되며, 또한 과도한 칼슘 유입으로 인해 신경

의 탈분극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염증, 부종, 파

괴 및 성상교세포의 활성화가 나타난다3,4). 본 연구에서는 KA 투여

가 동물에서 간질발작을 일으키며, 해마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해마 

내 성상교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曲池 刺鍼

이 KA로 인한 간질발작 및 해마의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성상교세포의 활성화는 임상에서 간질발생과 측

두엽 간질의 진행에 기여하는 염증유발의 주요인자 증가와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3), 曲池 刺鍼이 성상교세포의 활성화

를 억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임상에서도 간질 환자의 치

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암시한다.

Caspase-3는 단백질 분해 효소 중 하나로, 세포 사멸에 직접적

으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曲池 刺鍼이 KA 

투여로 인한 caspase-3 발현량의 증가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는데, 

이는 曲池 刺鍼이 KA 투여로 인한 해마 신경세포의 파괴를 억제하

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다만 caspase-3는 활성

화되어야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데, 본 실험에서 KA 투여로 증가된 

caspase-3가 활성화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물

론 KA 투여로 인해 해마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caspase-3가 증가

하였고, 曲池 刺鍼이 KA로 인한 해마 신경세포의 파괴를 억제하면

서 동시에 caspase-3의 발현을 억제했다는 점을 볼 때 曲池 刺鍼의 

caspase-3 억제 효과가 해마 신경 세포의 보호와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KA로 유도된 간질 동물 모델에서는 曲池 刺鍼

이 足三里 刺鍼보다 간질발작 억제 효과 및 해마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질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

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며, 발병 부위에 따라 측두엽간질, 전두엽간

질, 후두엽간질로 나뉘는 등 그 발병 기전은 매우 다양하다. 본 실

험에 사용된 동물 모델은 KA라는 단일 물질을 투여하여 측두엽간

질의 양상과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도록 유도한 것이기에 모든 간질

발작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렇기에 足三里 刺鍼이 간질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 모델은 측두엽간질과 유사한 질병 양상을 보이므로, 

足三里 刺鍼이 측두엽간질에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KA 투여는 간질발작을 일으키고 해마 CA3 부위의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해마 내 성상교세포를 활성화하며 caspase-3

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KA로 인한 간질발작 및 해마 내 신

경세포의 파괴를 침 치료가 억제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曲池 및 足三里에 KA 투여 전 3일간 刺鍼하였으며, 그 결과 曲池 

刺鍼은 간질발작을 유의하게 억제하지만 足三里 刺鍼은 유의한 개

선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KA로 유도된 간질

발작에 대해서는 曲池 刺鍼이 足三里 刺鍼보다 보다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임상에서도 曲池 刺鍼이 간질발

작 억제에 우수한 효과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임상 연구가 필

요하다.

결    론

KA로 유발된 간질발작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曲池 및 足三理 

刺鍼에 따른 간질의 치료 효과 및 기전을 비교하고자 연구를 수행

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KA로 유발된 생쥐의 간질발작 정도를 Morrison의 방법을 이용

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  曲池 刺鍼이 간질발작을 유의하게 억제

하였다.

2. KA는 해마 CA3 부위 pyramidal cell layer의 파괴에 대하여 

曲池 자침군은 대조군과 足三里 자침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소실

이 적었다.

3. KA로 유발된 CA3 부위 성상교세포의 활성에 대하여 曲池 자침

군은 대조군과 足三里 자침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4. KA로 유발된 CA3 부위 신경세포에서 caspase-3의 발현 증가에 

대하여 曲池 자침군은 대조군과 足三里 자침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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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曲池 刺鍼은 KA로 유발된 동물 간질 모델

에서 나타나는 해마 신경세포 파괴 및 염증관련 인자를 억제함으로

써 간질발작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曲

池 刺鍼이 측두엽 간질 치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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