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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활 약침이 신경병리성 통증 유발 흰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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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Since neuropathic pain shows a variety of  symptoms via various mechanism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reatment 

and various treatments have been tri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ACR) on neuropathic pain. Methods : After dividing the white rats into six groups, the sciatic nerves of five 

groups except the normal group were excised to induce neuropathic pain. Except normal and control group, the other four groups 

were given: saline (Saline group), ACR 1.100 mg/kg (ACR 1 group), ACR 2.743 mg/kg (ACR 2 group), and ACR 5.486 mg/kg (ACR 

3 group) at GB30, twice a week for a total of six times in three weeks. Withdrawal response react time and force intensity, c-Fos, 

TNF-α, IL-6, and IFN-γ were observed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ACR in each group. Body weight, WBC, RBC, HGB, PLT, AST, 

ALT, BUN, and Cr changes were observed to check the safety of ACR. Results : Both withdrawal response react time & force intens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ACR2 and ACR3 groups at 3 weeks. C-Fos tended to decrease in all ACR groups and significantly 

decreased in ACR3 group. In blood serum, TNF-α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in all ACR groups and a significant decrease 

in ACR3 group. But IL-6 and IFN-γ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n all experimental groups. In the spinal cord, IFN-γ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ACR3 group. But TNF-α and IL-6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in all experimental groups. Body 

weight was not changed significantly in all experimental groups. RBC increased significantly in ACR2 group, HGB increased in 

ACR3 group, and PLT increased significantly in all experimental groups. ALT significantly decreased in ACR1 group,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AST, BUN, and Cr in all experimental groups. Conclusions : At high concentrations, ACR phar-

macopuncture reduced c-Fos, and TNF-α in the blood serum and IFN-γ in the spinal cord thereby suppressed allodynia. More 

in-depth studies about pharmacopuncture concentration or mechanis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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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병리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신경계통의 손상 등의 

일차적 병변이나 신경 기능 변화에 의해 원인이 되는 통증으로 정

의된다. 아주 다양한 기전들에 따른 증상의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

에 단순한 통각수용성 통증(nociceptive pain)과 달리 치료에 많

은 어려움이 있으며 증상 발생기전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

되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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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S conditions

Device LTQ velos pro

ISpray voltage 4.20

Source Heater Temp 300.0℃

Capillary Temp 350.0℃

Collision energy 42∼68

SheathGas Flow rate 15

Aux Gas Flow rate 7

Sweep Gas Flow rate 1

한의학에서 신경병리성 통증은 痺證의 범주에 속하는데 痺證은 

風寒濕熱邪 등의 제반원인에 의하여 經絡이 막히고 氣血이 운행되

지 못하여 발생하며, 병인에 따라 溫經散寒, 祛風除濕, 淸熱解毒, 

活血化瘀, 調補氣血, 溫陽益氣, 滋腎養肝 등의 치법을 쓴다2).

독활은 性은 微溫하고 味은 辛苦하여 腎, 膀胱經에 들어가 祛風

除濕, 通痺解表止痛하여 風寒濕痺, 腰膝疼痛, 關節屈伸不利, 惡寒發

熱, 頭痛身痛, 肢體沈重을 치료한다. 氣香溫燥하여 祛風除濕하고 蠲

痺止痛시키는 효능이 있어 風寒濕痺를 치료하는데3), 독활이 痺證

에 해당하는 신경병리성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없었다.

약침요법은 여러 단일 또는 복합처방으로 구성된 한약물을 재료

로 하여 제조한 약침을 경혈, 陽性反應點, 혈관에 주입하여 약물의 

약리작용과 혈위의 치료작용을 이용하여 생체의 기능 조절 및 병

리상태를 개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 침자와 약물작용이 서로 

협동작용을 일으켜 치료 목적에 이르기에 더욱 유리하며, 약물이 

흡수될 때까지 혈위 내에 머물러 있어 비교적 긴 시간의 자극을 

유지하게 되므로 혈위의 치료효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4,5).

이에 본 저자는 祛風除濕하고 蠲痺止痛하는 효과가 있어 임상에

서 腰部以下의 痺痛치료에 다용되는 독활을 이용하여 제조한 약침

이 신경병리성 통증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백서의 tibial nerve와 sural nerve를 절단한 후 독활 약침을 

환도(GB30) 상응부위에 주 2회씩 3주간 총 6회 시술하였다. 진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군의 Withdrawal response react time 

및 force intensity, C-Fos를 관찰하였으며, 그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 6 (IL-6), 

Interferon gamma (IFN-γ)을 측정하였다. 또한 독활 약침 시술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중, White blood cell (WBC),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GB), Platelet (P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Blood 

urea nitrogen (BUN), Creatine (Cr) 변화를 관찰하여 유의한 결

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실험동물: 체중이 약 170∼180 g인 sprague dawley계의 雄

性 白鼠를 항온항습 환경의 사육장(실내온도 24±1℃, 습도 40∼

60%) 안에서 물과 고형사료(Pellet, GMO, Korea)를 충분히 공급

하면서 실험실 환경에 5일 이상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자유롭게 물과 고형사료를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

험동물을 관리하거나 실험할 때 동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심의(2019-04-01)에 따라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견지하

였다.

2) 약침제조: 옴니허브에서 구입한 동우당제약의 한국산 독활

(Araliae Continentalis Radix) 300 g을 1200 ml의 물과 함께 끓

인 후 200 ml의 열수 추출액을 얻었으며, 이를 rotary evaporator 

(Buchi, Netherlands)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켜 100 ml로 감압 농

축하였으며, 이렇게 농축된 약침액을 동결건조기(Ilshin, Korea)를 

이용하여 −80℃, 5 mm Torr에서 72시간 동안 동결 건조시켜 

powder 12 g을 얻었다. 이를 소분하여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였으

며 조제한 후 냉장 보관하였다가 약침 처치에 사용하였다.

