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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effects of a combined stimulation of 658 nm, 830 nm, 904 nm, and 1064 nm laser acupuncture treatment (LAT) 

and electroacupuncture treatment (EAT) on GB39 and GB34 on neuropathic pain in rats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were studied in this paper. Methods : To express a neuropathic pain model, surgery was performed to transection rats' 

tibial and sural nerves. The rats were divided into normal group,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s. In addition,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658 nm laser and electroacupuncture (LAT658+EAT), 830 nm laser and electroacupuncture 

(LAT830+EAT), 904 nm laser and electroacupuncture (LAT904+EAT), and 1064 nm laser and electroacupuncture (LAT830+EAT). 

For the treatment of the experimental groups, electroacupuncture and different laser wavelengths were alternately applied to 

GB34 and GB39 twice a week for 3 weeks for 1 minute 30 seconds. The withdrawal response of neuropathic rats' legs by acetone 

stimulation was observed, as well as the c-Fos in the central gray region in the midbrain of neuropathic rats together with Bax, 

Bcl2, and mGluR5 expressions associated with apoptosis. Results :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paw withdrawal in response to acetone allodynia was observed in LAT658+EAT and LAT830+EAT groups in 6th times, 

LAT904+EAT group in 2nd, 3rd, and 6th times, and LAT1064+EAT group in 2nd and 6th times, respectively. For c-fos positive cells in 

the central gray region, a significant decrease was observed in LAT830+EAT, LAT904+EAT, and LAT1064+EAT groups in com-

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In Bax expression, LAT1064+EAT group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Bcl-2 expression, the LAT658+EAT,the LAT904+EAT, and the LAT1064+EAT group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LAT830+EAT, LAT904+EAT, and LAT1064+EAT groups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mGlu5 express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 The combination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alternately 

performed in this study is thought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neuropathic pain and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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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 손상은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을 유발하는

데, 손상 부위에 따라 말초 또는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구분되

고, 말초신경이나 신경근의 손상은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을, 척수

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

게 된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직접적인 신경손상 외에 신경의 외상

이나 압박으로 인한 허혈성 손상, 염증, 독성 대사산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통증증후군의 하나이며, 정상에

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약한 자극으로도 큰 강도의 통증을 유

발하는 통각과민, 그리고 외부의 자극 없이 생성되는 자발통, 이질

통 등이 포함된다1-3). 이러한 증상들은 소염진통제 등 전통적인 통

증 치료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

한의학에서는 통증의 원인에 대해 ≪素問․擧痛論≫
5)에 “經脈流

行不止, 環周不休, 寒氣入經而稽遲, 泣而不行, 客於脈中則氣不通, 故

卒然而痛”이라 하고, 張6)은 “痛則不通, 不通則痛” 등으로 인식하였

고, ≪素問․至眞要大論≫
5)에서는 “諸痛瘡瘍皆屬於心, 心藏神”이라 

하여 일절 통증은 반드시 神의 작용에 의해 감각되어진다고 하였

다. 

이러한 통증을 조절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침치료가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근래 전통적인 침자요법 외에 다양한 신침요법

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저주파 전기 자극을 적용한 전침 

요법이 다양한 질환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레이저 자

극과 침치료를 결합한 시술도 시도되고 있다7).

레이저침은 경혈에 대해서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으로 경락이론

에 따른 경혈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락의 허실을 조절하여 치료

목적을 이루며, 이는 광선요법의 생체자극 효과를 지닌 레이저를 

하나의 자극 수단으로 사용하여 한의학의 중요한 이론 체계인 경

락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있다8). 이와 같이 한의

학 분야에 사용된 레이저 치료법에 관한 연구는 레이저 생물자극

요법으로 시작되었으며9), 레이저광의 파장대별로 위 등10)은 633 nm 

영역의 He-Ne 레이저가 신경병증성 동통 억제효과를, 임 등11)과 

방 등12)은 633 nm 영역의 He-Ne 레이저가 고지혈증 억제 작용을, 

나 등13)은 532 nm 영역의 레이저가 고혈압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레이저와 전침을 결합한 시술에 대한 보고에서 김 등14)은 

