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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삼리 전침자극이 Carbon Tetrachloride 장기투여로 
유발된 흰쥐의 만성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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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at ST36 on Carbon 
Tetrachloride-induced Chronic Hepatic Damage in Rats

Byung-Soo Kim, Hyun-Suk Lee, Yun-Kyoung Yim

Departmen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ectro-acupuncture(EA) at ST36 on CCl4 - induced chronic 

hepatic damage in rats. Methods : The authors performed several experimental items, including measurements of liver index, 

hematological analysis for WBC, lymphocytes, neutrophils, monocytes, hemoglobin, and biochemical assays for ALT, AST, ALP in 

serum, and histological analysis of liver tissue. Results : Liver index(liver weight/body weight), the levels of WBC, Neutrophils and 

Monocytes in blood, the levels of ALT, AST and ALP in serum which were increased by CCl4 - intoxication were reduced signi-

ficantly by EA at ST36. The levels of lymphocyte and hemoglobin in blood which were decreased by CCl4 - intoxicat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EA at ST36. Conclusions : EA at ST36 has a hepatoprotective effect on chronic hepatic damage in CCl4 - 

intoxicate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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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적으로 간의 중요한 생리기능은 肝主疏泄과 肝主藏血로  

인체의 혈액을 저장하여 혈액량을 조절하며, 消化吸收, 精神情志와 

氣血運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1).

서양의학적으로 간은 혈장단백의 합성, 담즙의 생산, 해독작용

과 이물의 제거, 탄수화물과 지질의 대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

한다2). 또한 간은 腸 및 문맥과 혈액순환계의 사이에 위치하여 ‘문

지기(gate keeper)’로서의 면역 방어 역할을 수행한다3). 예를 들어, 

간의 stellate cell은 Vitamin A의 대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신체 retinol의 80%를 저장하고, 혈류를 조절하는 등 비면역적 역

할을 하는 동시에, 탐식작용을 하고, chemokine 및 cytokine의 

분비를 유발하는 등 면역 작용을 담당하기도 한다4).

간은 대사 물질에 의한 중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간세포의 변

성, 괴사, 지방축척, 간효소의 누출 등의 병리변화를 나타낸다5). 간

질환에서는 간손상의 원인 또는 외부요인에 대한 반응에 의해, 부

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면역반응이 일어난다6). 약물에 의한 간

손상의 경우 약물이 세포내 단백질과 공유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

을 생성하면 이것이 면역학적인 공격목표가 되어 세포막이상과 세

포사멸을 초래할 수 있다7).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5.016&domain=pdf&date_stamp=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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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足三里는 足陽明胃經의 合土穴로, 扶正培元, 

補虛弱, 調氣血하는 효능을 지녔다8). 通玄指要에 “三里却五勞之

羸瘦”라 하였고, 扁鵲神應鍼灸玉龍經에는 “治男女百病, 五勞七

傷”이라 하여, 足三里로써 正氣를 補益하고 氣血을 조화롭게 하여 

虛證을 치료함을 설명하고 있다9).

족삼리에 대한 면역학적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족

삼리 뜸자극의 면역증강에 대한 연구로는 최 등10), Kung 등11), 

Takayama 등12)의 보고, 족삼리 자침의 면역증강에 대한 연구로는 

魏 등13), Wu 등14), 홍 등15)의 보고, 족삼리 전침의 면역증강에 대한 

연구로는 김 등16), 김 등17)의 보고가 있다. 이에 저자는 면역증강의 

효능이 있는 족삼리가 만성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족삼리 자극방법으로는 전침을 사용하였는데, 전침요법은 혈위

에 자침하여 감응이 있은 후에 침병에 전류를 통하여 기계적 자극

과 전기적 자극을 결합하여 해당 경혈 및 경락을 자극하는 방법으

로18,19), 이는 지속적인 운침을 대체할 수 있으며, 자극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어, 임상에서 뿐만 아니라 실험방법으

로도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20,21).

간손상 유발에는 사염화탄소(CCI4)를 사용하였다. CCI4는 유지, 

고무 등의 용제에 이용되는 xenobiotics의 하나로 간의 단백질 합

성과 글리코켄 저장량을 저하시키고 aspartate aminotrasferase 

(AST) 및 alanine aminotransferase(ALT)의 이탈을 일으키며22)
, 

cytochriome p450에 의하여 CCI3 free radical이 생성되어 세망

내피계(endoplasmic reciculum)에서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여 

지질과산화가 일어나므로 세포막과 간효소에 손상을 일으키고, 미

토콘드리아의 작용이 저하되어 간세포괴사에 이르게 하여 간의 지

방변성, 괴사, 섬유화를 유발시켜 간 손상실험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23,24).