3) 약침액 지표성분 분석: 독활의 주요 지표성분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continentalic acid (ChemFaces, China), kaurenoic acid 

(ChemFaces, China), LC-MS용 acetonitrile (Sigma, USA), H2O와 

trifloroacetic acid (Sigma, USA)등을 사용하였다. 기기는 LTQ 

VELOS PRO (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hypersil C18 3.5 μm (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 

이동상으로는 (A) 0.02% trifloroacetic acid in H2O와 (B) 

acetonitrile을 사용하였고 주입량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1, 2).

시료 powder 0.2082 g을 100% 메탄올 4 ml에서 24시간 추출

한 후 0.22 μm membrane filter (whatman, USA)로 여과하여 

사용하였으며, 지표성분은 acetone (Sigma, USA)에 녹인 후 정량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표준용액의 농도와 LC상에서의 peak 면적

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LC-MS에 의한 검량선 작성 및 성분 분석에서 LC-MS는 

retention time과 분자량을 근거로 분석물질을 확인하는데 지표성

분인 continentalic acid, kaurenoic acid는 분자량이 m/z 

302.458로 동일하여 negative mode일 때 m/z 301.3으로 분석하

였으며(Table 3), 2가지 지표성분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표준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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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C conditions

Device
Accela AS

Accela 600 pump

Mobile phase

Time (min) A
(0.02% trifloroacetic 

acid in H2O)

B
(Acetonitrile)

0.00 97 3

2.00 97 3

12.00 0 100

15.00 0 100

16.00 97 3

40.00 97 3

Column Hypersil C18 3.5 μm

Injection volume (μl) 10.0

Tray Temperature (℃) 15

Column Temperature (℃) 35

Run time (min) 40

Table 3. Conditions of the compound

Compound Molecular formula Molecular weight Mode Retention time (min)

continentalic acid C20H30O2 302.458 Negative 17.97

kaurenoic acid C20H30O2 302.458 Negative 11.44

Fig. 1. Chromatogram of compounds from Araliae Continentalis Radix.

을 가지고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직선성은 continentalic acid는 

Y=11676.3+61432*X (R2=0.9995), kaurenoic acid는 Y=237341+ 

81892*X (R2=9988)이었다.

독활 중의 continentalic acid, kaurenoic acid 성분에 대한 

LC-MS로 분석한 결과, continentalic acid는 1.99 ppm, kaurenoic 

acid는 1.13 ppm이 검출되었다(Fig. 1). 

2. 방법

1) 신경병리성 통증 유발: 백서를 isoflurane (Ifran liquid for 

inhalation, Hana Pharm, Korea) 2.5%로 도입, 유지 마취 후 왼

쪽 고관절 뒤쪽의 피부를 절개한 후 biceps femoris muscle 사이

에 있는 sciatic nerve을 찾아 common peroneal nerve와 tibial 

nerve 및 sural nerve를 확인한 뒤 microforcep으로 주변조직 및 

혈관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common peroneal nerve만 남겨두

고, tibial nerve와 sural nerve는 미세 수술가위로 절단하였다. 절

개된 부위는 gentamycin을 점적하고 피부를 봉합하였다6). 

2) 군 분리: 실험군들은 신경병리성 통증 유발과 처치를 시행하

지 않은 정상군(Normal, n=5), 신경병리성 통증을 유발시킨 후 처

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Control, n=5), 신경병리성 통증을 유발시

킨 후 환도(GB30)에 saline을 처치한 군(Saline, n=5), 신경병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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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유발시킨 후 환도(GB30)에 1.100 mg/kg의 독활 약침을 

처치한 군(ACR1, n=5), 신경병리성 통증을 유발시킨 후 환도

(GB30)에 2.743 mg/kg의 독활 약침을 처치한 군(ACR2, n=5), 신

경병리성 통증을 유발시킨 후 환도(GB30)에 5.486 mg/kg의 독활 

약침을 처치한 군(ACR3, n=5)으로 분리하였다.

3) 취혈 및 시술: 약침을 처치한 환도(GB30)는 hind limb에서 

femur의 greater trochanter와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와

의 거리를 3등분하여 femur의 greater trochanter에서 1/3되는 

곳으로 인체와 상응한 부위에 취혈하였으며7), 처치는 1주일에 각 

2회씩 양측 부위를 3주간 총 6회 치료했다. 약침액은 insulin 

syringe (31G×8 mm, BD, USA)를 이용하여 좌ㆍ우측에 20 μl의 

약침이 시행되었다.

4) 체중 및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측정: 수술 후 4주

째부터 1주일에 1회씩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UGO 

BASILE 37450, Italy)를 사용하여, 각각 이에 대한 철회반응

(withdrawal response)을 망으로 된 cage에 옮겨 5분간 안정시키

고, 체중을 측정한 후 총 4회 관찰하였다. 

Stimulator 자극에 의한 이질통 측정 방법은 0 g에서 50 g 강도

까지 환측의 발 바닥 부위를 자극하여 발의 철회반응의 react time 

(stimulator가 발바닥에 contact하여 다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 

second)과, force intensity(발바닥이 stimulator를 피한 순간의 

힘, gram)를 얻었다. 

5) Immunohistochemistry: 모든 실험이 끝난 직후에 urethane 

(Sigma, USA)으로 백서를 마취시킨 뒤, 0.9% saline 200 ml에 이

어 phosphate buffer로 준비한 5% formalin 용액(fixative) 200 ml

로 심장을 통해 관류하였다. 10% formalin 용액으로 고정이 끝난 

쥐의 뇌를 꺼내 48시간동안 고정시키고, 30% sucrose가 함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넣어서 4℃에서 하루 동안 

보관하였다. 그 다음날 뇌를 급속 냉동한 후 30 μm의 두께로 뇌 

조직을 잘랐다.