신경병리성 통증 모델에 레이저 830 nm, 904 nm와 전침을 결합

한 시술은 신경병증성 동통의 물리적 이질통, c-fos, nociceptin 

지표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레이저요

법과 전침요법을 배합한 시술은 동통 억제를 위한 상합작용이 발

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레이저 파장대별 시술의 효과를 비교 관찰한 보고에서 윤 

등15)은 레이저 532 nm, 650 nm, 830 nm, 904 nm, 1064 nm 

5개 파장대의 레이저 시술이 동통 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관찰

한 결과, 지표별로 파장대별 레이저 시술은 동통 억제에 유효성을 

보였고, 이 중 650 nm, 830 nm, 904 nm 레이저 시술은 중등도의 

통증 억제를, 532 nm, 1064 nm 레이저 시술이 좀 더 효과적으로 

동통을 억제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침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파장대별 레이

저 658 nm, 830 nm, 904 nm, 1064 nm를 전침 자극을 결합한 

시술이 동통억제 미치는 영향을 비교 관찰하기 위하여 tibial 

nerve와 sural nerve 손상으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 모델에 대

하여 화학적 냉각이질통, c-fos 단백 발현, 그리고 세포사멸 관련 

Bax, Bcl-2 지표를 관찰하고, glutamate 수용체인 mGluR5 변화

를 관찰한 바,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재료 및 방법

1. 동물

체중이 약 230∼250 g의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를 항온

항습 환경의 사육장(실내온도 24±1℃, 습도 60±5%)내에서 고형

사료(pellet, GMO,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1주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실험기간동안에 

물과 고형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실험은 동신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동물실험계획 승인(#14090302)을 받아 시행

하였다. 

2. 파장대별 레이저 및 저주파 자극 시술 기기

본 연구를 위하여 prototype으로 제작된 Laser and Electrical 

Stimulator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광주과학기술원 레이저 

나노가공 연구실에서 제작하였다. 주요한 제원과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다(Table 1).

3. 신경병리성 동통 유발

흰쥐는 isoflurane (회사명, 한국) 2.5%로 마취를 유도하였고, 

마취 유지 후 고관절 후측의 피부를 절개한 후 실체 줌현미경

(Syemi 305, Zeiss, Germany)을 사용하여 biceps femoris muscle 

사이의 sciatic nerve를 찾아 tibial nerve와 common peron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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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system

Specifications
Laser wavelength Electroacupuncture

(Electrical stimulator)658 nm 830 nm 904 nm 1064 nm

Output power 80 mW 80 mW 60 mW 60 mW 23 V (58 mA)

Operating mode CW/Pulse CW/Pulse CW/Pulse CW/Pulse Pulse

Pulse repetition rate 1∼300 Hz 1∼300 Hz 1∼300 Hz 1∼300 Hz 1∼300 Hz

Pulse waveform Sine Sine Sine Sine Square

Fig. 1. The procedure of experi-
mental processing for the research-
ing laser for each wavelength band 
and electroacupuncture treatment.

nerve 및 sural nerve를 확인한 후 microforcep으로 주변조직 및 

혈관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common peroneal nerve는 남겨두

고, tibial nerve와 sural nerve는 현미경 하에서 6.0 silk thread 

(SK617, Ailee, 한국)로 결찰한 후 미세 수술가위로 절단하였고, 

절개된 부위는 kanamycin을 점적하고 피부를 봉합하였다.

4. 화학적 동통 반응 평가

수술 후 3주째부터 냉자극에 대한 통증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세톤(acetone)을 사용하였다. 철망으로 되어있는 바닥 위에 아

크릴로 제작한 투명한 상자를 놓고 그 안에 흰쥐를 넣고 주위 환경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을 시킨 후 아세톤을 담은 주사기를 폴리

에틸렌 튜브와 연결하여 튜브 끝의 아세톤이 뒷발바닥에 살짝 접

촉하도록 하였으며, 각각 5분 간격으로 2 ml씩 10회 자극하였으

며, 아세톤 자극 후 회피반응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철회반응의 횟

수를 얻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5. 군 분류, 취혈 및 자극 방법

실험군의 분리는 처치를 하지 않은 정상군(Normal ; NOR), 신

경병리성 동통을 유발한 후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Control ; 

CON),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LAT658+EAT),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군(LAT830+EAT),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

(LAT904+EAT),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LAT1064+EAT)으

로 하였다. 

