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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Acupuncture Treatment on the 
Five Transport Points of the Spleen Meridian 

in Dextran-Sulfate-Sodium-Induced-Colitis in Rats

Dong-hee Choi, Wang-in Kim, Mi-rea Kim, Dae-Hwan Youn, Chang-Su Na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of laser acupuncture to the 830 nm on the five transport points with 

the spleen meridian for treatment to intestinal disease in rat with dextran sulfate sodium(DSS)-induced colitis. Methods : Colitis was 

induced by DSS for 20 days. The laser therapy on the five transport points of spleen meridian (Laser Well Point-SP1(L-WE), Laser 

Brook Point-SP2(L-BR), Laser Stream Point-SP3(L-ST), Laser River Point-SP5(L-RI) and Laser Sea Point-SP9(L-SE) was practiced 

twice a week for 5 times. Colon length was measured using a measuring point. Histological evaluation of colitis was conducted by 

hematoxylin and eosin(H&E) staining.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was determined using western 

blotting and quantitative reverse-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pectively. Results: Colon length increased 

significantly L-BR and L-ST points after 5 times of therapy. Damage to the colonic mucosa is an integral feature of the DSS model, 

so control colonic mucosa tissue was damaged in the areas of ulceration resulting in complete epithelial loss. However histological 

damage decreased on the epithelial lining at all points. Cyclooxygenase(COX)-2 concentrations decreased in all points groups and 

Interferon(IFN)-γ increased in L-WE, L-BR, L-RI and L-SE points but L-ST was decreased when compared with control. White 

blood cell(WBC) and neutrophils(NE) decreased after the fifth acupuncture on the all points. But hemoglobin(HGB) increased after 

the fifth acupuncture on the L-WE, L-BR, L-ST and L-RI points. Also Mean corpuscular hemoglobin(MCH) and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MCHC) decreased after the fifth acupuncture on the all points.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five transport points of the spleen meridian can prevent the development of DSS-induced colitis in rat. Thereby 

suggesting that should be available for decreasing DSS-induced inflammation in a colonic mucosa of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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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Laser Acupuncture System

532 nm 650 nm 830 nm 904 nm 1064 nm

최대출력 30 mW 80 mW 80 mW 60 mW 60 mW
작동모드 연속/펄스 연속/펄스 연속/펄스 연속/펄스 연속/펄스
펄스반복률 1~300 Hz 1~300 Hz 1~300 Hz 1~300 Hz 1~300 Hz
펄스파형 사인파 사인파 사인파 사인파 사인파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Laser Acupuncture System

서    론

서양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하던 대장염이 근래 아시아에서도 급

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소화기질환 

중 염증성 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장염은 일상생활을 어렵

게 하는 출혈성 설사, 복부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

며 치료를 위한 항염증 면역억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장 절

제술 등이 시행되고 있다1). 장 점막 안에서 구조적 손상이 있을 

때 수분 및 전해질의 흡수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혈액성분이 장관

내로의 삼출 때문에 설사가 일어나게 된다2).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대장염은 혈변, 점액변, 복통, 이급후중 

등의 임상 증상으로 보아 설사, 이질, 변혈, 장벽 등의 범주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3). 병인은 습열, 비신양허, 비허, 신허, 간비불화, 

혈어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대장습열과 비신양허가 위주가 되어 나

타난다. 치료는 청열이습을 위주로 하여 건비익신, 활혈화어, 이기

화혈이 기본이 된다4). 초기에는 중초를 잘 통하게 하고 하초를 잘 

다스리며 오랜 설사는 비기를 끌어올리고 고섭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5). 

오수혈은 정, 형, 수, 경, 합의 다섯 혈을 포함한 십이경맥의 주관

절, 슬관절 이하 수혈의 특정 명칭으로 이러한 명칭을 지닌 수혈은 

특정 부위와 특수 작용이 있다. 족태음비경의 오수혈 중 은백은 비

경맥의 경기가 소출하는 곳인 정목혈로 복창, 천만부득식, 구토식

불하, 흉중열, 폭설, 뉵혈, 시궐불식인 등을 주치하며, 대도는 비경

맥의 경기가 소류하는 곳인 형화혈로 비허에 보하는 혈이며, 열병

한불출, 불득와, 신중골동, 복만선구, 번열민란, 토역목현 등을 주치

하며, 태백은 비경맥의 기가 소주하는 곳인 수토혈로 신열번만, 복

창식불하, 구토, 설사농혈, 요통, 대편난, 기역곽란, 복중절통, 장명, 

위심통 등을 주치하며, 상구는 비경맥의 기가 소행하는 곳인 경금

혈로 비병의 실증에 사하는 혈이며, 장중명, 불변, 비허령인불락, 

기역, 치질, 비적비기, 식불소, 복창한학 등을 주치하며, 음릉천은 

비경맥의 경기가 소입하는 곳인 합수혈로 복중한, 불기식, 협하만, 

수창, 복견, 곽란, 소변불리, 음통, 폭설 등을 주치한다6).