뇌 조직을 초기에 3회 정도 0.1 M PBS에 세척하였고, 2% 토끼 

혈청으로 30 분 blocking한 뒤, 각각 primary mouse mono-

clonal c-Fos anti-body (1:400, Abcam, UK) 를 사용하였다. 1차 

항체는 0.1 M PBS에 과 0.1% sodium azide (Sigma, USA) buffer

로 400 배 희석하여 준비하였고, 뇌 조직은 1차 항혈청에 4℃에 

72시간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조직을 0.1 M PBS로 3 번 이상 세척

한 다음 biotinylated universal secondary antibody (Quick Kit, 

Vector Laboratories, USA)를 에 30 분 동안 37℃에서 반응시켰

다. 0.1 M PBS로 3 번 세척한 다음, 뇌 조직은 37℃에서 30 분 

동안 streptavidin peroxidase preformed complex (Quick Kit, 

Vector Laboratories, USA)에 넣었다. 0.1 M PBS로 3 번 세척한 

다음 diaminobenzidine (DAB)을 착색제로 사용하여 조직을 발현

시키고, 0.1 M PB로 발색을 정지시켰다.

모든 처리를 거친 뇌 조직을 gelatine-coated slide에 고정하여 

공기를 제거하면서 cover glass를 덮은 뒤 광학현미경(Nikon, 

Japan)을 100 배 확대하여 Periaqueductal gray (PAG)에서 c-Fos

에 대한 immunoreactive 신경세포를 counting하였다. 

6) Cytokine 측정

(1) ELISA에 의한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측정: 

TNF-α 측정은 rat TNF-α (Invitrogen, USA)를 통해 측정하였

다. Rat TNF-α가 coating된 microplate에 rat TNF-α standard

와 serum 100 μl를 첨가하고 plate cover로 tapping한 뒤, 1분간 

mixing하고 2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하였다. Washing solution 

350 μl로 4회 washing 한 뒤 Rat TNF-α biontin conjugate 

10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1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하

였다. Washing solution 350 μl로 4회 washing 한 뒤 streptavidin- 

HRP working solution 10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30분 동안 실온에 방치하였다. Washing solution 350 μl로 4회 

washing 한 뒤 stabilized chromogen 10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30분 동안 실온(dark상태)에 방치하였다. plate에 

Stop solution 100 μl를 넣고 발색반응을 중지시킨 후 micro-

plate reader (EZ Read 400, Biochrom, UK)로 450 nm에서 

optical density (OD)를 측정하였다. Standard curve를 만들어 

sample의 TNF-α 양을 assay하였다.

(2) ELISA에 의한 interleukin 6 (IL-6) 측정: IL-6 측정은 rat 

IL-6 (BIOMATIK,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t IL-6 가 

coating된 microplate에 rat IL-6 standard , serum 10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로 tapping한 뒤 1분간 mixing하고 2시간 

동안 37℃에 방치하였다. Washing하지 않은 액을 버린 후 biotin 

antibody 10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1시간 동안 3

7℃에 방치하였다. Washing solution 350 μl로 3회 washing 한 

뒤 HRP-avidin 10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1시간 동

안 37℃에 방치하였다. Washing solution 350 μl로 5회 washing 

한 뒤 TMB substrate 9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30분 

동안 37℃에(dark상태) 방치하였다. Stop solution 50 μl를 plate

에 넣고 발색반응을 중지시킨 뒤 microplate reader (EZ Read 

400, Biochrom, UK)로 450 nm에서 OD를 측정하였다. Standard 

curve를 만들어 sample의 IL-6 양을 assay하였다. 

(3) ELISA에 의한 interferon gamma (IFN-γ) 측정: IFN-γ 

측정은 rat IFN-γ (BIOMATIK,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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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IFN-γ가 coating된 microplate에 rat IFN-γ standard, 

serum 100 μl를 첨가하고 plate cover로 tapping한 뒤에 1분간 

mixing하고 37℃에 1시간 방치하였다. Washing하지 않은 액을 

버린 후 biotinylated detection antibody 10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1시간 동안 37℃에 방치하였다. Washing 

solution 350 μl로 3회 washing 한 뒤 concentrated HRP 

conjugate working solution 10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30 분 동안 37℃에 방치하였다. Washing solution 350 μl

로 5회 washing 한 뒤 substrate reagent 90 μl를 첨가하여 plate 

cover를 덮고 15 분 동안 37℃에(dark상태) 방치하였다. Stop 

solution 50 μl를 plate에 넣고 발색반응을 중지시킨 후 micro-

plate reader (EZ Read 400, Biochrom, UK)로 450 nm에서 

optical density (O.D.)를 측정하였다. Standard curve를 만들어 

sample의 IFN-γ 양을 assay하였다. 