취혈 부위는 현종(GB39)과 양릉천(GB34)으로 모두 인체에 상

응하는 부위로 취하였다. 정상군과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고,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LAT658+EAT),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군(LAT830+EAT),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

(LAT904+EAT),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LAT1064+EAT)은 

주 2회씩 3주간 시술하였으며, 좌측과 우측을 1회씩 교대로 시행

하였다(Fig. 1).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자극을 결합한 시술은, 먼저 광섬유가 

삽입된 침(레이저 자극용 침)을 자침한 후에 집게 형태로 된 전침 

단자를 레이저침에 연결후 집게형 전기 자극 단자를 연결하여 시

술하였다. 전침 자극은 빈도수를 20 Hz로 맞추고, 강도 설정은 1 

Volt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높여 흰쥐의 다리 근육과 뒷발의 떨림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적응하여 떨림이 현저히 

줄어들면 다시 Volt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강도를 조정하였으

며, 최대 3.0 Volt 이하로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파장대별로 설정

된 레이저 자극은 펄스모드로 하여 빈도수를 20 Hz로 맞추었고, 

강도는 20 mW로 설정하여 자극하였다. 파장대별 레이저 자극과 

전침 자극은 각각 1분 30초씩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

6. Immunohistochemistry

모든 실험이 끝난 직후 흰쥐를 Urethane (Sigma, USA)으로 마

취시킨 후, 0.9% saline 200 ml에 이어 phosphate buffer로 준비

한 4% formalin (Sigma, USA)용액 800 ml로 심장을 통해 관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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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고정이 끝난 쥐는 뇌를 꺼내 같은 고정액으로 24시간 경과 

후 고정시키고, 30% sucrose (Sigma, USA)가 함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넣어 4℃에서 하루 동안 보관하였다. 다

음날 뇌를 급속 냉동한 후 뇌 조직 30 μm의 두께로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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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청으로 30분 blocking한 후, 각각 primary mouse monoclonal 

c-fos anti-body (1:40, Novocastra, United Kingdom)를 사용하

였다. 1차 항체는 0.1 M PBS와 0.1% sodium azide (Sigma, St. 

Louis, MO, USA) buffer로 100배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뇌 조직

은 1차 항혈청에 4℃에서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흔들어 주면서 

배양하였다. 그 후 3번 이상 조직을 0.1 M PBS로 세척한 다음 

biotinylated universal Secondary Antibody (Quick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반

응시켰다. 0.1 M PBS로 3번 세척한 다음, 뇌 조직은 실온에서 1시

간 동안 Streptavidin peroxidase preformed complex (Quick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에 반응시키고, 

0.1 M PBS로 3번 세척한 다음 조직을 착색제로서 diaminobenzidine 

(DAB)을 사용하여 발현시키고, 0.1 M PB로 발색을 정지시켰다.

모든 처리를 거친 뇌 조직을 gelatine-coated slide에 고정하고 

공기를 제거하면서 cover glass를 덮은 후 광학현미경 200배로 조

정하여 central gray에서 c-fos의 immunoreactive 신경세포 관

찰하였고, counting은 전체 상에서 측정하였다.

7. Total RNA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Total RNA의 분리는 Spinal Cord 부위의 조직(20 mg)을 500 

ul TRIZOL reagent (Gibco-BRL, USA)로 균질화하고 균질액에 

대해 1 ml의 chloroform (Sigma, USA)을 가하여 15초 동안 흔들

어 잘 혼합한 후, 실온상태에서 15분 방치하고 난 다음 세포 유잔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4℃, 14,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로 얻어진 상층액과 1 ml의 isopropanol (sigma, 

USA)을 첨가하여 실온상태에서 5분 동안 방치한 후 RNA pellet을 

얻기 위하여 4℃, 14,000 rpm에서 8분간 원심분리하고, 원심분리

로 생긴 pellet에 냉장 보관된 70% ethanol과 함께 DEPC를 넣고 

4℃, 7,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pellet만 남기고 모두 제

거하고, 남은 ethanol은 실온에서 5분간 방치시켜 건조시킨 다음 

DEPC-treated water에 녹여 spectrophotometer (Eppendorf, 

Germany)에서 OD260 값을 읽어 RNA의 순도 및 농도를 정량하

였다. 이들 뇌조직의 total RNA는 사용 시까지 −70℃에서 보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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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μl cDNA를 합

