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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epressant Effect of Liver Tonification and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s and Its Brain Neural Activity

Geun-Hyang Eom*, Jae-Sang Ryu*, Ji-Yeun Park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We aimed to identify the antidepressant effect of 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ACU (LT); KI10, LR8, LU8, 

LR4) and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ACU (FG); LI4, LR3) and its brain neural activity in the normal and chronic restraint 

stress (CRS)-induced mouse model. Methods : Firstly, normal mice were given ACU (LT) or ACU (FG) and the c-Fos expressions in 

each brain region were analyzed to examine brain neural activity. Secondly, CRS was administered to mice for 4 weeks, then ACU 

(LT) or ACU (FG) was performed for 2 weeks. The depression-like behavior was evaluated using open field test (OFT) before and 

after acupuncture treatment. Then, the c-Fos expressions in each brain region were analyzed to examine brain neural activity. 

Results : In normal mice, ACU (FG) regulated brain neural activities in the hypothalamus, hippocampus, and periaqueductal gray. 

ACU (LT) changed more brain regions in the prefrontal cortex, insular cortex, striatum, and hippocampus, including those altered 

by ACU (FG). In CRS-induced model, ACU (LT) alleviated depression-like behavior more than ACU (FG). Also, brain neural activities 

in the motor cortex area 2 (M2), agranular ventral part and piriform of insular cortex (AIV and Pir), and cornu ammonis (CA) 1 

and CA3 of hippocampus were changed by ACU (LT), and those of AIV and CA3 were also changed by ACU (FG). As in normal mice, 

ACU (LT) resulted in changes in more brain regions, including those altered by ACU (FG) in CRS model. M2, Pir, and CA1 were only 

changed by ACU (LT) in depression model, suggesting that these brain regions reflect the specific effect of ACU (LT). Conclusions : 

ACU (LT) relieved depression-like behavior more than ACU (FG), and this acupuncture effect was associated with modulation of 

brain neural activities in the motor cortex, insular cortex, and hippo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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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울증은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감정의 손실, 급격한 체중 변

화, 수면 장애, 초조 및 격정 등의 감정 변화, 에너지 감소, 무기력

함, 자살 및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심리적 장애이

다1,2). 우울증은 만성적으로 진행될수록 다양한 심리적 문제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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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신체적 장애 및 고통 등 심각한 병적인 상태로 이어져 사망률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3). 우울증의 발생에는 

유전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뇌가 우울증의 핵심 기전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4,5). 많은 연구들이 cortex, striatum, amygdala, hypothalamus, 

hippocampus, thalamus, midbrain 등 여러 뇌 영역이 우울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insular cortex, 

amygdala, hippocampus 등의 뇌 영역에서 발생된 병리적 변화

가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6-8).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주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s) 등의 

항우울제가 사용되고 있으나9), 우울증 환자의 20∼30%는 약물 치

료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10). 따라서 최근에는 운동, 독서치료, 

인지치료, 대인관계치료 등과 같은 인지 행동 치료를 비롯하여 침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3,11-14). 

침 치료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특정 경혈을 선택하여 물리적으

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단일 경혈 또는 여러 경혈 조합이 치료에 

활용된다. 침 치료는 다양한 유형의 통증15-18) 및 퇴행성 뇌질환19,20)

을 비롯하여 우울증 등 심리적 질환에도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활

용되고 있다21-24). 최근 연구들에서 백회(GV20) 경혈에 시행된 전

침 치료가 우울증 환자의 뇌 활성 변화를 야기함이 보고된 바 있으

며25,26), 곡천(LR8), 기문(LR14), 거궐(CV14) 경혈에 레이저 침 치

료를 시행한 후 우울증 환자의 frontal cortex, limbic cortex, 

cerebellum 등 뇌 영역에서의 활성도 변화가 관찰되었다27). 동물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주로 내관(PC6), 삼음교(SP6), 족삼리(ST36), 