간손상에 대한 침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홍 등25)의 ‘흰쥐의 

행간자극이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Liu 등26)의 ‘급성 간손상에 족

삼리와 태충의 침자극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임 등24)의 ‘三黃穴 

手技 鍼刺가 간손상 억제 및 보호 효과’ 등이 있었고 간손상에 대한 

전침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임 등25)의 ‘양릉천 전침자극이 CCI4

로 유발된 휜쥐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윤 등27)의 ‘태충 및 양지

의 전침이 실험적으로 유발된 백서(白鼠)의 간보호 효과에 미치는 

영향’등이 있었으나, 족삼리 전침 자극이 간손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흰쥐에 CCI4를 투여하여 간손상을 유발하고, 扶正

培元, 益氣養血의 효능이 있는 족삼리에 전침자극을 가한 후, 혈액

학적 분석을 통해 혈중 면역세포 및 간효소 수치 변화를 확인하고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간 조직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실    험

1. 동물

동물은 웅성 SD rat(200∼250 g)를 대한실험센터에서 공급받아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항생제 무첨가, 삼양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실온(22±2oC)를 유지하여 2주일 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규

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2. 방법 

1) 실험군 설정: 실험동물은 각각 정상군(normal), 대조군(CCI4), 

비혈위전침군(CCI4 ＋sham), 족삼리유침군(CCI4 ＋Acu), 족삼리

전침군(CCI4 ＋EA)으로 분류하였고, 각 실험군에는 실험동물을 10

마리씩 배정하였다.

(1) 정상군(normal): Normal SD rat 군

(2) 대조군(CCI4): 10주간 주 2회 CCI4(1 mg/kg) 복강투여

(3) 비혈위 전침군(CCI4 ＋sham): 10주간 주 2회 CCI4 

(1 mg/kg) 복강투여＋주 3회 좌측 둔부에 15분간 전침자극(electro- 

acupuncture)

(4) 족삼리 유침군(CCI4 ＋Acu): 10주간 주 2회 CCI4(1 mg/kg) 

복강투여＋주 3회 왼쪽 족삼리(ST36) 상응 부위에 자침 후, 15분

간 유침(needle retention).

(5) 족삼리 전침군(CCI4 ＋EA): 10주간 주 2회 CCI4 (1 mg/kg) 

복강투여＋주 3회 왼쪽 족삼리(ST36) 상응 부위에 자침 후, 15분

간 2 Hz 전침(electro-acupuncture).

2) 간 손상 유발: Normal군을 제외한 모든 군은 carbon tetra-

chloride(CCI4)와 Olive oil을 동량 희석한 희석액(1 ml/kg)을 10

주 동안 주 2회 복강 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발 하였다

3) 취혈: 골도분촌법에 준하여 인체의 족삼리(ST36)에 상응하는 

부위를 실험동물의 좌측 후지에 취하였다. CCI4 ＋sham군은 좌측 

둔부에서 비혈위를 취하였다.

4) 자침 및 전침: 길이 20 cm, 지름 5 cm의 원통형 아크릴 홀더

를 제작하여 4개의 구멍을 뚫어 실험동물의 사지를 노출하여 자침 

및 전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동물을 특수제작한 아크

릴 홀더에 넣고 멸균된 stainless steel 호침(diameter 0.25 mm, 

length 30 mm, Dong Bang Acupuncture Co. Korea)으로 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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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A at ST36 on liver index of CCl4-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10 rats in each group.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0.01,
*p＜0.05 compared to normal group, ††p＜0.01 compared to 
CCl4 group, ‡‡p＜0.01 compared to CCl4 +Sham group.

Fig. 2. Effect of EA at ST36 on WBC count in blood of CCl4- 
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5 rats in each group.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
0.05 compared to normal group, ‡p＜0.05 compared to CCl4 + 
Sham group.

리 또는 비혈위에 약 2∼3 mm 깊이로 자입하였다.

족삼리전침군은 0.5×1 cm2의 패드를 좌측 해계(ST41) 상응 부

위에 부착한 후, 저주파 치료기(PG-6, Suzuki  iryoki, Japan)의 

한쪽 극을 족삼리(ST36)에 자입된 침의 끝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극을 패드에 연결하여 2 Hz에서 근육의 수축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정도(약 6∼7 mA)로 강도를 조절하여 15분간 자극을 가하였다. 