성하여 PCR 증폭을 위한 template로 사용하였다. 이때 house-

keeping 유전자인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sense primer: 5’-TGCATCCTGCACCACCAACT-3’, 

antisense primer: 5’-CGCCTGCTTCACCACCTTC-3’)를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temperature cycle

은 42℃에서 1시간 동안 cDNA synthesis, 94℃에서 5분 동안 

denature 그리고 4℃에서 5분 동안 cooling시키는 단계를 시행한

다. Bax, Bcl-2, mGluR5 유전자에 대한 흰쥐의 특이 primer는 

PCR-premix kit (Bioneer, Korea)를 사용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cDNA 2 μl, sense primer 1 μl, antisense 

primer 1 μl, DEPC-treated water를 PCR premix (Bioneer, 

Korea)에 넣었다. PCR temperature cycle은 cDNA의 증폭을 위

하여 95℃에서 300초 동안 pre-denaturation, 94℃에서 40초 동

안 melting, 55℃에서 40초 동안 annealing, 72℃에서 90초 동안 

extension하는 과정을 30회 반복 수행하고 마지막 cycle에서 7

2℃에서 600초 동안 extension 단계를 거쳐 Bax 유전자증폭을 

primer (senseprimer: 5’-CATCTTCTTCCAGATGGTGA-3’, anti-

sense primer: 5’-GTTTCATCCAGGATCGAGCAG-3’), Bcl-2 유

전자증폭을 primer (senseprimer: 5’-CGGTTCAGGTACTCAGT 

CAT-3’, antisense primer: 5’-ACTTTGCACAGATGTCCAGT-3’), 

mGluR5 유전자증폭을 primer (senseprimer: 5’-TCCAATCTGC 

TCCTCC TACC-3’, antisense primer: 5’-CAACGATGAAGAAC 

TCT GCG-3’)룰 이용하여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Germany)에서 시행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Bax, Bcl-2, mGluR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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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V에서 전기 영동시켜 관찰한 후 Image Station (Kodak, 

USA)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Kodak MI Software (Kodak,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8.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Graph Pad Prism (Ver. 6.01 for 

Window, USA)을 사용하여 평균오차와 표준오차(mean±standard 

error)로 표시하였다. 각 측정치의 비교는 Mann-Whitney U test

와 student t-test를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 수

준(p＜0.05)과 α=0.01 수준(p＜0.01)에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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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at acupoint GB34․GB39 on withdrawal response to cold allodynia
of neuropathic pain rats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LAT658+EAT : laser acupuncture therapy (658 nm) and electro-acupuncture therapy group alternately
at GB34·GB37 after neuropathic pain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LAT830+EAT : laser acupuncture therapy (830 nm) 
and electro-acupuncture therapy group alternately at GB34·GB37 after neuropathic pain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LAT904+EAT : laser acupuncture therapy (904 nm) and electro-acupuncture therapy group alternately at GB34·GB39 after neuropathic 
pain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LAT1064+EAT : laser acupuncture therapy (1064 nm) and electro-acupuncture therapy
group alternately at GB34·GB39 after neuropathic pain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p＜0.05 as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0.05, **p＜0.01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3. Effects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at acupoint GB34․GB39 on the number of c-Fos positive cells in 
the central gray of brain of neuropathic pain rats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For groups, refer to Fig. 2.
##p＜0.01 as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0.05, **p＜
0.01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결    과

1. Acetone에 의한 냉각 이질통에 미치는 효과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결합 자극의 통증 제어 효과를 관찰하

기 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이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 흰쥐의 

냉각 이질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과 대조군간의 

비교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2회∼6회째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비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레

이저 658 nm+전침 자극군과 830 nm+전침 자극군은 6회째에 유

의한 감소를 보였고,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은 2회, 3회, 6회

째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2회,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2).