신문(HT7) 등 단일 경혈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

데24,28-30), 내관(PC6) 침 치료는 대뇌 hypothalamus의 paraven-

tricular hypothalamic nucleus (PVN) 영역에서 c-Fos 발현을 조

절하였으며30), 삼음교(SP6) 침 치료는 대뇌 hippocampus 영역에

서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와 neuropeptide 

Y (NPY)의 발현을 조절하였다29). 이 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경혈 

조합 또한 시도되고 있는데, 백회(GV20)와 인당(EX-HN3) 경혈 조

합의 전침 치료는 5-hydroxytryptamine (5-HT), glutamate, 

gamma aminobutyric acid (GABA) 발현을 증가시키고, BDNF,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신호전달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우울 행동 개선에 기여함이 

보고되었다31-33). 그 외에도 사관혈에 시행된 침 치료가 cAMP- 

protein kinase A (PKA) 신호 전달 경로 조절을 통해 우울증 개선

에 관여함이 보고되었으며34), 간정격에 시행된 침 치료가 동물의 

우울 행동을 개선하고 뇌의 신경반응성 및 5-HT 관련 기전을 조절

함이 보고된 바 있다22). 

이렇듯 침 치료의 우울증 개선 효과 및 관련 기전 규명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임상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혈 조

합을 이용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경혈 조합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울증 치료에 활용 가능한 경혈 조합인 간정격과 사관혈을 활용

하여 정상 동물에서의 뇌신경 반응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만성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간정격과 사관혈 침 치료의 우울 행동 

개선 효과 및 뇌신경 반응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경혈 조합 도출 및 관련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체중 20∼25 g의 7주령 수컷 C57BL/6N 

마우스(DaeHan Biolink, Inc.)로, 항온 및 항습(실내온도 22∼2

6℃, 습도 60%)이 유지되는 사육장에서 일주일 동안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되었다(Fig. 1A). 실험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였으며, 식수 및 사료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동물은 케이지당 4마리씩 배정하여 유지하

였으며, 각 그룹당 4마리씩 배정되었다. 모든 동물 실험은 실험 동

물 관리 및 사용의 가이드라인(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따라 진행되었

으며, 대전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Daejeon University Insti-

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거쳐 수행

되었다(DJU-ARB-2016-E017). 

2. 침 치료

간정격 침 치료(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ACU (LT)) 및 사관혈 침 치료(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ACU (FG))는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ACU (LT)는 음곡(KI10), 

곡천(LR8), 경거(LU8), 중봉(LR4)에, ACU (FG)는 합곡(LI4), 태충

(LR3)에 시행되었다(Fig. 1B). 침 치료를 위하여 마우스의 목과 꼬

리를 잡아 움직임을 최소화한 후, 침(0.18 mm×8 mm, Dongbang 

medical, Korea)을 피부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2∼3 mm 깊이로 

자입하였으며, 각각 1분씩 좌우 염전하여 처치하였다. 정상 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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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chedule and methods of this study.
(A) Experimental schedule in normal and CRS mice. (B) Locations of 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ACU (LT); KI10, LR8, LU8,
LR4) and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ACU (FG); LI4, LR3). (C) Brain regions used to analyze brain neural activity with c-Fos expression.
The detailed names of each brain region are shown in Table 1. CRS : chronic restraint stress, OFT : open field test.

1회 침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우울증 동물 모델에서는 2주간 총 

14회 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3. 우울증 동물 모델 확립 및 우울 행동 평가

우울증 동물 모델 확립을 위하여, 마우스에 4주간 만성 구금 스

트레스(chronic restraint stress; CRS)를 시행하였다. CRS는 일정 

간격으로 숨 구멍이 있는 50 ml falcon-tube에 마우스를 매일 6시

간씩 4주간 유지하였으며,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ube 입구

에 거즈를 넣어 압박하였다. 

동물의 우울 행동은 open field test (OFT)를 통해 평가하였으

며, CRS 시행 전(BASE), 4주간 CRS 시행 후(CRS), 이후 2주간 침 

치료 시행 후(ACU)에 진행되었다. 모든 동물은 OFT를 실시하는 

방에서 30분 이상 안정화한 후, 실험 박스(30×30×30 cm)에 넣고 

행동테스트 기기(SMART 3.0; Panlab S.1., Barcelona, Spain)를 

사용하여 10분간 총 이동거리(total distance)를 측정하였다. 모든 

테스트는 동일한 시간에 실시되었다(Fig. 1A).