전침자극은 CCI4 투여 기간 동안 격일로 오후에 시행하였다. 비혈

위대조군은 좌측 둔부에 같은 방법으로 전침자극을 가하였고, 족삼

리 자침군은 좌측 족삼리에 자침 후 전침자극을 가하지 않고 15분

간 유침하였다.

5) 결과 분석

(1) 간비중: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의 몸무게와 간 무게를 측정

하여 아래와 같이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간의 비중을 확인 하였다.

liver index=
간 무게(g)

× 100
실험동물 체중(g)

(2) 혈액학적 분석: Rat는 실험 종료 24시간 후 ethyl ether를 

이용해 마취한 후 심장 채혈 법으로 채혈하였다. 채혈한 혈액은 

(주)Biotoxtech(오송. 한국)에 의뢰하여  hematology 분석과 blood 

chemistry 분석 결과를 얻었다.

(3) 조직학적 분석: 혈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간의 일부분을 절단

하여 10% 포르말린에 고정 시키고, OCT(optimal cutting tempe-

rature) compound에 embed한 후, cryotome을 이용하여 8 μm 

section으로 절편하여 HE(Hematoxylin and eosin)염색과 MT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실시하였다.

(4) 통계분석: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SPSS 통계

프로그램(18.0)의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증

하였고, 개별 군간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95%이상(p＜0.05)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간비중

몸무게에 대한 간무게의 비를 계산한 결과 CCI4군, CCI4 ＋sham

군 및 CCI4 ＋Acu군에서 normal군에 비하여 간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CI4 ＋EA군의 간비중은 CCI4군 및 CCI4 ＋sham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 

2. Hematology

실험동물의 whole blood로부터 white blood cell(WBC)의 양

과, WBC 중 lymphocyte, neutrophils, monocyte의 백분율, he-

moglobin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1) WBC: 실험동물의 whole blood에서 WBC의 양을 측정한 결

과, CCI4 ＋sham군에서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CCI4 ＋EA군에서 CCI4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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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EA at ST36 on the level of hemoglobin in blood
of CCl4-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5 rats in each group.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
0.01 compared to normal group, †p＜0.05 compared to CCl4
group, ‡‡p＜0.01 compared to CCl4 +Sham group, #p＜0.05 compared
to CCl4 +Acu group.

Fig. 4. Effect of EA at ST36 on the percentage of neutrophils in
blood WBC of CCl4-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5 rats in each group.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
0.01 compared to normal group, ††p＜0.01, †p＜0.05 compared to
CCl4 group, ‡‡p＜0.01, ‡p＜0.05 compared to CCl4 +Sham group.

Fig. 3. Effect of EA at ST36 on the percentage of lymphocytes 
in blood WBC of CCl4-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5 rats in each group.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
0.01 compared to normal group, ‡‡p＜0.01, ‡p＜0.05 compared 
to CCl4 +Sham group.

Fig. 5. Effect of EA at ST36 on the percentage of monocytes in 
blood WBC of CCl4-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5 rats in each group.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
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 0.01 compared 
to normal group, †p＜0.05 compared to CCl4 group, ‡p＜
0.05 compared to CCl4 +Sham group.

다(Fig. 2).

2) Lymphocytes: 실험동물의 whole blood에서 WBC 중 lym-

phocyte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CCI4군 및 CCI4 ＋sham군의 

WBC 중 lymphocyte 비율이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 CCI4 ＋Acu군 및 CCI4 ＋EA군의 lymphocyte 비율은 

CCI4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3).

3) Neutrophils: 실험동물의 whole blood에서 WBC 중 neu-

trophil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CCI4군 및 CCI4 ＋sham군의 WBC 

중 neutrophil 비율이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CI4 ＋Acu군 및 CCI4 ＋EA군의 lymphocyte 비율은 CCI4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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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EA at ST36 on the level of serum ALT in CCl4 -
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5 rats in each group.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
0.01 compared to normal group, ††p＜0.01 compared to CCl4
group, ‡‡p＜0.01 compared to CCl4 +Sham group.

Fig. 9. Effect of EA at ST36 on the level of serum ALP in CCl4
 -

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5 rats in each group.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
0.01 compared to normal group, ††p＜0.01 compared to CCl4
group, ‡‡p＜0.01, ‡p＜0.05 compared to CCl4 +Sham group.

Fig. 8. Effect of EA at ST36 on the level of serum AST in CCl4 - 
intoxicated rats.
Values represent means±SD of 5 rats in each group.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p＜0.01,
*p＜0.05 compared to normal group, †p＜0.05 compared to CCl4
group, ‡‡p＜0.01 compared to CCl4 +Sham group.