Dextran sulfate sodium(DSS)로 유발된 대장염 질환 연구로는 

감초 추출물의 궤양성 대장염 억제 효과를 보고 하였고7), 2,4,6-tri-

nitrobenzenesulfonic acid(TNBS)로 유발된 대장염에 천추와 대

장수 상응부위 구진약침이 만성 대장염의 증상을 개선함을 보고 

하였고8,9), 합곡부위에 대한 인삼약침이 면역억제 및 대장염의 치료

효과를 보고 하였다10). 현재 DSS로 유발된 대장염의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약물 제제 및 단일 유효 성분을 활용한 연구

와 약침치료가 보고된 바 있으나, 특정혈을 이용한 레이저 침자의 

혈위별 비교는 아직 접하지 못하였다. 이에 DSS로 유발된 대장 염

증성 질환에 족태음비경 오수혈에 레이저 침자를 시행하여 체중, 

cytokine, 조직학적 관찰 및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RT-PCR) 지표 측정을 통하여 대장염증의 질환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한 바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동물: 체중이 약 240∼250 g의 Sprague Dawley계의 흰쥐를 

실내온도 22∼24oC, 습도 25∼30%의 항온항습 조건하에서 7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적응기간 

동안에 고형사료(pellet, 삼양주식회사,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급

하여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2) 레이저침 시술 기기: 본 연구를 위하여 prototype으로 제작

된 Laser Acupuncture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광주과학기

술원 레이저나노가공연구실에서 제작하였으며 주요한 제원과 시스

템 사양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실험 방법

1) 대장염 유발: 대장염 유발은 DSS(Sigma, 미국)의 약물을 사용

하여 20일 동안 5%(w/v) DSS가 함유된 음용수를 섭취하게 함으로

서 대장염을 유발하였다. 체중검사, 대변의 농도 및 혈변의 유무는 

치료시 총 5회 동안 확인하여 관찰하였다.

2) 실험군 설정: 실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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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The procedure of experi-
mental processing for the resear-
ching manual and  Laser acupunc-
ture treatment.

정상군(Intact, n=5)은 대장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침자요법도 시행

하지 않았으며, 대조군(Control, n=5)은 DSS로 대장염을 유발시킨

후 침자요법을 시행하지 않았고, 정혈 침자군(L-WE, n=5)은 DSS

로 대장염을 유발시킨후 족태음비경 정혈 은백(SP1)에 830 nm 레

이저침(10 mw, 30 Hz, 3 min)을 시술하였고, 형혈 침자군(L-BR, 

n=5)은 DSS로 대장염을 유발시킨후 족태음비경 형혈 대도(SP2)에 

830 nm 레이저침(10 mw, 30 Hz, 3 min)을 시술하였고, 수혈 침

자군(L-ST, n=5)은 DSS로 대장염을 유발시킨후 족태음비경 수혈 

태백(SP3)에 830 nm 레이저침(10 mw, 30 Hz, 3 min)을 시술하였

고, 경혈 침자군(L-RI, n=5)은 DSS로 대장염을 유발시킨후 족태음

비경 경혈 상구(SP5)에 830 nm 레이저침(10 mw, 30 Hz, 3 min)

을 시술하였고, 합혈 침자군(L-SE, n=5)은 DSS로 대장염을 유발시

킨후 족태음비경 합혈 음릉천(SP9)에 830 nm 레이저침(10 mw, 

30 Hz, 3 min)을 시술하였다. 

3) 취혈: 족태음비경의 오수혈인 은백(SP1)은 흰쥐의 엄지발가

락 발톱안쪽의 수직선과 발톱 바닥부위의 수평선이 이루는 각 부위

에서 취혈하였고, 대도(SP2)는 흰쥐의 발안쪽면의 첫 번째 허리발

가락 관절의 먼쪽 모서리에서 발바닥과 발등의 경계면에서 취혈하

였고, 태백(SP3)은 대도의 관절 후부위에서 취혈하였고, 상구(SP5)

는 흰쥐의 안쪽복사 앞아래모서리의 오목한 곳으로 안쪽복사 앞모

서리의 수직선과 안쪽복사 아래모서리의 수평선이 만나는 점에서 

취혈하였고, 음릉천(SP9)은 흰쥐의 종아리의 안쪽, 정강뼈 안쪽관

절융기 아래모서리의 수평선과 정강뼈 안쪽모서리의 수직선이 교

차하는 점에서 취혈하였다13).