4. 면역조직화학염색법(Immunohistochemistry)

뇌 조직에서의 신경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종료 후 

동물을 Zoletil50로 마취한 후,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을 심장을 통해 관류시켜 혈액을 모두 제거한 다음 뇌를 적출하였

다. 적출된 뇌는 조직 고정을 위하여 하루 동안 4% paraformaldehyde

에 보관한 후 10%, 20%, 30% sucrose 용액에 순차적으로 보관되

었다. 뇌는 냉동절편기(LEICA, Germany)를 이용하여 −20℃에

서 40 μm의 두께로 절편되었으며, storing solution에 넣어 4℃

에 보관되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하여 각 뇌 영역(frontal 

cortex, insular cortex, striatum, thalamus, hypothalamus, 

hippocampus, midbrain)이 포함된 뇌 조직 절편에 1% H2O2를 

처리하여 endogenous peroxidase를 제거하였다. 이후 뇌 조직을 

blocking buffer (1% bovine serum albumin in PBS)에 9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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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served brain regions in this study

No. Abbreviation Brain region

Prefrontal cortex

1 Cg1 Cingulate cortex, area 1

2 Cg2 Cingulate cortex, area 2

3 M2 Motor cortex, area 2

4 M1 Motor cortex, area 1

5 S1 Somatosensory cortex, area 1

6 S2 Somatosensory cortex, area 2

Insular cortex

7 GI Granular insular cortex

8 DI Dysgranular insular cortex

9 AID Agranular insular cortex dorsal part

10 AIV Agranular insular cortex ventral part

11 Pir Piriform cortex

Striatum

12 ST-DM Dorsal medial striatum

13 ST-DL Dorsal lateral striatum

14 ST-VL Ventral lateral striatum

Hypothalamus

15 PVN Paraventricular hypothalamic nucleus

Hippocampus

16 CA1 Cornu ammonis 1 of hippocampus

17 CA2 Cornu ammonis 2 of hippocampus

18 CA3 Cornu ammonis 3 of hippocampus

Thalamus

19 VP Ventral posterior thalamic nucleus

Midbrain

20 DMAPG Dorsomedial periaqueductal gray

21 LPAG Lateral periaqueductal gray

처리하였으며, 이어서 1차 항체(anti-mouse c-Fos, Santa Cruz, 

diluted 1:100 in blocking solution) 처리 후 4℃에서 하루 동안 

유지하였다. 다음날 2차 항체(Biotinylated anti-mouse IgG H+L, 

Vector Laboratories, diluted 1:1000 in blocking solution)를 상

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ABC reagent (Avidinbiotin horse-

radish peroxidase complex, Vector Laboratories, USA)을 90분

동안 처리하였으며, DAB Peroxidase substrate kit (Vector 

Laboratories, USA)에 10초간 노출하였다. 각 실험 단계 사이에는 

PBS를 사용하여 조직을 세척한 후 진행하였다. 이후 슬라이드 글

라스에 뇌 조직 절편을 붙이고 15분간 상온 건조 후, 70-80-90- 

95-100% ethyl alcohol (EtOH)에 5분씩 처리하여 수분을 제거하

였다. 이후 xylene을 3분간 처리하여 EtOH를 제거하였으며, 슬라

이드 글라스에 Permount (Fisher Scientific, USA)을 소량 분주한 

후 커버글라스(22×60 mm, Marienfeld-Superior, Germany)를 

덮어주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염색된 뇌 부위는 광학 현

미경(Nikon, DS-Ri1, Japan)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NIS-Elements 

F 3.2 Software를 이용하여 사진을 저장하였다. 각 뇌 부위의 

c-Fos 반응성은 IPP software (Image-Pro plus 6.0, ipwin32, 

USA)를 사용하여 32 μm×32 μm 크기의 영역에서 측정되었다. 

각 뇌 부위가 지정된 영역보다 넓을 경우 총 3개의 영역을 지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좌우로 나뉜 부위의 경우 좌우 평균값

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Fig. 1C).  