7) Total RNA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1) Total RNA 분리: Total RNA의 분리는 척수 부위의 신경조

직(30 mg)을 800 μl TRIZOL reagent (Gibco-BRL, USA)로 균질

화하고, 균질액에 대하여 chloroform (Sigma, USA) 200 μl를 가

하여 15 초 동안 흔들어 잘 혼합한 뒤, 실온상태에서 5 분 방치한 

후 세포의 유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5 분 동안 4℃, 14,000 rpm

에서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로 얻은 상층액과 500 μl의 

isopropanol (Sigma, USA)을 첨가하여 5 분 동안 실온 상태에서 

방치한 후 RNA pellet을 얻기 위하여 8 분간 4℃, 14,000 rpm에

서 원심분리하고, 원심분리로 생긴 pellet에 냉장 보관된 70% 

ethanol과 DEPC를 넣고 5 분간 4℃, 7,500 rpm에서 원심 분리 

후 pellet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남은 ethanol은 5 분간 실온에

서 방치시켜 건조시킨 다음 DEPC-treated water에 녹여 spec-

trophotometer (Eppendorf, Germany)에서 OD260 값을 읽어 

RNA의 순도 및 농도를 정량하였다. 이들 척수 부위 신경조직의 

total RNA는 사용 시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2) RT-PCR: 분리된 total RNA 3 μg과 2.5 μl Oligo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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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Germany)를 이용하여 50 μl 

cDNA를 합성하여 PCR 증폭을 위한 template로 사용하였다. 이때 

internal control로 housekeeping 유전자인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sense primer: 5’- 

ACTCCATCACCATCTTCCAG-3’, antisense primer: 5’-CCTG 

CTTTCACCACCTCCTTG-3’)를 사용하였다. Reverse transcrip-

tion temperature cycle은 1시간 동안 42°C에서 cDNA synthesis, 

5 분 동안 94℃에서 denature 그리고 5 분 동안 4°C에서 cooling

시키는 단계를 거쳤다.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cDNA, 10 

pg antisense primer, 10 pg sense primer , DEPC-treated 

water를 PCR premix (Bioneer, Korea)에 넣었다. PCR tem-

perature cycle은 cDNA의 증폭을 위하여 300 초 동안 95°C에서 

pre-denaturation, 40 초 동안 94°C에서 melting, 40 초 동안 

55°C에서 annealing, 90 초 동안 72°C에서 extension하는 과정

을 30회 반복하여 수행하고 마지막 cycle에서 600 초 동안 72°C에

서 extension 단계를 거쳐 TNF-α 유전자증폭을 primer (sense-

primer: 5’-ATGAGCACAGAAAGCATGATC-3’, antisense primer: 

5’-TACAGGCTTGTCACTCGAAT-3’), IL-6 유전자증폭을 primer 

(senseprimer: 5’-TGCTGGTGACAACAACGGCC-3’, antisense 

primer: 5’-GTACTCCAGAAGACCAGAGG-3’), IFN-γ 유전자

증폭을 primer (senseprimer: 5’-AACGCTACACACTGCAATCT 

TGG-3’, antisense primer: 5’-CTCGGATGAGCTCATTGAATGC- 

3’)를 이용하여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Germany)에

서 시행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TNF-α, IL-6, IFN-γ의 DNA를 greenview 

nucleic acid gel stain (IO Rodeo, 1:10,000)를 포함한 1.5% 

agarose gel상에서 0.5x TBE buffer (80 mM boric acid, 80 mM 

Tris-HCL, 2 mM EDTA, pH 8.3)로 100 V에서 전기 영동시켜 관

찰한 후 image station (Kodak, USA)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alphaease FC standalone software (Alpha Innotech,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8) 혈액 검사: 채혈에 의해 얻어진 혈액 중 약 100 μl를 

EDTA-bottle에 넣은 뒤 바로 multispecies hematology analyser 

(950, Hemavet, USA)에 주입하여 white blood cell (WBC),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GB), platelet (PLT)를 각각 측

정하였다.

9) 혈청 검사: 분리된 혈청은 측정하기 전까지는 4℃에 보관하

였다.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는 GOT/AST -PIII Slide 

(Fujifilm Corporation, Japan)로, alanine aminotransferase 

(ALT)는 GPT/ALT -PIII Slide (Fujifilm Corporation, Japan)로, 

blood urea nitrogen (BUN)은 BUN-PIII Slide (Fujifilm Cor-

poration, Japan)로, creatine (Cr)은 Creatine-PIII Slide (Fujifilm 

Corporation, Japan)로 fuji dri-chem clinical chemistry ana-

lyzer (DRI-Chem 4000ie, Fujifilm Corporation, Japan)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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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withdrawal react time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3. 통계처리

모든 측정치는 excel statistic program (Microsoft, USA)을 사

용하여 평균치와 표준오차(mean±standard error)를 표시하였다. 

각 실험군들 사이의 통계 분석은 window용 SPSS (SPSS, USA)를 

사용하여 비모수적 방법으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

다. 각 실험군은 대조군에 대하여 p＜0.05와 p＜0.001의 오차에

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1. Withdrawal response의 react time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약침을 시술한 후 withdrawal response의 react time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유발직후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에 

Normal군은 각각 5.6±0.23 sec, 6.2±0.46 sec, 6.0±0.38 sec, 

6.1±0.32 sec을 나타내었으며, Control군은 각각 3.0±0.36 sec, 

3.0±0.31 sec, 2.7±0.33 sec, 2.8±0.26 sec으로 Normal군에 비

해 Control군은 모든 주차에서 각각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0.001). 또한, Control군에 비하여 0주차에서는 ACR3군, 1주차에

서는 Saline군과 ACR1군이 각각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 

0.05), 3주차에서는 ACR2군과 ACR3군이 각각 유의한 증가를 보

였다(p＜0.05) (Fig. 2). 나머지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2. Withdrawal response의 force intensity 변화에 미

치는 영향

약침을 시술한 후 withdrawal response의 force intensity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유발직후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에 

Normal군은 각각 31.5±1.28 g, 36.5±3.06 g, 33.7±2.07 g, 

33.9±1.77 g을 나타내었으며, Control군은 각각 16.7±1.96 g, 

17.2±1.29 g, 15.2±1.37 g, 15.7±1.08 g으로 Normal군에 비해 

Control군은 모든 주차에서 각각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01). 