4) 레이저 침자 시술: 레이저 침자 시술은 DSS 투여 1주 후에 

대장염증이 유발된 흰쥐를 선별하고, 주 2회씩 2일 및 3일 간격으

로 총 5회 시술되었으며, 시술전에 isoflurane(Terrel, Minrad Inc., 

미국)으로 호흡마취 후 각 혈위별로 양측에 830 nm 레이저침(10 

mw, 30 Hz, 3 min)을 시행하였다. 

5) 체중 측정: 체중은 전자 저울(㈜카스, 중국)을 이용하여 침자

전 흡입마취된 흰쥐의 무게를 실험기간 동안 매주 2회씩, 총 5회 

측정하였다.

6) 혈액 검사: 총 5회 시술후 다음날 호흡 마취하에 대장염 모델 

흰쥐를 심장천자하여 혈액을 얻었고, 채혈에 의하여 얻어진 혈액 

중 약 100 μl를 EDTA-bottle에 넣은 후 곧바로 Multispecies 

Hematology Analyser(950, Hemavet, 미국)에 주입하여 Leuko-

cytes, Erythrocytes, WBC, RBC, HGB, MCH 등을 측정하였다.  

7) 육안 및 조직학적 측정: 실험군 모두를 실험 종료후 호흡 마취

하에 대장염 모델 흰쥐를 희생하고 복부 절개 후 대장의 말단에서 

맹장부분까지 절제하여 적출한 후 맹장에서 대장 끝까지의 길이와 

손상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맹장 아래서 1 cm의 조직과 대장

의 말단 부분에서 위로 1 cm의 조직을 절개하여 4% formaline 

in PBS에 고정시켰다. 고정된 조직은 microtome으로 5 μm 간격

으로 잘라서 슬라이드 위에 놓은 다음 H&E 염색 방법에 따라 염색

하여 실험적 관찰에 사용하였다.

8) Total RNA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1) Total RNA 분리: Total RNA의 분리는 대장 부위의 조직(70 

mg)을 900 μl TRIZOL reagent(Gibco-BRL, 미국)로 균질화하고 

균질액에 대해 200 μl의 chloroform(Sigma, 미국)을 가하여 15초 

동안 흔들어 잘 혼합한 후, 실온상태에서 5분간 방치하고 난 다음 

세포 유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4oC, 14,0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분리로 얻어진 상층액과 500 μl의 isopro-

panol(sigma, 미국)을 첨가하여 실온상태에서 5분간 방치한 후 

RNA pellet을 얻기 위하여 4oC, 14,000 rpm에서 8분간 원심분리

하고, 원심분리로 생긴 pellet에 냉장 보관된 70% ethanol과 함께 

DEPC를 넣고 4oC, 7,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pellet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남은 ethanol은 실온에서 5분간 방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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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laser acupuncture of five transport points of the spleen meridian on colon length in DSS-induced colitis.
Experimental colitis in rat was induced by a 5% DSS dissolved in the drinking water for 20 days. DSS was administered water for
20 days prior to 5% DSS supplement. Nor, No therapy without 5% DSS; Con, No therapy with 5% DSS; L-WE, 5% DSS and therapy
laser acupuncture(830 nm) at Well acupoint(SP1); L-BR, 5% DSS and therapy laser acupuncture(830 nm) at Brook acupoint(SP2); L-ST,
5% DSS and therapy laser acupuncture(830 nm) at Stream acupoint(SP3); L-RI, 5% DSS and therapy laser acupuncture(830 nm) at
River acupoint(SP5); L-SE, 5% DSS and therapy laser acupuncture(830 nm) at Sea acupoint(SP9). (A) The colons were removed at 
day 20 after DSS treatment. The representative samples were shown. (B) And the colon lengths were measured. Values are expressed
Mean±SE; ##p＜0.01 compared with normal; **p＜0.01 compared with control.