5. 분석

실험 결과는 GraphPad Prism 7.0 software (GraphPad Software 

Inc.,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Newman Keuls 

post-hoc test) 또는 unpaired t-test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모든 결과값은 mean±standard error of mean (SEM)으로 기

록하였으며, p값 0.05 이하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결    과

1. 정상 쥐에 간정격 및 사관혈 침 처치 후 대뇌의 c-Fos 

발현 분석

정상 쥐에 간정격 또는 사관혈 침 치료를 1회 시행한 후, 각 뇌 

영역에서의 신경세포 활성도를 c-Fos 발현을 통해 관찰하였다. 

ACU (LT)는 prefrontal cortex의 cingulate cortex area 1 and 

2 (Cg1, p＜0.05; Cg2, p＜0.01), motor cortex area 1 (M1, p＜ 

0.01), somatosensory cortex area 1 and 2 (S1, p＜0.001; S2, 

p＜0.01), insular cortex의 granular insular cortex (GI, p＜ 

0.05), dysgranular insular cortex (DI, p＜0.001), agranular 

insular cortex dorsal part (AID, p＜0.001), agranular insular 

cortex ventral part (AIV, p＜0.01), piriform cortex (Pir, p＜ 

0.01), striatum (ST)의 dorsal medial part (ST-DM, p＜0.001), 

dorsal lateral part (ST-DL, p＜0.001), ventral lateral part (ST- 

VL, p＜0.001), hypothalamus의 PVN (p＜0.001),  hippocampus의 

cornu ammonis (CA) 1, 2, 3 (CA1, p＜0.01; CA2, p＜0.01; CA3, 

p＜0.05), thalamus의 ventral posterior thalamic nucleus (VP, 

p＜0.01), periaqueductal gray (PAG)의 dorsomedial part와 

lateral part (DMPAG, p＜0.01; LPAG, p＜0.05) 영역에서 침 치

료를 하지 않은 그룹(NOR)에 비하여 c-Fos 발현을 유의미하게 증

가시켰으며, 이는 PVN, CA2, CA3, DMPAG, LPAG를 제외한 모든 

뇌 부위에서 ACU (FG)에 비하여 높은 증가를 보였다(Fig. 2). 

ACU (FG)는 ST-DL (p＜0.05), PVN (p＜0.001), CA1 (p＜ 

0.05), DMPAG (p＜0.05), LPAG (p＜0.01) 영역에서 NOR에 비

하여 c-Fos 발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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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s of c-Fos expression levels in each brain region after ACU (LT) and ACU (FG).
(A, B) Mouse brains were extracted 90 min after acupuncture treatment, and the c-Fos positive cells were observed using 
immunohistochemistr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tests (*p＜0.05, **p＜0.01, 
***p＜0.001 vs. NOR; $p＜0.05, $$p＜0.01, $$$p＜0.001 vs. ACU (FG), each n=4). Data are shown as means±SEM. Scar bar : 200 μm.
Abbreviations of each brain region are shown in Table 1. ACU (FG) :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ACU (LT) : 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NOR: normal.

보다 주요한 뇌 부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침 치료 후 NOR 대비 

c-Fos 변화량을 증가순으로 나열하였으며(Fig. 3A, B), 50% 이상 

변화량을 보인 뇌 부위와 NOR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뇌 부위 모두에 해당하는 뇌 부위를 도출하였다(Fig. 3C, D). 

ACU (LT)에 의하여 50% 이상 변화량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뇌 부위는 Cg2, GI, DI, AID, AIV, Pir, ST-DL, ST-VL, PVN, CA1, 

CA2, CA3, DMPAG, LPAG였다(Fig. 3C). ACU (FG)에 의하여 

50% 이상 변화량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뇌 부위는 PVN, CA1, 

DMPAG, LPAG였는데, 이들은 모두 ACU (LT)에 의하여 50% 이상 

변화량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뇌 부위에 포함되어 있었다(Fig. 

3D). 분석을 통해 우리는 ACU (LT)가 ACU (FG)에 비하여 보다 

많은 뇌 부위에서 신경 반응성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3E).