2. c-Fos 단백 발현에 미치는 효과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결합 자극의 통증 제어 효과를 관찰하

기 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레이저 830 nm+전침, 레이저 

904 nm+전침,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이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 흰쥐의 c-Fos 단

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이 6.1±1.9 number, 

대조군이 26.6±4.7 number,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이 14.4± 

2.1 number,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군이 9.0±0.8 number,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이 11.5±2.5 number,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이 11.1±2.1 number를 각각 나타내었다.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대조군

에 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830 nm+전침 자

극군,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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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at acupoint GB34․GB39 on the c- 
Fos-positive cells in the central gray
of brain of neuropathic pain rats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For groups, refer to Fig. 2.

3. Bax에 미치는 효과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결합 자극의 통증 제어 효과를 관찰하

기 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이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 흰쥐의 

Bax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이 37.9±6.7 (103 OD), 

대조군이 12.6±1.4 (103 OD),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이 

32.8±10.3 (103 OD),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군이 29.9±9.8 

(103 OD),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이 39.9±11.6 (103 OD),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이 39.9±11.6 (103 OD)를 각각 나

타내었다.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유의하게 증가를 나타내었고, 대조

군에 비하여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

내었다(Fig. 5).

4. Bcl-2에 미치는 효과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결합 자극의 통증 제어 효과를 관찰하

기 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이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 흰쥐의 

Bcl-2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이 123.0±1.3 (103 

OD), 대조군이 113.3±0.7 (103 OD),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

군이 119.1±1.1 (103 OD),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군이 

115.7±1.6 (103 OD),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이 1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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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at acupoint GB34․GB39 on the intensity of Bcl-2 in the central 
gran of brain of neuropathic pain rats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For groups, refer to Fig. 2.
##p＜0.01 as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0.05, **p＜
0.01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5. Effects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at acupoint GB34․GB39 on the intensity of Bax in the central gray
of brain of neuropathic pain rats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For groups, refer to Fig. 2.
#p＜0.05 as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0.05 as com-
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7. Effects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at acupoint GB34․GB39 on the Bax/Bcl-2 ratio in the central gray 
of brain of neuropathic pain rats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For groups, refer to Fig. 2.
##p＜0.01 as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0.05, **p＜
0.01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103 OD),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이 117.9±1.4 (103 OD)

를 각각 나타내었다.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대조군

에 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904 nm+전침 자

극군,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Fig. 6).

5. Bax/Bcl-2 ratio에 미치는 효과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결합 자극의 통증 제어 효과를 관찰하

기 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이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 흰쥐의 

Bax/Bcl-2 ratio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이 0.83± 

0.02, 대조군이 0.97±0.02,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이 0.90± 

0.01,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군이 0.92±0.03, 레이저 904 nm+ 

전침 자극군이 0.86±0.01,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이 0.88± 

0.02를 각각 나타내었다.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대조군

에 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904 nm+전침 자

극군,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7).

6. mGlu5에 미치는 효과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결합 자극의 통증 제어 효과를 관찰하

기 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이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 흰쥐의 

mGlu5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이 119.7±2.2 (103 

OD), 대조군이 106.6±1.0 (103 OD), 레이저 658+전침 자극군이 

113.3±2.4 (103 OD), 레이저 830+전침 자극군이 114.2±1.7 (103 

OD), 레이저 904+전침 자극군이 113.8±2.4 (103 OD), 레이저 

1064+전침 자극군이 111.5±1.3 (103 OD)를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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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laser for each wavelength and electroacupuncture 
at acupoint GB34․GB39 on the intensity of mGlu5 in the central 
gray of brain of neuropathic pain rats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For groups, refer to Fig. 2.
##p＜0.01 as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0.05 as com-
pared with the control group.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대조군

에 비하여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904 nm+전침 자

극군,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Fig. 8).