건조시킨 다음 DEPC-treated water에 녹여 spectrophoto-

meter(Eppendorf, 독일)로 260 nm에서 OD값을 읽어 RNA의 순

도 및 농도를 정량하였다. 이들 대장 부위 조직의 total RNA는 사

용 시까지 −70oC에서 보관하였다.

(2) RT-PCR: 분리된 total RNA 5 μg과 2.5 μl Oligo(dT), 

DEPC-treated water를 RT premix(Bioneer, 한국)에 넣어 Mas-

tercycler gradient(Eppendorf, 독일)를 이용하여 20 μl cDNA를 

합성하여 PCR 증폭을 위한 template로 사용하였다. 이때 house-

keeping 유전자인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sense primer: 5'-ACTCCATCACCATCTTCCAG-3', 

antisense primer: 5'-CCTGCTTTCACCACCTCCTTG-3')를 inter-

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temperature 

cycle은 42oC에서 1시간 동안 cDNA synthesis, 94oC에서 5분간 

denature 그리고 4oC에서 5분간 cooling시키는 단계를 거쳤다.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cDNA, 10 pg sense primer, 10 

pg antisense primer, DEPC-treated water를 PCR premix 

(Bioneer, 한국)에 넣었다. PCR temperature cycle은 cDNA의 증

폭을 위하여 95oC에서 300초 동안 pre-denaturation, 94oC에서 

40초 동안 melting, 55oC에서 40초 동안 annealing, 72oC에서 90

초 동안 extension하는 과정을 30회 반복 수행하고 마지막 cycle

에서 72oC에서 600초 동안 extension 단계를 거쳐 COX-2 유전자

증폭을 primer(sense primer: 5'-TGGTGCCGGGTCTGATGATG-3', 

antisense primer: 5'-GCAATGCGGTTCTGATACTG-3')와 INF-

γ 유전자증폭을 primer(sense primer: 5'-AACGCTACACACT-

GCAATCTTGG-3', antisense primer: 5'-CTCGGATGAGCTCA-

TTGAATGC-3')이용하여 Mastercycler gradient(Eppendorf, 독

일)에서 시행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COX-2, INF-γ의 DNA를 ethidium bromide 

(EtBr, 10 mg/ml)를 포함한 1.5% agarose gel상에서 0.5x TBE 

buffer(80 mM Tris-HCL, 80 mM boric acid, 2 mM EDTA, pH 

8.3)로 80 V에서 전기 영동시켜 관찰한 후 Image Station(Kodak, 

미국)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Kodak MI Software(Kodak, 미

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계처리

실험 성적은 평균값과 표준오차(mean±S.E.)로 표시하였으며, 

Window용 SPSS(version 21, SPSS)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방법 중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여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였다. 전체 실험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신뢰구간 p＜0.05에

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결    과

1. 대장길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

족태음비경 오수혈에 대한 830 nm 레이저 침자가 대장 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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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in Five transport points of
the spleen meridian Chronic colitis 
model induced by DSS : effect of 
acupoint on colon injury.
Experimental colitis in rat was 
induced by a 5% DSS dissolved in 
the drinking water for 20 days. DSS
was administered water for 20 days
prior to 5% DSS supplement. Re-
presentative photomicrograph of pro-
ximal and distal colonic mucosa 
with haematoxylin and eosin from a
rat. The groups refer to Fig. 1.

Fig. 3.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in five transport 
points of the spleen meridian on change of body weight in 
DSS-induced colitis.
Experimental colitis in rat was induced by 5% DSS dissolved in
the drinking water for 20days. The groups refer to Fig. 1. Values
are expressed Mean±SE; ##p＜0.01 compared with normal.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은 15.3±0.46 cm, WE군은 

16.8±0.12 cm, BR군은 19.0±0.45 cm, ST군은 18.1±0.13 cm, 

RI군은 16.5±0.39 cm, SE군은 17.3±0.52 cm를 나타내었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L-BR군과 L-ST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를 보였다

(Fig. 1).

2. 대장의 점막조직에 미치는 영향 

족태음비경의 오수혈에 대한 레이저 침자가 대장의 점막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 대장점막의 점막상피층 붕괴와 

조직내의 여러곳에서 림프형질세포가 다수 나타났으며 림프구 침

윤 현상이 관찰되었고, 실험군에서는 모든군의 점막이 정상군 수준

의 안정성을 보였으나 모든군에서 림프형질세포가 발견되었고 

L-ST군에서는 림프구 침윤이 관찰되었다. 이는 호중구의 활발한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Fig. 2).