2.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간정격 및 사관혈 침 치료의 우

울 행동 개선 효과

간정격과 사관혈 침 치료가 동물의 우울 행동을 개선하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4주간의 CRS로 우울 행동을 유발한 후, 2주간 침 

치료를 시행하여 동물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였다. CRS 유발 후 

모든 동물의 총 이동거리는 감소하였으며, 침 치료 후 ACU (LT)는 

동물의 이동거리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p＜0.05 vs. CRS). ACU 

(FG)도 동물의 이동거리를 소폭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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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ltered brain regions of c-Fos positive cells expression after ACU (LT) and ACU (FG).
(A, B) The changed brain regions compared to the NOR were represented in descending order after ACU (LT) and ACU (FG). (C, D)
After ACU (LT) and ACU (FG), the brain regions corresponding to both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NOR and greater than 50% change compared to the NOR were analyzed. (E) The brain regions corresponding to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greater than 50% change compared to the NOR after ACU (LT) and ACU (FG). Abbreviations of each brain
region are shown in Table 1. ACU (FG) :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ACU (LT) : 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NOR :
normal, ↑50% : more than 50% change.

3. 우울증 동물 모델에 간정격, 사관혈 침 치료 후 뇌신

경 변화 양상 관찰

우울증 동물 모델에서 간정격과 사관혈 침 치료의 뇌신경 반응

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CRS+ACU (LT)는 prefrontal cortex의 

Cg1 (p＜0.05), Cg2 (p＜0.05), M1 (p＜0.01), motor cortex 

area 2 (M2, p＜0.001), insular cortex의 AIV (p＜0.001), Pir 

(p＜0.001), hippocampus의 CA1 (p＜0.01), CA2 (p＜0.05), 

CA3 (p＜0.05) 영역에서 CRS군에 비하여 c-Fos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AIV, CA3를 제외한 모든 뇌 부위에서 CRS+ 

ACU (FG)에 비하여 높은 증가를 보였다(Fig. 5). 

CRS+ACU (FG)는 AIV (p＜0.01), Pir (p＜0.01), CA3 (p＜ 

0.05) 영역에서 CRS 군에 비하여 c-Fos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CA2 (p＜0.01 vs. CRS)에서는 CRS군에 비하여 발현이 감소하였

다(Fig. 5). 

우울 행동 개선과 관련된 보다 핵심적인 뇌 부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침 치료 후 CRS 대비 c-Fos 변화량을 증가순으로 나열하

였으며(Fig. 6A, B), 50% 이상 변화량을 보인 뇌 부위와 CRS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뇌 부위 모두에 해당하는 뇌 부위

를 도출하였다(Fig. 6C, D). CRS+ACU (LT)에 의하여 50% 이상 

변화량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뇌 부위는 M2, AIV, Pir, CA1, 

CA3 였다(Fig. 6C). CRS+ACU (FG)에 의하여 50% 이상 변화량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뇌 부위는 AIV와 CA3였는데, 이들은 모

두 CRS+ACU (LT)에 의하여 50% 이상 변화량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뇌 부위에 포함되어 있었다(Fig. 6D). 본 분석을 통해 우리는 

CRS+ACU (LT)가 CRS+ACU (FG)에 비하여 보다 많은 뇌 부위에

서 신경 반응성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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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depression-like behavior after ACU (LT) and ACU 
(FG) in a 4-weeks CRS model.
Depression-like behavior of mice was analyzed using open field 
test. After CRS, total traveled distance of all mice was decreased.
After 2 weeks of acupuncture treatment, CRS+ACU (LT) signifi-
cantly increased total traveled distance, but CRS+ACU (FG) did not.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unpaired t-test (#p＜0.05
vs. CRS, each n=4). Data are shown as means±SEM. CRS : chronic
restraint stress, CRS+ACU (FG) : CRS followed by four gate acu-
puncture treatment, CRS+ACU (LT) : CRS followed by liver tonifi-
cation acupuncture treatment.

CRS+ACU (LT)에 의해 추가로 변화된 뇌 부위는 M2, Pir, CA1으

로 확인되었다(Fig. 6E).