또한, Control군에 비하여 0주차에서는 ACR3군, 1주차에서는 

Saline군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0.05), 3주차에서는 ACR2

군과 ACR3군이 각각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5) (Fig. 3). 나

머지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c-Fos 단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약침을 시술한 후 Periaqueductal gray (PAG) 부분의 c-Fos 

단백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은 3.1±1.89 numbers, 

Control군은 14.3±3.47 numbers, Saline군은 20.0±6.62 numbers, 

ACR1군은 8.8±4.01 numbers, ACR2군은 8.1±1.48 numbers, 

ACR3군은 5.9±0.93 numbers를 나타내었다. Normal군에 비하

여 Control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하였고(p＜0.05), Control군에 

비하여 ACR3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Fig.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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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withdrawal force intensity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01,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4.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c-Fos protein in the Periaqueductal gray of the brains of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5,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4. Blood serum내 TNF-α, IL-6, IFN-γ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약침을 시술한 후 

blood serum내 TNF-α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은 

0.08±0.006 pg/ml, Control군은 0.25±0.014 pg/ml, Saline군

은 0.20±0.024 pg/ml, ACR1군은 0.16±0.017 pg/ml, ACR2군

은 0.14±0.017 pg/ml, ACR3군은 0.10±0.006 pg/ml를 나타내

었다.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하였고(p＜ 

0.05), Control군에 비하여 ACR1, ACR2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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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blood serum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5,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5. Representive microphotographs of coronal sections for 
observation of the expression of c-Fos proteins. 
A: Normal, B: Control, C: Saline, D: ACR1, E: ACR2, F: ACR3.
X200.

없었으며, ACR3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Fig. 6). 

2) Interleukin 6 (IL-6): 약침을 시술한 후 blood serum내 IL-6

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은 0.58±0.035 pg/ml, 

Control군은 0.69±0.101 pg/ml, Saline군은 0.72±0.027 pg/ml, 

ACR1군은 0.79±0.094 pg/ml, ACR2군은 0.89±0.091 pg/ml, 

ACR3군은 0.77±0.154 pg/ml를 나타내었다.

Normal군 및 Control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7).

3) Interferon Gamma (IFN-γ): 약침을 시술한 후 blood 

serum내 IFN-γ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은 0.07± 

0.003 pg/ml, Control군은 0.07±0.003 pg/ml, Saline군은 0.08± 

0.003 pg/ml, ACR1군은 0.07±0.002 pg/ml, ACR2군은 0.07± 

0.004 pg/ml, ACR3군은 0.07±0.003 pg/ml를 나타내었다.

Normal군 및 Control군에 비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8).

5. 척수내 TNF-α, IL-6, IFN-γ의 mRNA발현 변화에 미

치는 영향

1)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약침을 시술한 후 척

수내 TNF-α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은 93.3± 

6.63 (*1000 O.D.), Control군은 99.8±5.03 (*1000 O.D.), Saline

군은 114.1±1.67 (*1000 O.D.), ACR1군은 108.9±1.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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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blood
serum interferon Gamma (IFN-γ)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
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Fig. 7.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blood
serum interleukin 6 (IL-6)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
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O.D.), ACR2군은 108.5±6.77 (*1000 O.D.), ACR3군은 117.1± 

17.59 (*1000 O.D.)를 나타내었다.

Control군에 비하여 Saline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9).

2) Interleukin 6 (IL-6): 약침을 시술한 후 척수내 IL-6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은 102.3±1.42 (*1000 O.D.), 

Control군은 115.3±4.97 (*1000 O.D.), Saline군은 115.9±3.31 

(*1000 O.D.), ACR1군은 109.8±4.21 (*1000 O.D.), ACR2군은 

105.1±1.99 (*1000 O.D.), ACR3군은 99.9±7.64 (*1000 O.D.)

를 나타내었다.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하였지만

(p＜0.05), Control군에 비하여 ACR1군, ACR2군, ACR3군 모두

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10).

3) Interferon Gamma (IFN-γ): 약침을 시술한 후 척수내 

IFN-γ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은 123.4±8.45 

(*1000 O.D.), Control군은 136.6±4.46 (*1000 O.D.), Saline군

은 135.7±1.51 (*1000 O.D.), ACR1군은 139.7±4.35 (*1000 

O.D.), ACR2군은 129.0±4.80 (*1000 O.D.), ACR3군은 120.7± 

5.92 (*1000 O.D.)를 나타내었다.

Control군에 비하여 ACR3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Fig. 11).

6. 체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약침을 시술한 후 체중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유발직후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에 Normal군은 각각 324.8±8.73 g, 

375.8±8.93 g, 400.0±10.30 g, 419.8±9.75 g을 나타내었으며, 

Control군은 각각 293.8±15.49 g, 324.2±14.65 g, 344.3±14.7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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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mRNA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
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10.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of 
interleukin 6 (IL-6) mRNA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
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5,
compared with normal group.

368.8±14.75 g으로 Normal군에 비해 Control군은 0주차를 제외

한 1주차(p＜0.001), 2주차(p＜0.05), 3주차(p＜0.05)에서 각각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Control군에 비하여 각각 모든 실험

군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2).

7. Whole blood내 white blood cell (WBC),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GB), platelet 

(PLT)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약침을 시술한 후 WBC, RBC, HGB, PLT에 대한 변화를 각각 관

찰한 결과, Normal군과 Control군에서 WBC는 각각 5.0±1.09 k/ul, 

6.1±1.35 k/ul, RBC는 각각 9.8±0.35 M/ul, 9.7±0.16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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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body
weights in the neuropathic pain in-
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
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

p＜
0.001, #p＜0.05 compared with nor-
mal group.

Fig. 11.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inter-
feron gamma (IFN-γ) mRNA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
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HGB는 각각 18.9±0.49 g/dl, 18.7±0.33g/dl, PLT는 각각 1063.6± 

107.13 M/ul, 995.0±58.16 M/ul을 나타내었다.

Normal군과 Control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Control군에 비하여 RBC는 ACR2이 유의한 증가를 보

였으며, HGB는 Saline군은 유의한 감소를 ACR3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PLT는 Saline군, ACR1군, ACR2군, ACR3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13).