3. 체중변화에 미치는 영향

족태음비경 오수혈에 대한 레이저 침자가 체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WE군 BR군, ST군, RI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모든 군이 유의성을 나타나지 않았

다(Fig. 3).



www.kjacupuncture.org 61

비경 오수혈에 대한 레이저침이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Fig. 5.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in five transport po-
ints of the spleen meridian on the level of IFN-γ in DSS-treated
rat plasma. 
The groups refer to Fig. 1. Values are expressed Mean±SE; ##p＜
0.01 compared with normal; **p＜0.01 compared with control. 

Fig. 4.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in five transport po-
ints of the spleen meridian on the level of COX-2 in DSS-treated
rat plasma. 
The groups refer to Fig. 1. Values are expressed Mean±SE; ##p＜
0.01 compared with normal;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WBC(K/μL) Neutrophils(K/μL) Lymphocytes(K/μL) Monocytes(K/μL) Eosinophils(K/μL)

Nor 4.63±0.45 1.10±0.17 3.30±0.26 0.22±0.04 0.01±0.00
Con 6.34±0.69 1.57±0.21 4.52±0.47 0.23±0.04 0.01±0.00
L-WE 5.03±0.33** 0.82±0.06** 4.03±0.28 0.17±0.03 0.01±0.00
L-BR 4.28±0.49* 0.89±0.09* 3.18±0.39 0.19±0.03 0.02±0.00**
L-ST 3.92±0.37** 0.82±0.09** 2.92±0.29* 0.17±0.03 0.01±0.00
L-RI 3.74±0.31** 0.84±0.09** 2.66±0.23** 0.22±0.02 0.00±0.00
L-SE 3.80±0.35** 0.94±0.11* 2.66±0.28** 0.19±0.02 0.01±0.00

The groups refer to Fig. 1. Values are expressed Mean±SE; *p＜0.05, **p＜0.01 compared with control. 

Table 2. Changes on the Blood WBC, Neutrophils, Lymphocytes and Monocytes Contents after Laser Acupuncture Treatment in Five 
Transport Points of the Spleen Meridian Treatments in DSS Induced Colitis in Rats

4. Anti-inflammatory factor에 미치는 영향

1) COX-2 함량: 족태음비경 오수혈에 대한 레이저 침자가 

COX-2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은 149.18±2.41× 

1000 OD, L-WE군은 127.1±2.23×1000 OD, L-BR군은 109.1± 

2.97×1000 OD, L-ST군은 128.0±2.75×1000 OD, L-RI군은 

130.0±3.05×1000 OD, L-SE군은 95.4±2.94×1000 OD로 대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4).

2) IFN-γ 함량: 족태음비경 오수혈에 대한 레이저 침자가 IFN-

γ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은 93.0±0.75 ×1000 

OD로 L-WE군은 144.5±1.68×1000 OD, L-BR군은 157.9± 

2.24×1000 OD, L-RI군은 109.8±1.57×1000 OD, L- SE군은 

128.9±2.53×1000 OD로 대조군에 비하여 WE, BR, RI, SE군에

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L-ST군은 52.24±1.79×1000 

OD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5).

5. 혈액 Complete Blood Count(CBC) 함량 변화에 미

치는 영향

1) Leukocytes: 족태음비경 오수혈에 대한 레이저 침자가 CBC 

중 leukocytes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WBC의 경우 

대조군은 6.33±0.69 K/μl에 비하여 L-WE군은 5.03±0.33 K/μl, 

L-BR군은 4.28±0.49 K/μl, L-ST군은 3.92±0.37 K/μl, L-RI군

은 3.74±0.31 K/μl, L-SE군은 3.80±0.35 K/μl를 나타내어 모

든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neutrophils의 경우 대조군은 

1.10 K/μl에 비하여 L-WE군은 0.82±0.06 K/μl, L-BR군은 

0.89±0.09 K/μl, L-ST군은 0.82±0.09 K/μl, L-RI군은 0.84± 

0.09 K/μl, L-SE군은 0.94±0.11 K/μl를 나타내어 모든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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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BC(K/μL) HGB(g/dL) HCT(%) MCV(fL) MCH(pg) MCHC(g/dL)