4. 정상 쥐와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간정격 침 치료에 의

해 변화된 핵심 뇌 부위 도출

ACU (LT)는 정상 쥐와 우울증 쥐 모두에서 ACU (FG)에 비하여 

많은 뇌 부위에서 신경 반응성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ACU (LT)

에 의해 변화된 뇌 부위에는 ACU (FG)에 의해 변화된 뇌 부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뇌 부위 중 M2는 오직 CRS+ACU (LT)

에 의해서만 변화되었으며, ACU (LT)와 CRS+ACU (LT)에서만 공

통적으로 변화된 뇌 부위는 Pir이었다(Fig. 7).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활용 가능한 경혈 조합인 간정격

과 사관혈을 이용하여 정상 동물에서의 뇌신경 반응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만성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ACU (LT)와 ACU (FG)의 우울 

행동 개선 효과 및 뇌신경 반응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울증 치

료에 보다 효과적인 경혈 조합을 도출하고, 치료 효과와 관련된 

주요 뇌 부위를 도출하였다. 정상 쥐와 우울증이 유발된 쥐 모두에

서 ACU (LT)는 ACU (FG)에 의해 변화된 뇌 부위를 포함하여 더 

많은 뇌 부위에서 신경 반응성 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ACU (LT)

는 만성 스트레스로 유도된 동물의 우울 행동을 유의하게 개선하

였으며, ACU (LT)의 우울 행동 개선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뇌 

부위는 prefrontal cortex의 M2, hippocampus의 CA1, insular 

cortex의 Pir로 도출되었다. 

우울증은 뇌의 여러 영역에서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이 주

요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36). 우울증 환자는 

prefrontal cortex, anterior cingulate cortex, striatum, hippo-

campus 등의 영역에서 뇌의 용적 감소 및 병리적 단백질 발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6,7), 우울증 환자에게서 흔히 보이

는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기능 장애는 hypo-

thalamus의 PVN과 hippocampus의 병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PVN이 활성화

되면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corticotrophin releasing 

hormone)에 의해 glucocorticoid가 생성되며, 이는 hippocampus

의 신경세포 생존과 발생에 영향을 미쳐 용적 감소로 이어지며 우

울증을 유발하게 된다6,37,38). 최근에는 대뇌 각 영역의 신경 활성도

를 관찰함으로써 각 영역의 기능적 변화와 질환과의 연관성을 규

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임상 연구에서는 

주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EEG) 등의 방법

을 사용하여 뇌 영역의 활성 정도를 관찰한다6). 이러한 방법들은 

비침습적이라는 장점으로 임상에서는 활용도가 높으나, 뇌신경 활

성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 연구에서는 뇌신경 활성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신경 활성 마커인 c-Fos, early 

growth response 1 (Egr1) 등을 사용하여 보다 심화된 기전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39-42). 그 중 c-Fos는 초기반응 유전자(imme-

diate early genes) 중 하나로 다양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활성화

된다는 특성이 있어 신경세포의 활동을 측정하는 마커로 널리 활

용되고 있다39,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침 치료에 의한 뇌신경 활

성도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대뇌 영역에서의 c-Fos 발현을 

관찰하였다. 

침 치료는 대상 질환 및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변증 과정을 거쳐 

단일 경혈을 선정하거나 몇 개의 경혈로 이루어진 경혈 조합을 구

성하여 치료하게 된다. 임상에서는 주로 단일 경혈 보다는 여러 

개의 경혈이 함께 활용되는데, 사암침법을 비롯하여 사관혈, 중풍

칠처혈, 육총혈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중 사암침법은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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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number of c-Fos positive cells in each brain region after ACU (LT) and ACU (FG) in a 4-weeks CRS model.
(A, B) The c-Fos positive cells in each brain region of CRS, CRS+ACU (LT), and CRS+ACU (FG) groups were analyzed using 
immunohistochemistr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tests (#p＜0.05, ##p＜0.01,
###p＜0.001 vs. CRS; $p＜0.05, $$p＜0.01, $$$p＜0.001 vs. CRS+ACU (FG)). Data are shown as means±SEM. Scar bar : 200 μm. 
Abbreviations of each brain region are shown in Table 1. CRS : chronic restraint stress (n=3), CRS+ACU (FG) : CRS followed by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n=4), CRS+ACU (LT) : CRS followed by 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n=4).