8. Blood serum내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blood urea nitro-

gen (BUN), Creatine (Cr)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약침을 시술한 후 AST, ALT, BUN, Cr에 대한 변화를 각각 관찰

한 결과, Normal군과 Control군에서 AST는 각각 268.8±51.75 u/l, 

194.0±46.04 u/l, ALT는 각각 72.2±10.93 u/l, 61.2±7.65 u/l, 

BUN는 각각 26.1±0.96 mg/dl, 21.0±2.44 mg/dl, Cr은 각각 

0.8±0.04 mg/dl, 0.6±0.15 mg/dl을 나타내었다.

Normal군과 Control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Control군에 비하여 ALT는 ACR1이 유의한 감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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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white blood cell(WBC), red blood cell(RBC), hemoglobin(HGB), 
platelet(PLT)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5, **p＜0.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였다(Fig. 14).

고    찰

신경병리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신경계의 일차적인 손

상이나 기능이상이 원인이 되는 또는 그것에 의해 야기되는 통증

으로 정의하며, 통증치료에 있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주목을 모

으고 있는 만성통증 질환이다8). 이는 유발자극의 유무에 따라 자극 

없이 발생되는 자발통과 자극에 의존적인 유발통으로 나뉘는데, 

자발통은 지속성 또는 발작성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유발통

은 자극의 강도에 따라 통증을 일으키는 역치보다 낮은 비유해 자

극에 의한 이질통(allodynia)과, 유해 자극에 의한 통각과민(hy-

peralgesia)의 증상이 있다1). 일반적으로 통증은 손상된 조직이 치

유되면 자연히 소실되지만, 말초 및 중추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된 

신경병리성 통증은 손상부위가 치유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9).

신경병리성 통증은 아주 다양한 기전들에 따른 증상의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통각수용성 통증(nociceptive pain)과 달리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증상 발생기전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들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신경병리성 통증의 양방치료로는 

항간질약, 항경련제 등의 약물요법과 신경블록요법, 수술적 요법

이 있으나 좀처럼 결정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만족할만한 진통효

과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

고 있다8).

한의학에서 신경병리성 통증은 痺證의 범주에 속하는데, <內經

素問·痺論>에서 “風寒濕三氣雜至合而爲痺也, 其風氣勝者爲行痺, 寒

氣勝者爲痛痺 濕氣勝者爲着痺也.”로 처음으로 痺라는 용어가 사용

되었다. 痺證은 風寒濕熱邪 등의 제반원인에 의하여 經絡이 막히고 

氣血이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하며 氣血遮閉不通하여 不通則痛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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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on the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e(Cr) i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rats. 
Normal : no treatment without tibial nerve an sural nerve transection (TST), Control : no treatment with TST, Saline : TST and saline 
at GB30, ACR1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1.100 mg/kg at GB30, ACR2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2.743 mg/kg at GB30, ACR3 : TST and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harmacopuncture 5.486 mg/kg at GB30.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5 ra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것이므로 宣通이 痺證의 공통 치법이다. 痺證의 치료는 實痺와 虛痺

로 구분하여 병인에 따라 溫經散寒, 祛風除濕, 淸熱解毒, 活血化瘀, 

調補氣血, 溫陽益氣, 滋腎養肝 등의 치법을 쓴다2,10). 

痺證 치료에 빈용되는 약재인 독활은 한국에서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독활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의 뿌리를 사용하는

데, 祛風除濕, 通痹解表止痛하여 風寒濕痺를 치료하는 약재로, 그 

性이 下行하므로 腰部以下의 痺痛을 치료하는데 더욱 좋은 효과가 

있다3). 활성 성분으로는 (−)-pimara-8 (14), 15-dien-19-oic 

acid (continentalic acid), (−)-kaur-16-en-19-oic acid인 di-

terpene가 있으며, 최근 continentalic acid는 merhicillin-resist-

ant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낸다고 알

려져 있다11). 독활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독활의 항균작용12), 항염

증작용13), 항산화작용, 항혈소판 응집작용14)과 면역활성15)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신경병리성 통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접하지 못

하였다. 

약침요법은 한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약물 약리작용과 주

사방법을 결합하여 경락, 혈위를 자극하는 치료법으로, 여러 단일 

또는 복합처방으로 구성된 한약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약침을 

경혈, 양성반응점, 혈관에 주입하여 약물의 약리작용과 혈위의 치

료작용을 이용하여 생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병리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한다. 침자와 약물작용이 직접적으로 각각 경락선상의 

혈위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자극하여 서로 협동작용을 일으켜 치료 

목적에 이르기에 더욱 유리하며, 약물이 흡수될 때까지 혈위내에 

머물러 있어 비교적 긴 시간의 자극을 유지하게 되므로 혈위의 치

료효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침자의 유침법과 비교하

여 치료시간이 짧고, 환자들이 치료 후 즉시 마음대로 활동이 가능

한 장점도 있다4,5).

지금까지 약침시술을 이용하여 신경병리성 통증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는데, 이러한 연구에는 蜂毒

약침16), 秦艽약침17), 草烏약침18), 杜沖약침19), 乾薑약침20), 蜈蚣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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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21), 白掘採약침22)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 中性瘀血약침

과 동시에 獨活湯, 獨活奇生湯, 烏藥順氣散 경구투여를 복합적으로 

시행한 연구들도 있었다23-25). 이 중 蜂毒약침, 秦艽약침, 草烏약침, 

白掘採약침 연구에서는 환도혈(GB30)을, 杜沖약침과 蜈蚣약침 연

구는 신수혈(BL23)을 사용하였으며, 乾薑약침의 경우 환도(GB30)

와 족삼리혈(ST36)을 동시에 취혈하여 환도혈이 신경병리성 통증

의 취혈점으로 가장 빈용되었다. 또한 임상에서도 주로 통증 유발

부위에 약침을 시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신경병증성 통

증을 유발시키는 부위에 있는 경혈인 환도혈을 선택하였다.