Nor 7.43±0.06 14.1±0.09 50.8±0.58 68.3±0.51 19.0±0.14 27.8±0.31
Con 7.44±0.11 14.9±0.29 51.7±1.21 69.5±1.09 20.0±0.20 28.8±0.29
L-WE 7.45±0.16 13.7±0.24** 50.7±0.58 68.1±0.71 18.2±0.19** 26.7±0.29**
L-BR 7.32±0.15 13.7±0.42* 51.7±1.50 70.5±1.15 18.7±0.33** 26.7±0.07**
L-ST 7.54±0.19 13.9±0.18* 51.7±0.89 68.6±0.79 18.5±0.41** 27.0±0.37**
L-RI 7.39±0.12 14.0±0.19* 49.8±0.54 67.5±0.53 19.0±0.10** 28.2±0.15
L-SE 7.63±0.12 14.6±0.38 52.3±1.09 68.5±0.81 19.1±0.31* 27.8±0.27*

The groups refer to Fig. 1. Values are expressed Mean±SE; *p＜0.05, **p＜0.01 compared with control. 

Table 3. Changes on the Blood RBC, HGB, HCT, MCV, MCH, and MCHC Contents after Laser Acupuncture Treatment in Five Transport 
Points of the Spleen Meridian Treatments in DSS Induced Colitis in Rats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lymphocytes의 경우 대조군 

4.52±0.48 K/μl에 비하여 L-ST군은 2.92±0.29 K/μl, L-RI군은 

2.66±0.23 K/μl, L-SE군은 2.66±0.28 K/μl를 나타내어 각각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Eosinophils의 경우 대조군 0.01±0.00 

K/μl에 비하여 BR군 0.02±0.00 K/μl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 2).

2) Erythrocytes: 족태음비경 오수혈에 대한 레이저 침자가 

CBC 중 Erythrocytes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HGB의 

경우 대조군은 14.88±0.29 g/dL에 비하여 L-WE군은 13.7±0.24 

g/dL, L-BR군은 13.7±0.42 g/dL, L-ST군은 13.9±0.18 g/dL, 

L-RI군은 14.0±0.19 g/dL를 나타내어 각각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

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MCH의 경우 대조군은 20.0±0.2 pg에 

비하여 L-WE군은 18.2±0.19 pg, L-BR군은 18.7±0.33 pg, 

L-ST군은 18.5±0.41 pg, L-RI군은 19.0±0.10 pg, L-SE군은 

19.1±0.31 pg을 나타내어 모든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MCHC의 경우 대조군은 28.8±0.29 g/dL에 비하여 

L-WE군은 26.7±0.29 g/dL, L-BR군은 26.7±0.07 g/dL, L-ST군

은 27.0±0.37 g/dL, L-SE군은 27.8±0.27 g/dL을 나타내어 대조

군에 비하여 각각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Table 3).

고    찰

대장염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결장에 발생하는 궤양성-

염증성 병소로서 서구사회에서 크론병보다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

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드물게 발생하였으나 최근 

아시아에서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11). 한의학에서 대장의 염증

을 장벽, 혈변, 복통, 적취, 휴식리, 구리, 설사, 구사의 범주에서 

다루며, 그 증상에 따라 비허습저형, 비신양허형, 음혈휴허형, 간울

비허형, 습열내온형, 기체혈어형으로 나누어 변증한다고 하였다. 