CCI4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4).

4) Monocytes: 실험동물의 whole blood에서 WBC 중 mono-

cyte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CCI4 ＋sham군의 WBC 중 monocyte 

비율이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CI4 ＋Acu군 

및 CCI4 ＋EA군의 monocyte 비율은 CCI4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5).

5) Hemoglobin: 실험동물의 whole blood에서 hemoglobin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CCI4군, CCI4 ＋sham군 및 CCI4 ＋Acu군의 

hemoglobin의 농도는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 CCI4 ＋EA군의 hemoglobin의 농도는 CCI4군, CCI4 ＋sham

군 및 CCI4 ＋Acu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6). 

3. Blood chemistry 분석

각 실험동물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혈청에서 alanine transa-

minase(ALT), aspartate transaminase(AST), alkaline phospha-

tase(ALP)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1) ALT: 실험동물의 혈청 ALT 농도를 측정한 결과, CCI4군 및 

CCI4 ＋sham군에서 normal군에 비하여 혈청 ALT 농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CCI4 ＋Acu군 및 CCI4 ＋EA군의 혈청 ALT 농도

는 CCI4군 및 CCI4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7). 

2) AST: 실험동물의 혈청 AST 농도를 측정한 결과, CCI4군, 

CCI4 ＋sham군, CCI4 ＋Acu군 및 CCI4 ＋EA군의 혈청 AST 농도

가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CI4 ＋Acu군 및 

CCI4 ＋EA군의 혈청 AST 농도는 CCI4군 및 CCI4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8). 

3) ALP: 실험동물의 혈청 ALP 농도를 측정한 결과, CCI4군 및 

CCI4 ＋sham군의 혈청 ALP 농도가 normal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CCI4 ＋Acu군의 혈청 ALP 농도는 CCI4 ＋sham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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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sson's Trichrome stain of
liver tissue.
Normal: Normal SD rats, CCl4 : CCl4-
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Fig. 10. Hematoxylin and Eosin 
stain of liver tissue.
Normal : Normal SD rats, CCl4 : CCl4-
intoxicated SD rats, CCl4 +Sham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sham point in left gluteal region, 
CCl4 +Acu : CCl4-intoxication and 
needle retention at left ST36, CCl4
+EA : CCl4-intoxication and 2 Hz EA
at left ST36.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CCI4 ＋EA군의 혈청 ALP 농도는 

CCI4군 및 CCI4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9). 

4. 조직학적 분석

1) Hematoxylin and Eosin stain : 각 실험군에서 간 조직을 

적출하여 H&E 염색법으로 염색하였다. normal군에 비해 CCI4군

의 간 조직에서 간세포의 괴사 및 간조직의 조밀도 저하를 확인하

였다. CCI4 ＋EA군에서는 간세포의 괴사가 적어 간조직이 normal

군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Fig. 10). 

2) Masson’s Trichrome stain: 각 실험군의 간 조직을 적출하여 

M&T 염색법으로 염색하였다. normal군에 비해 CCI4군에서 세포

간질이 증가하고 세포들간의 구조가 문란해진 것을 관찰하였다. 

CCI4 ＋EA군에서는 세포간질의 축적이 감소하였으며, 간조직의 구

조가 단정하여 normal군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Fig. 11). 

고    찰

간은 인체의 모든 대사와 해독의 중심 기관이며, 외부로부터 유

입되는 독성물질 또는 약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

다28,29). 화학약품의 중독, 세균의 감염, 종양 혹은 저산소 등으로 

간세포가 손상받게 되면 간조직은 괴사 등 여러 가지 병변을 유발

한다30,31).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암에 의한 사망률이 28.3%

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간암은 10만명 당 22.6명으로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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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화탄소(CCI4)는 유지, 고무 등의 용제에 이용되는 xenobi-

otics의 하나로 간의 단백질 합성과 글리코켄 저장량을 저하시키고 

aspartate aminotrasferase(AST) 및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이탈을 일으키며22), cytochriome p450에 의하여 CCI3 

free radical이 생성되어 세망내피계(endoplasmic reciculum)에서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여 지질과산화가 일어나므로 세포막과 간효

소에 손상을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저하되어 간세포괴

사에 이르게 하여 간의 지방변성, 괴사, 섬유화를 유발시켜 간 손상

실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23,24). 본 연구에서는 CCI4를 이용

하여 rat에 간손상을 유발하였다.