환도(GB30)는 족소양담경 30번째혈로, 穴性은 通經活絡, 疏散

經絡風濕, 宣利腰髀氣滯하여 冷風濕痺不仁, 坐骨神經痛, 腰股疼痛, 

腰腿痛, 脚氣, 膝痛, 風濕關節痛, 下肢痿痺, 半身不遂, 痲木偏癱, 小

兒痲痺, 感冒, 神經衰弱, 癮痲疹, 風疹, 偏身痿病, 多發性神經炎을 

주치한다. 腰腿脚痛, 坐骨神經痛의 필수혈로 특히 風寒濕으로 인한 

腰髁疼痛 冷風冷痹疾에 유효26)하기 때문에 혈위의 치료작용 또한 

신경병리성 동통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저자는 祛風除濕하고 蠲痺止痛하는 효과가 있어 임상에

서 腰部以下의 痺痛치료에 다용되며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 

독활을 이용하여 제조한 약침이 신경병리성 통증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용 Rat는 각각 좌골신경을 절제하지 않고 

무처치한 Normal군, 좌골신경을 절제한 후 무처치한 Control군, 

좌골신경을 절제한 후 환도혈 상응 부위에 Saline과 독활약침을 

각각 1.100 mg/kg, 2.743 mg/kg, 5.486 mg/kg 농도로 시술한 Saline

군 및 ACR1군 ACR2군 ACR3군으로 나누었다. 신경병증성 통증에 

진통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실험군의 Withdrawal re-

sponse react time 및 force intensity, c-Fos를 관찰하였고, 그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TNF-α, IL-6, IFN-γ를 측정하였다. 또한 

독활약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중, WBC, RBC, HGB, PLT, 

AST, ALT, BUN, Cr 변화를 관찰하였다. 

신경병리성 동통을 연구하기 위한 동물모델로는 신경절제모델27)

이 개발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만성적 압박 손상모델28), 

부분적 좌골신경 결찰모델29), 척수신경 결찰 모델30), 좌골신경 동

결 모델31) 등이 있는데 이러한 동물모델들은 만들기 어렵고 손상시

킨 신경섬유의 재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32). 반면 본 

실험에서 사용한 Lee등6)이 개발한 좌골신경절제모델은 commom 

peroneal nerve만 남겨두고 sural nerve와 tibial nerve만 손상시

키는 것으로 신경절제모델에 비해 만들기 쉽고, 신경섬유의 재생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32).

Withdrawal response의 react time은 Normal군에 비해 Con-

trol군이 모든 주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Control군에 비해 

0주차에서 ACR3군, 1주차에서 Saline군과 ACR1군에서 오히려 

감소를 보였으며, 3주차에서는 ACR2군과 ACR3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withdrawal response의 force intensity는 Normal

군에 비해 Control군이 모든 주차에서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Control군에 비해 0주차에서는 ACR3군, 1주차에서는 Saline군이 

오히려 감소를 보였고, 3주차에서는 ACR2군과 ACR3군에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react time, force intensity 모두 3주차의 고농도 독활

약침군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독활약침의 농

도가 높고 시술 기간이 3주차 이상 진행될 경우 물리적 이질통에 

대한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확실한 기간과 

농도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c-Fos는 전초기 유전자(immediate early gene)로 불리는 유전

자군의 하나이다. 이러한 유전자는 새로운 단백의 합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도자극 후에 단시간에 발현한다. c-Fos유전자로부

터 만들어진 단백 c-Fos는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전사인자로

서의 기능을 갖는다14). 이것은 말초신경에 유해한 기계적자극 또는 

온열자극을 가하였을 때,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통로에서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3,34) 통증자극 후 척수 후각의 

신경원에서 c-Fos가 발현된다는 Hunt35)의 연구보고 이후로 통증 

연구 모델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36). 또한 Kawakami등은 신

경병리성 통증과 c-Fos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37), 진통 효

과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형태학적 기법으로 평가되고 있다38). 즉, 

c-Fos 단백은 통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 

c-Fos의 증가는 통증의 증가를, c-Fos의 감소는 통증의 감소를 의

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central gray 부분의 c-Fos 단백에 대한 변화

를 관찰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 ACR1군 ACR2군 ACR3군 모두 Control군에 비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고 ACR3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고농도의 경우 독활약침 시술이 신경병리성 통증에 대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신경병리성 통증은 단순한 침해성 통증과 다르게 신경손상 등의 

일차적 병변뿐 아니라 신경계통의 기능변화와 면역계의 변화에 의

해서도 나타난다39). 최근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에 의해 야기되는 

신경조직의 염증과 면역반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예를들면 DeLeo와 yezierski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만성 통증

과 더불어 염증 및 면역 반응이 유발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40). 

이때 발생하는 염증성 통증은 세포 및 조직이 손상되어 화학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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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분비될 때 나타나는데, 이들 면역 및 염증 세포 사이에서 

작용하는 화학적 매개체인 cytokine은 interferon, IL-1, IL-6, 

IL-10, TNF-α 등이 있으며 통각, 통증 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42). 이들 cytokine은 염증성 반응을 유도할 뿐 아니

라 통각수용체가 변환, 전도, 투과시키는 것을 방해하여 통증을 일

으킨다39). 