고    찰

신경병증성 통증 질병에 대한 병태 생리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16,17) 아직까지 이 질병의 

병태 생리적 기전이나 만족할 만한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고 있

으며 진통제, 아편양제재, 신경블록치료, 신경 외과적 치료로도 효

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18).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침치료법에 새로운 신침요법7)이 접목

되고 있는데, 저주파 전기자극을 적용한 전침요법과 레이저자극을 

적용한 레이저침요법이 대표적이다. 즉 전통적인 침치료법의 효과

를 증대하기 위하여 전기 자극과 레이저 자극을 침요법과 결합하

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경혈 침자에 대하여 

전통적인 치료법과 더불어 전기적 자극을 결합하거나, 레이저 자

극을 결합한 치료는 좀더 유리함을 보고하고10-13)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릉천(GB34) 및 현종(GB39)에 대한 전침과 파

장대별 레이저침 배합 시술이 tibial nerve와 sural nerve 절단으

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흰쥐에

서 화학적 이질통 자극, c-fos 및 apoptosis 인자 발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양릉천(GB34)은 담경 혈위로 八會穴 가운

데 筋會이고, 疎泄肝膽, 淸利濕熱, 舒筋活絡, 緩急止痛의 효능이 있

으며, 현종(GB39)은 담경의 혈위로 八會穴 가운데 髓會이고 通京

洛, 祛風濕, 利關節, 止疼痛, 泄膽火, 壯筋骨의 효능이 있어서, 두 

혈위를 配伍하면 通經接氣의 활용이 되어, 疎泄肝膽, 淸利濕熱, 益

精添髓, 强壯健骨, 緩急止痛의 효능이 발휘된다19).

본 연구에서 냉각이질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냉각 자

극에 대한 회피반응은 이질통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비특이적이지

만 acetone을 환부에 뿌렸을 때 증발에 의한 표면온도의 감소를 

이용해서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신경병리성 통증에서 민감도

가 큰 척도로서20), 동통 제어하는 정도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을 결합한 결합 자극의 통증 

제어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레이저 830 

nm+전침, 레이저 904 nm+전침,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이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유발된 신경병리성 동통 흰

쥐의 냉각 이질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과 830 nm+전침 자극군은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은 2회, 3회,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2회,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시술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

라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파장대별로는 904 nm 레이저를 결

합한 시술과 1064 nm 레이저를 결합한 시술에서 유효성 빈도가 

높아서 파장이 긴 영역대에서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c-Fos 단백은 일반적으로 표적 유전자의 촉매부위에 있는 

DNA-결합 단백이나 DNA에 결합함으로서 신경계의 장기적, 기능

적 변화를 유도하는 조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transcription 

factor로 알려져 있으며21), 시냅스후 뉴런에서 빠르게 발현되고 종

종 감각자극 혹은 신경손상 후 신경세포 활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

되고 있으며, 특히 기계적 유해자극과 열성 유해자극에 의해 시상, 

시상하부 등에서 c-Fos 발현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22,23).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통증 제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c-Fos 단백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entral gray 부위 c-fos 단백 발현은 정상군에 비해 tibial nerve

와 sural nerve를 손상시킨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tibial nerve와 sural nerve 손상 후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자극을 결합하여 시술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tibial nerve와 sural nerve 

손상 후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자극을 결합한 시술은 모두 c-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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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 발현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658 nm, 830 nm, 904 nm, 1064 nm 레이저 자극

과 전침 자극을 결합한 시술은 모두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작용이 

공통적으로 발휘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술은 통증 제어

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의 결과는 냉각

이질통에 있어서 6회째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과도 부합한

다고 볼 수 있다.

세포가 유전자에 의해 제어되어 죽는 방식의 한 형태로 apoptosis

가 발현된다. apoptosis는 일반적인 생리학적 변화이기도 하며, 세

포 증식과 세포 발달을 겪는 중 조직에서 일정한 세포 수를 유지하

기 위한 반응이다. apoptosis 조절은 어떤 경로는 세포를 사멸시키

고 어떤 경로는 세포의 생존을 촉진하기도 하는 다양한 신호전달

에서 통합된 활성도에 의해 중재된다24,25). 즉 Bax와 Bcl-2는 

apoptosis 기전을 조절하는 인자로서 Bax는 apoptosis를 촉진하는 

유발인자, Bcl-2는 apoptosis를 억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26). 