족삼리는 扶正培元, 益氣養血, 建脾補虛의 효능이 있어 虛證 치

료에 다용되고 있다33). 아울러, 많은 연구에서 족삼리의 면역증강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10-17).

전침은 혈위에 자침하여 감응이 있은 후에 침병에 전류를 통하

여 해당 경혈 및 경락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기계적 자극과 전기적 

자극을 결합시킨 치료법이다. 이러한 전침요법은 지속적인 운침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인력을 절약하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자극량을 

조절할 뿐 아니라 어느 일점에 자극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33-35). 전침자극의 매개변수 즉, 전침의 파형, 주파수,  전압, 통

전시간 등에 따라 다른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

빈도 주파수는 진통, 진경작용이 있고, 저빈도 주파수는 흥분작용

이 있어 마비질환에 사용되고 있다21). 또한, 전침자극은 시상하부 

신경핵들에서 가장 높은 뇌 대사 활성 변화를 보이므로 내부 장기

기능의 항상성 조절과 자율성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36).

본 실험에서는 扶正培元의 효능이 있는 족삼리에 대한 저주파 

전침자극이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rat에 주 2회의 

CCI4 복강투여와 주 3회의 족삼리에 2 Hz의 저빈도 전침자극을 

10주간 시행하고, 간비중, 혈중 면역세포와 간 효소 수치 분석, 조

직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CCI4에 의한 간손상 모델에서 간세포의 손상에 의해 면역반응이 

활성화되어 백혈구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37). 본 연구

에서 혈중 WBC의 양을 측정한 결과, CCI4 ＋sham군에서 normal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CI4 ＋EA군에서는 CCI4 ＋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2). 

WBC 중 lymphocytes의 비율은 CCI4 투여에 의해 유의하게 감

소하였으며, 족삼리 자침과 전침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3). 

반면, WBC 중 neutrophils의 비율은 CCI4 투여에 의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족삼리 자침과 전침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4).

WBC 중 monocytes의 비율은 CCI4 ＋sham군에서 normal군

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CI4 ＋Acu군과 CCI4 ＋EA군

에서 CCI4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5).

이러한 일련의 지표들은 CCI4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의 활성화와 

염증반응이 족삼리 전침에 의해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

로 사료된다.

체중에 대한 간무게, 즉 간비중의 증가는  CCI4에 의해 만성화된 

간손상의 경우 간경화로 진행되는 일종의 지표 활용된다36). 본 실

험에서 CCI4 투여에 의해 증가한 간비중은 족삼리 전침에 의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

간세포의 손상에 따라 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적혈구의 생산과 

분해에 영향을 받아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38). 

본 연구에서 혈중 hemoglobin의 농도는 CCI4 투여에 의해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며, 족삼리 전침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6).

또한, 간세포 손상을 검사하기 위하여 임상적으로 흔히 AST, 

ALT, ALP와 같은 효소의 활성도를 검사하는데39) 본 실험에서 혈청 

ALT, AST, ALP의 농도는 CCI4 투여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족삼리 자침과 전침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7∼9).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CCI4 투여에 의한 간조직의 손상이 족삼리 

전침에 의해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10, 11). 

이러한 결과는 족삼리 전침자극이 CCI4 투여에 의해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조직의 손상을 억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CCI4 ＋Acu군과 CCI4 ＋EA군의 결과를 비교할 

때, 대개의 항목에서 두 군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CCI4 

＋EA군에서 CCI4 ＋Acu군에 비하여 더 높은 간손상 억제와 간보

호 효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족삼리에 전기적 자극을 가함으로써 CCI4로 유발된 흰쥐

의 만성 간손상에 대한 면역활성 및 간기능 회복과 간조직 보호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파수 및 유침시

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족삼리 전침자극이 CCI4로 유발된 흰쥐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CI4 ＋EA군에서 CCI4 ＋sham군에 비하여 간비중, 혈중 

WBC 양, WBC 중 neutrophil 비율과 monocyte 비율, 혈청 ALT, 

AST, ALP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WBC 중 lymph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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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혈중 hemoglobin 양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CCI4 ＋Acu군에서 CCI4 ＋sham군에 비하여 WBC 중 lym-

phocytes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neutrophil 비율 및 

monocyte 비율, 혈청 ALT, AST의 농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3. CCI4 ＋EA군은 CCI4 ＋Acu군에 비하여 혈중 hemoglobin 

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 족삼리 전침자극은 CCI4 투여에 의해 유발된 흰쥐

의 만성 간손상에 대해 면역활성과 간기능을 회복시키고 간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는 족삼리 자침

과 전기 자극의 상승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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