신경이 손상되면 TNF-α, IL-6 및 IFN-γ를 포함한 pro-inflam-

matory cytokine 발현 및 분비가 증가되며, 이 모두는 통증 과민

증의 발달에 필요하다.43) 이와 같은 여러 cytokine은 신경병변 이

후에 dorsal horn에서 증가하며, 중추신경계에서 시냅스 전달을 

변경함으로써 신경 손상성 통증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44) 특히 

leel등은 IL-1β와 TNF-α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개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IL-6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활약침이 

TNF-α, IL-6, IFN-γ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TNF-α 수준은 염증 상태에서 상승하는데 말초신경 손상 후 

요부척수의 전후각에서 면역반응성 TNF가 증가하며, 이는 신경병

리성 통증을 나타내는 통증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으며42), 

TNF-α는 말초 및 중추 신경 퇴행성 병리 및 신경 손상 후 신경 

병증 통증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6). 또한 신경 줄기를 따른 

TNF-α의 국소적인 유리가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병리성 통

증 상태를 유발하는 주된 요소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47). 

IL-6은 신경 손상 후 광범위하게 발현되며 IL-6의 척수강 내 투

여는 기계적 이질통을 초래하고, IL-6 수용체 중화 항체는 단일 

복강 내 주사 2주 후 척수 손상 통증과 관련된 기계적 이질통을 

제거하였다는 보고가 있다48).

중추 및 말초 면역 반응의 중요한 조절 인자인 IFN-γ 또한 신

경병리성 통증의 발병 기전에서 역할을 하는데49) 동물 모델에 대해 

수행 된 연구에 따르면, IFN-γ는 중추 감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50) 요추수술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FBSS) 환자에서 척수 신경 자극술(Spinal Cord Stimulation, SCS)

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SCS 이전의 환자와 대조군의 IFN-γ 

혈청 수준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FBSS 

환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IFN-γ 수치와 통증강도가 더 높을

수록 더 높은 IFN-γ 수치를 보여 IFN-γ의 혈청 농도가 통증 인

자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51).

본 연구에서 TNF-α, IL-6, IFN-γ를 각각 Blood serum, 척수 

내에서 관찰한 결과, Blood serum내 TNF-α는 Normal군에 비해 

Control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Control군에 비해 독활약침

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 큰 감소비율을 보이며 ACR3군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Blood serum내 IL-6과, 

IFN-γ는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척수내 TNF-α는 Control군에 비해 Saline군에서 유의하게 증

가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IFN-γ는 Control군에 

비하여 ACR3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IL-6은 Normal군에 비

해 Control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Control군에 비하여 모

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독활의 진통효과의 작용기

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독활은 angelicotoxin, 여러 종류의 휘발유 및 coumarin

화합물 등에 의해 독성이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양을 초과

하면 쉽게 중독되고, 간 손상 및 지방변성, 신장출혈, 혈뇨를 일으

킬 수 있다52).

본 연구에서는 독활약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체중의 변화와 혈액학적 안전성을 보기 위해 WBC, 

RBC, HGB, PLT를 측정하였고, 신장 및 간장의 독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AST, ALT, BUN, Cr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체중

은 normal군에 비해 control군이 0주차를 제외한 모든 주차에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Control군에 비해 모든 주차의 모든 

실험군에서 체중이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혈액 검사에서는 normal군에 비해 Control군의 유의한 변화는 보

이지 않았고, Control군에 비하여 RBC는 ACR2에서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 HGB는 Saline군은 유의한 감소를 ACR3군에서는 유의

한 증가를 보였으며, PLT는 Saline군을 비롯한 모든 실험군에서 

오히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간장 및 신장독성에 대한 검사

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ALT는 ACR1이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 AST, BUN, Cr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환도의 독활약침 시술이 간 기능 및 신장 기능에도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환도 독활약침은 고농도로 시술 할 경우, 신경병

리성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기전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FN-γ을 감소시키는 것

과 연관이 있다고 사료된다. 유의한 효과가 주로 3주차 고농도 독

활약침 그룹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3주 이상의 시술기간과 

독활약침이 고농도일 때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기간과 

농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環跳 (GB30) 獨活약침이 신경병증성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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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좌골신경절제모델 백서에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한 

뒤, 獨活약침을 環跳 상응부위에 주 2회씩 3주간 총 6회 시술하였

다. 진통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Withdrawal response react time 

및 force intensity, c-Fos를, 작용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TNF-α, 

IL-6, IFN-γ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중 및 WBC, RBC, 

HGB, PLT, AST, ALT, BUN, Cr 변화를 관찰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Withdrawal response에서 react time은 Control군에 비해 

0주차 ACR3군, 1주차 Saline군 및 ACR1군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

고, 3주차 ACR2군과 ACR3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force 

intensity는 Control군에 비해 0주차 ACR3군, 1주차 Saline군이 

유의한 감소를, 3주차에서는 ACR2군과 ACR3군에서 유의한 증가

를 보였다.

2. c-Fos는 Control군에 비해 모든 독활약침 실험군에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고 ACR3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3. Blood serum내 TNF-α는 Control군에 비해 모든 독활약침 

실험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ACR3군에서는 유의한 감소

를 보였다. IL-6과, IFN-γ는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4. 척수내 IFN-γ는 Control군에 비해 ACR3군에서 유의한 감

소를 보였고, TNF-α와 IL-6은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5. 체중변화는 Control군에 비해 모든 주차의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WBC, RBC, HGB, PLT,를 관찰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하여 RBC는 ACR2에서 유의한 증가를, HGB는 

Saline군은 유의한 감소를 ACR3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PLT는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6. ALT, AST, BUN, Cr를 관찰한 결과 Control군에 비해 ALT는 

ACR1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AST, BUN, Cr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독활약침이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통증 감소 

효과가 있으며, 향후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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