Bax 발현이 증가하고 Bcl-2 발현이 감소되는 상태에서는 apoptosis

가 유발되고, Bax 발현이 억제되고 Bcl-2 발현이 증가하는 상태에

서는 apoptosis가 억제된다고 하였다27). 본 연구의 tibial nerve와 

sural nerve를 손상시킨 것과 같이 신경의 염증 반응이 발현될 시 

말초신경-척수중추신경계에 세포 증식과 억제의 조절작용을 발현

됨을 보고하고 있는데28), 이에 본연구에서 중추신경계 central 

gray 부위의 세포 증식과 억제 조절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Bax

와 Bcl-2를 관찰하였다.

Bax 및 Bcl-2의 활성도를 관찰한 결과,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Bax의 경우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Bcl-2의 경우 유

의한 증가를 나타내어 apoptosis를 촉진하는 인자는 감소를, 억제

하는 인자는 증가를 나타내어 1064 nm 파장의 레이저와 전침 자

극을 결합 시술은 효과적으로 apoptosis를 감소,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과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은 Bcl-2의 경우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Bax의 경우에는 감소의 경향을 보인 반면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발현된 apoptosis를 억제하는 작용이 위주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군은 Bax와 Bcl-2에 

모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apoptosis 작용

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레이저 830 nm+전침 결

합 자극이 c-Fos 단백 발현을 감소시키고 냉각이질통에서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보인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로서 레이저 830 nm+전

침 결합 자극은 apoptosis 작용보다는 동통 전달을 억제하는 작용

이 위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Glutamate는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주요한 흥분

성 신경전달 물질로서 비가역적인 세포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inotropic glutamate receptors (iGluR)와 meta-

botropic glutamate receptors (mGluR) 두 개의 수용체와 결합하

며, 그 중 mGluR5는 산소결핍이나 NO 독성에 대한 신경보호 및 

신경조직형성에 유효한 작용을 발휘하는 glutamate receptor의 

하나이고29), 신경전구세포의 증식, 생존, 분화와 밀접한 관계로 신

경세포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30). 본 연구에서 mGluR5의 발현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

군,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에

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고,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은 증가

의 경향성을 나타내어, 각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자극을 결합한 

시술은 tibial nerve와 sural nerve 절단으로 유발된 손상된 신경

병리성 병변에 대하여 신경조직 형성에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동통억제 관련 냉각이질통 및 c-Fos 

단백 발현 지표에 있어서는 레이저 658 nm+전침, 레이저 830 nm+ 

전침, 레이저 904 nm+전침,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이 모두 

유의한 작용이 발휘됨을 알 수 있었고, apoptosis를 촉진 혹은 억

제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에 있어서 apoptosis를 촉진하는 

인자를 감소하는 효과는 1064 nm+전침 결합 자극이 가장 두드러

졌고, apoptosis를 억제하는 인자를 증가하는 효과는 658 nm+전

침, 904 nm+전침, 1064 nm+전침 결합 자극이 유효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손상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는 830 nm+전침, 

904 nm+전침, 1064 nm+전침 결합 자극이 유효함을 제시하고 있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전 연구에서 레이저와 전침을 결합한 시

술은 동통 억제를 위한 상합작용이 있음을 보고했던 연구14), 그리

고 파장대별로 레이저의 유효성을 관찰했던 연구 보고15)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레이저 및 전침 결합 자극이 동통억제에 효과적

이고, apoptosis 지연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레이저와 전침 자극을 결합한 후속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된

다면 임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파장대별 658 nm, 830 nm, 904 nm, 1064 nm 레이저와 전침 

결합 시술이 tibial nerve와 sural nerve 절단으로 유발된 신경병

리성 동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흰쥐에서 화학적 이질통 

반응, c-fos 단백 발현과 Bax, Bcl-2 및 mGlu5 지표 변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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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cetone 측정 화학적 냉각 이질통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

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군과 830 nm+전침 자극군은 6회째

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은 2회, 3

회,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

은 2회,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2. c-fos 발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 830 nm+전침 자극

군,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3. Bax 발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

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4. Bcl-2 발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 658 nm+전침 자극

군,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5. mGlu5 발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 830 nm+전침 자

극군, 레이저 904 nm+전침 자극군, 레이저 1064 nm+전침 자극군

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신경병리성 동통 모델에 대하여 파장대별 레이저와 

전침 자극을 결합한 시술은 지표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동통 억제 

효과와 apoptosis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의 결과는 

레이저와 전침을 결합한 시술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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