대 사암도인에 의해 창시되었다고 알려져있으며, 오수혈의 음양오

행 속성을 활용하여 12경맥의 정격, 승격, 한격, 열격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정격의 경우, 

해당 경맥 또는 장부의 기(氣)를 보하거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되며, 승격의 경우 해당 경맥 또는 장부의 편승된 기운을 제어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44,45).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사암침법 조합 중 간정격을 선정하였는데, 한의학에서 스

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은 주로 간(肝)의 기운이 울결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肝)의 기운을 북돋아 울결된 기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간정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간정격은 사암침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합 중 하나로, 임상적으로는 간기능 

및 비만도 개선, 근시, 바르톨린선염, 이명, 딸국질과 불면증, 전립

선 암, 진전 등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다45). 그러나 이러한 임

상적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간정격을 활용한 동물 기전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며, 다른 경혈 조합과의 비교 연구 또한 거의 이루

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정격과 유사하게 신체의 

막힌 기운을 소통해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사관혈을 선정하여 

치료 효과 및 관련 기전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관

혈은 수양명대장경의 원혈인 합곡(LI4)과 족궐음간경의 원혈인 태

충(LR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장기

의 막힌 기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46). 따라서 임상적으로 소화

기 계통 장애나 호흡 부전, 만성 피로 증후군, 월경통 등의 질환에 

사용되며47),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34). 

본 연구 결과, 정상 쥐와 우울증 유발 쥐 모두에서 ACU (L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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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ltered brain regions of c-Fos positive cells expression after ACU (LT) and ACU (FG) in 4-weeks CRS model.
(A, B) The changed brain regions compared to the CRS were represented in descending order after ACU (LT) and ACU (FG). (C, D) 
After ACU (LT) and ACU (FG), the brain regions corresponding to both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RS and greater than 50% change compared to the CRS were analyzed. (E) The brain regions corresponding to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greater than 50% change compared to the CRS after ACU (LT) and ACU (FG). Abbreviations of each brain
region are shown in Table 1. ACU (FG) :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ACU (LT) : 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CRS :
chronic restraint stress, CRS+ACU (FG) : CRS followed by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CRS+ACU (LT) : CRS followed by liver tonifi-
cation acupuncture treatment, ↑50% : more than 50% change.

ACU (FG)에 의해 변화된 뇌 부위를 포함하여 더 많은 뇌 부위에서 

신경 반응성 변화를 야기하였다. 정상 쥐에서는 PVN, CA1, DMPAG, 

LPAG 영역이 ACU (LT)와 ACU (FG)에 의해 공통적으로 변화하였

는데, 이들은 ACU (LT)와 ACU (FG)의 공통 효과를 반영하는 뇌 

부위로 볼 수 있다. Hypothalamus의 PVN은 스트레스, 대사, 면역 

등을 조절하며 심혈관과 신장 및 위장관과 같은 자율 기능을 조절

하는데 관여한다48). Hippocampus의 CA1은 기억 및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의 질

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49,50). 또한, hippocampus는 PVN 뿐 아

니라 brain stem과 nucleus tractus solitarius (NTS) 등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자율 신경계 조절에 관여한다51). Midbrain의 PAG 영