장벽 염증은 점막층의 기능을 저하시켜 설사 및 대변이상을 초래하

며 설사는 흔히 습사상비하여 유발되는데 즉, 습성칙유설이라는 것

이다. 치료에는 건비리습을 원칙으로 하고 풍한서열의 사기를 없애

는 것을 겸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장부방면에서는 비허와 관계가 

가장 밀접한데 그것은 비허실운하면 수습이 내생하고 혹은 습사곤

비하며 비운실사하기 때문이다. 간과 신도 설사와 관계는 있지만 

모두 비위허약 상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치료에서는 부비

보허를 위주로 하고 온신 혹은 억간을 겸하여 치료한다12). 족태음

비경은 주로 비ㆍ위 등의 소화기계 병증에 적용하며, 태음은 습을 

담당하므로 습의 기운을 조절할 수 있으며, 위완통, 복창통, 식칙작

구, 변당설, 황달, 수종 등을 조절 치료할 수 있다13). DSS로 유발된 

대장염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살펴보면 약

물을 이용한 염증완화, 체중감소 억제, 대장의 길이의 단축 억제, 

대장의 점막조직 개선에서 유의성을 나타내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

고 있으며14-16), TNBS로 유발된 대장염에 약침을 이용하여 염증완

화와 체중감소, 대장길이 축소 억제에서 유의성을 보고하고 있

다17-20). 상기의 연구는 대부분이 약재를 투여하거나 약침을 활용한 

연구이며, 레이저 침치료에 의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 

등31)이 사용한 830 nm 및 905 nm 파장대의 레이저 침자 시술에서 

생체 이상반응이 발현되지 않은 안전성을 확인한바 위 파장대별 

중 하나인 830 nm를 활용하여 본 시술에 응용하였다. 오수혈의 

혈위는 다섯 개의 특정혈은 각기 특수한 치료작용이 있으며 주치질

병도 특징을 갖고 있다. 오수혈의 정혈은 심하만을 치료할 수 있고, 

형혈은 화로 인한 신열, 치통, 구취, 변비 등 장부의 열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으며, 수혈은 근육과 사지를 주관하는 체중절통할 때 수

혈을 취하여 치료하며, 경혈은 피모를 주관하고 호흡을 관리하므로 

천해한열에는 경혈을 취하여 치료하며, 합혈은 가슴에 축척되면 기

역하고 수가 장에 흘러들면 설사하게 되므로 역기이설하면 합혈을 

취하여 치료한다21). 본 실험에서는 오수혈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장부별 오수혈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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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상극의 활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장질환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서로 공통된 특징을 보이

기 때문에 두 질환을 합쳐 특발성 염증성 장질환(IBD, inflamma-

tory bowel disease)이라 부른다. 염증은 IBD 발병기전에서 최종

적인 공통된 경로이며 임상적 증상과 형태학적 변화는 초기 호중구

와 후기 단백구가 관련된 염증세포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

러한 염증세포의 생산물이 비특이적 조직손상을 야기한다. 염증은 

점막 상피세포 장벽의 건전성을 손상시키며, 표면 상피세포의 흡수

기능 소실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점막파괴를 유발하고 점막장벽

과 흡수기능은 소실되어 간헐적인 혈액성 설사를 유발한다11). 과민

성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은 비교적 흔한 질환

으로 복통이나 복부불편감 및 배변장애를 동반하는 질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7.8%가 과민성장증후군으로 진단될 만큼 과민성 

장증후군이 흔한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22). 대장질환의 질병 치료

에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은 없으나 주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진

경제 및 지사제, 세라토닌과 항생제 및 정장제 등이 사용되고 있으

며, 최신약물로 염소이온통로 조절제, 담즙산, 멜라토닌, 항염증약

물, 뉴로트로핀, 아드레날린성 약물, Opioid길항제로 치료하고 있

다22). 현재 대장 질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약재 

및 미생물등 대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식품을 가지고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로 대장의 점막기능 개선과 대장의 염증 

및 면역기능 개선이 보고되었다23-26).

DSS와 TNBS법은 인간과 비슷한 증상의 대장염을 유발시켜 실

험에 활용되는 방법들로, DSS는 포도당 분자량에 따라 최고 3개의 

황산기를 포함하는 다당류로서 구강투여하면 만성 및 급성 대장염

이 유발된다27). TNBS는 항문에 관장하여 대장염을 유발시키는 방

법으로 대장에 직접적인 화학반응을 일으켜 급성염증을 유발시켜 

화학적 염증성 대장염을 유발시키는 대장염 유발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28). 본 연구에서는 DSS로 대장염을 유발하였는데 구강투여에 

의한 유발이 TNBS의 항문 관장 투여로 인한 직접적 대장염 유발에 

비하여 식이 섭취의 메카니즘으로 판단되어 DSS로 유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족태음비경의 오수혈에 레이저(830 nm) 침자가 

DSS로 유도된 대장염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는데, 

대장 질환을 족태음비경으로 치료하고자 함은 대장염은 소화기 질

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족태음비경은 주로 소화기계 병증에 적용하

는 바, 족태음비경이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측정 지표로서 체중 감소와 대장 길이 변화에 미

치는 영향, 대장점막의 조직학적관찰과 혈액학적 및 혈청학적 검사, 

면역반응 검사를 관찰하여 임상적인 증상을 측정하였다. DSS는 대

장 염증을 유발하여 대장 길이 축소, 대장점막의 조직붕괴 및 염증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다14-16). 본 실험