역(DMAPG와 LPAG)은 모두 통증 조절과 연관된다52). 따라서 

ACU (LT)와 ACU (FG)는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인지 기능, 

자율신경계, 통증 관련 질환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ACU (LT)에 

의해 추가로 변화된 뇌 영역인 Cg2, GI, DI, AID, AIV, Pir, ST-DL, 

ST-VL, CA2, CA3 영역은 ACU (LT)만의 특이적인 효과를 반영하

는 뇌 부위라고 생각된다. Prefrontal cortex의 anterior cingulate 

cortex (Cg1, Cg2)는 정서적 기능, 기억력, 학습능력, 기억력, 통증

과 관련되어 있으며, insular cortex (GI, DI, AID, AIV, Pir)는 pre-

frotal cortex 및 hippocampus 등과 연결되어 감정, 운동 정보, 

통증 등에 관여한다53,54). Striatum (ST-DL, ST-VL)은 주로 운동 

기능과 관련된 신경 반응 조절을 통해 운동 기능을 억제하거나 향

상하는데 관여하며,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 습관 학습에도 관여한

다55). Hippocampus의 CA2/3는 CA1과 마찬가지로 인지기능, 스

트레스, 우울증 등의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49,50). 따라서 

ACU (LT)는 정서적 기능, 운동 기능, 감각 정보 처리 기능,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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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venn diagram of brain regions altered by ACU 
(LT) and ACU (FG) in normal and CRS mice.
The brain regions corresponding to showing a statistically sig-
nificant difference and greater than 50% change compared to the
NOR or CRS after ACU (LT) and ACU (FG). Abbreviations of each
brain region are shown in Table 1. ACU (FG) :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ACU (LT) : 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CRS :
chronic restraint stress, CRS+ACU (FG) : CRS followed by four 
gate acupuncture treatment, CRS+ACU (LT) : CRS followed by liver
tonification acupuncture treatment, NOR : normal.

및 기억, 통증 조절, 자율신경 및 내분비 조절을 통한 항상성 유지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정격과 사관혈의 역할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동물의 행동개선 및 뇌신경 반응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ACU (LT)는 동물의 우울 행동을 유의하게 개선한 

반면, ACU (FG)는 소폭 개선효과를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뇌

신경 반응 분석에서도 ACU (LT)와 ACU (FG)는 공통적으로 AIV와 

CA3 영역의 변화를 야기하였는데, 이들 부위는 모두 정서적 변화 

및 운동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므로 사관혈이 소폭 우

울 행동을 개선한 것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ACU (LT)는 이 

외에도 M2, Pir, CA1 영역의 변화를 추가로 야기하였는데, motor 

cortex는 운동 신호를 생성하고 근육에 전달하여 운동 행동을 제

어하는데 관여하며53), insular의 Pir과 hippocampus의 CA1은 상

기 기술한 것처럼 모두 정서적 변화 및 운동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ACU (FG)보다 ACU (LT)가 우울 행동 개선 효과가 더 명확

하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보다 많은 뇌 영역의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정격과 사관혈의 우울 행동 개선 효과 및 뇌신경 

반응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울증 치료에 보다 효과적인 경혈 

조합과 관련 기전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간정격과 사관혈의 혈자리 개수 차이에 따른 자극량의 차

이 및 치료 횟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보다 많은 뇌 부위를 관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치료 기간 및 자극량을 가진 다른 경혈 조합과

의 비교 연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뇌 부위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기전 도출 및 주요 뇌 부위에서의 우울증 관련 심화 

기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간정격과 사관혈 침 치료의 우울 행동 개선 효과 및 뇌신경 반응

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 쥐에서 ACU (LT)와 ACU (FG)는 공통적으

로 hypothalamus, hippocampus, PAG 영역의 변화를 야기하였

으며, ACU (LT)는 이와 더불어 prefrontal cortex, insular 

cortex, striatum, hippocampus 영역에서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ACU (LT)는 스트레스로 유도된 동물의 우울 행동을 유의하게 개선

하였으며, ACU (LT)에 의하여 대뇌의 M2, AIV, Pir, CA1, CA3 

영역에서 신경 세포 활성이 관찰되었다. 이 중, AIV와 CA3는 ACU 

(FG)에서도 공통적으로 변화되었으며, M2, Pir, CA1 영역은 ACU 

(LT)에 의해서만 변화되었다. 따라서 ACU (LT)에 의해서만 변화된 

이들 뇌 부위가 ACU (LT)의 우울 행동 개선 효과와 관련된 핵심 

뇌 부위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많은 뇌 영역의 신경 

활성도 관찰 및 다양한 경혈 조합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으며, 핵심 부위로 도출된 뇌 부위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다른 주요 

기전들의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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