에서도 DSS로 유도된 대장염 질환의 흰쥐를 확인한 바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짧아진 대장길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장 점막의 심한 궤양과 염증 및 점막조직의 상부가 손상된 것을 

확인 하였다. 체중 감소는 초기와 현재 몸무게의 차이로 계산하였

는데, 대조군에 비하여 L-WE군과 L-ST군은 처음에 비하여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장 길이의 증가와 점막조직의 

흡수력이 정상수준으로 호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 완료 후 

대장을 적출하여 맹장 아래에서 직장까지의 대장 길이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L-BR군과 L-ST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다른 실험군도 유의성은 없었으나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는 족태음비경 오수혈 레이저(830 nm)침자치료가 대장의 염

증을 완화시키고, 대장 길이의 축소 완화를 통하여 대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조절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직학

적인 검사에서 대장 점막의 일부를 절제하고 H&E방법으로 염색하

여 관찰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점막의 염증 과 점막 조직이 

유의하게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직의 면역학적인 결

과로 보아 족태음비경의 오수혈 레이저 침자가 조직의 변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염증을 억제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혈액학적 분석결과 백혈구는 염증반응과 면역반응의 주된 세포

성분이며, 백혈구의 증가는 염증반응의 흔한 증상으로 세균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호중구는 세포 손상이나, 

염증이 유발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험결과 WBC

와 NE의 수치가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보아 염증을 억제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Cytokine은 

세포에서 생산하는 폴리펩티드이며, 염증과 면역반응에서 매개체

의 기능을 한다. Cytokine은 염증세포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지표이며, 생체방어 작용과 손상조직의 치유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는 초기의 면역반응과 염증반응

에 관여하고, 골수의 전구세포를 자극하여 소모된 백혈구를 대체하

게 한다11). Cyclo-oxygenase 효소중 하나인 COX-2의 억제는 항

염증효과와 점막의 변형을 예방하는데11),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군

에서 COX-2가 억제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족태음비경의 

오수혈 레이저 침자가 항염증 효과 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IFN-γ는 type II interferon으로 항바이러스, 면역조절, 항암과 같

은 특성을 갖는 cytokine으로 대식세포의 중요한 활성제로서 IFN-

γ는 다양한 생화학적 활성이 있는데 그 중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고, Class I, II MHC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본 실험에서는 L-ST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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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은 IFN-γ를 유도하였는데 레이저 침자극이 염증에 대

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염증반응(inflammation)

은 외부의 물리적인 상해 또는 미생물의 체내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 특이적인 방어작용이며, 이러한 염증반응은 체내

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포나 조직의 손상이 진행되고 

그로인해 염증성 질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과도한 염증반응을 억제

시키는 기능은 중요하다30). 

이상의 결과로 보아 DSS로 유도된 대장염 질환에서 족태음비경 

오수혈 혈위별 특성에 따른 항염증 효과와 연계하여 그 작용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족태음비경이 위장관의 소화기계와 연관된다고 

하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수혈 레이저 침자가 대장염

증시 증상의 완화와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Dextran sulfate sodium로 유발된 흰쥐의 대장염에서 족태음비

경 오수혈의 레이저 침자 치료가 어떠한 효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대장 길이, 대장점막의 조직학적 변화, 체중, 혈액학적 및 면역화학

적 변화를 관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장 길이에 미치는 영향에서 L-BR(SP2)군, L-ST(SP3)군에

서 대조군에 비하여 대장의 길이 축소가 완화되었음을 나타내었다.  

2. 대장점막의 조직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조군은 점막 상피

가 붕괴되었으며 림프형질세포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점막의 손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 COX-2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군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

내었으며, IFN-γ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L-WE(SP1), L-BR(SP2), 

L-RI(SP5), L-SE(SP9)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L-ST군에

서는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4. 혈액 중 Leukocytes에서 WBC와 Neutrophils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Lymphocytes에서 대조

군에 비하여 L-ST(SP3), L-RI(SP5), L-SE(SP9)군에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5. Erythrocytes의 HGB에서 L-WE(SP1), L-BR(SP2), L-ST(SP3), 

L-RI(SP5)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MCH

는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이 MCHC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L-RI(SP5)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족태음비경 오수혈 레이저 침자가 염증성 대장염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고, 혈위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바 오수혈 각 각의 혈성

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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