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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Warm needling combines simultaneously the effect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warm needling could relieve acute kne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in rats.
Methods: To illuminate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the warm needling-induced antinociception, weight 
bearing force (WBF) was observed on the acute knee arthritic rat model. Under general anesthesia, ST36, 
SP9, Hakjung extra point, LI4 were punctured and stimulated with 30 mg moxa ball combustion on top of 
the needle (∅0.18 X 8 ㎜).
Results: In behavioral test, rats subsequently showed a reduced stepping force of the affected limb 3 hours 
after the induction of arthritis. Warm needling on the contralateral or ipsilateral ST36 failed to show 
antinociceptive effect on the acute knee arthritis. Warm needling on the contralateral SP9 or LI4 increased 
WBF values to normal level in the acute stage of the arthritis. Warm needling on the Hakjung extra-point 
resulted in the significant antinociceptive effects through acute stage. These effects of warm needling were 
suppressed by opioids receptor antagonist naltrexone (10 ㎎/㎏, i.p.) and alpha adrenoceptor antagonist 
phentolamine (5 ㎎/㎏, i.p.). 
Conclusion: The data suggest that warm needling-induced antinociception is differently mediated by 
acupoints and accomplished by activating the descending inhibitory systems including endogenous opioids and 
α-adrenoceptors.
Keywords: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warm needling, SP9, LI4, Hakjung extra-point, rat

Ⅰ. 序 論

관절은 “諸筋者 皆屬於節”1)이라 하여 筋

의 기능적 발현의 聚合處며, 屈伸·內外轉 및

回轉 등을 담당하는 운동기관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인 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관절부위의 疼痛, 腫脹, 硬直, 發赤,

發熱, 運動障碍가 나타나는 질환이라 하였다
2,3). 관절염은 주로 痺證의 범주에 속하며4,5),

歷節風, 鶴膝風, 痛風, 痛痺, 風痺, 白虎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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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注疼痛 등의 異名6,7)을 가지며 膝, 足, 肘,

腕, 手足關節 등에 극렬한 疼痛과 紅腫, 변

형을 일으킬 수 있는 流走性 疼痛疾患이다
8,9).

아울러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치

료하고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鍼 또는 灸 治療가 이용되어 왔

다. 이러한 관절염에 나타나는 염증을 억제

하고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처방

들을 이용하여 왔고, 임상에서는 체내에 광

범위하게 또는 국소적으로 진통효과를 나타

내기 위하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電鍼, 藥鍼,

蜂鍼 및 溫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溫鍼은 자침 후 鍼柄에 艾炷의 연소열을

받아 經脈을 溫通케 하며 氣血을 잘 운행하

도록 하여 寒滯와 氣血의 울체로 인한 통증

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10). 보통 뜸쑥을 침에 꽃아 15~20 분 동안

쑥봉을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연소 시 온도

는 쑥의 연소 온도와 같으며, 鍼體를 통해

체내에 열이 전도되어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함께 灸法이 야기하는 피부의 화상을

溫鍼은 皮下에 열을 전달함으로써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溫鍼의 적응범위를 살펴보면,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포함한 각종 관절염 통증 질환, 감

각 이상 및 마비와 함께 위장관 질환에서

寒·風·濕이라는 한의학적 진단 범주에서 활

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55~70 세 사이의 노인에서 足

三里(ST36)의 溫鍼자극이 혈장 내 IL-2와

NO가 유의하게 증가됨을 관찰하였고11), 중

국에서 영아 뇌성마비 환자에게 溫鍼요법을

시술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임상으로 연구하

여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성과 comprehen-

sive function이 향상되는 효과가 관찰되었

다12). 나아가 최근 동물실험에서, formalin으

로 유도된 급성 통증 반응에 대하여 風市

(GB31)은 溫鍼자극이 일반 침자극 또는 뜸

자극에 비하여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볼 수 있었다
13)
.

관절염 모델로서 carrageenan으로 유도한

실험모델은 λ-carrageenan이 대식세포에 대

한 선택적 독성작용에 의해 급,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및 퇴행성 관절염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4)
.

관절염에 나타나는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

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처방들을 이용

하여 왔고, 임상에서는 체내에 광범위하게

또는 국소적으로 진통효과를 나타내기 위하

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침치

료를 병행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침의 진통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침의 진통작용 기전

에 내인성 모르핀 계통이 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15,16),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

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

에 임상에서 침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치료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흰쥐에서 carrageenan으로 야

기된 급성 슬관절염 상태에서 穴位에 따라

1 회 溫鍼 자극을 시술하고 관절염 증상과

관련한 통증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슬관절염

에 대한 溫鍼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관절염 증상에 대한 溫鍼의 효과와



흰쥐에서 carrageenan 유발 急性 膝關節炎에 대한 穴位別 溫鍼刺戟의 效果

- 77 -

관련한 중추신경계에서 진통과 관련된 조절

인자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200~250 g의 Sprague-

Dawley 계 흰쥐 수컷(Samtako's Sam :

TacN (SD) BR, Korea)을 사용하였으며, 실

험 1주일 전부터 온도 22±1 ℃, 상대습도

55±10 %의 조건에서 실험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stress 및 환경의 변화에 따

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실험하기 전 및 실

험 기간에 동물들은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동물마취

모든 수술 또는 刺戟 동안 실험동물은 3

% isoflurane(중외제약, 한국)과 95 % 산소

(O2)를 포함한 혼합가스를 2 ℓ/min로 마취

하였으며, 마취가 이루어진 뒤 0.5~1 %

isoflurane과 95 % 산소의 혼합가스로 마취

를 유지하였다.

3. 관절염 유도

관절염은 마취상태에서 생리식염수에 녹

인 5 % λ-carrageenan (Sigma, St. Louis,

MO, USA) 과 3 % Kaolin (Sigma, St.

Louis, MO, USA)을 10 ㎕를 슬관절강 내로

주입하여 유발시켰다. 주입 후 마취를 중단

하였으며, 수술 받은 실험동물들은 5～10 분

내에 마취에서 회복되었다.

4. 동물행동 검사

통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슬관절염이

유발된 후의 健側 및 患側 下肢가 바닥을

딛는 힘(weight bearing force, WBF)을 측

정하였다. 동물을 투명한 아크릴로 만든 긴

통로(폭 10 ㎝, 높이 10 ㎝, 길이 60 ㎝)를

자유스럽게 걷게 하고, 통로 바닥의 절반에

전자저울(Acculab, Pocket pro 250-B,

Newton, PA, USA)을 설치하여 한쪽 발이

디디는 압력만을 측정하였다. 전자저울에서

나오는 전기신호는 압력의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보여주는데 이를 AD convertor

(CED1401 plus, Cambridge Electronic

Design Ltd, UK)와 spike 2 프로그램

(version 4, Cambridge Electronic Design

Ltd, UK)을 통하여 개인 PC에 저장하고 전

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하지가 딛는 하중

(WBF)은 정상상태의 WBF와 슬관절염 후

WBF사이의 변화율(% Weight Bearing

Changes)로 변환하여 측정값으로 사용하였

다. 급성 슬관절염 모델 동물의 WBF가 시

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

정한 시간마다 측정하였다. 모든 행동검사는

각 측정 시간마다 6 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취하여 측정값을 얻었으며 행동검사는 맹검

법으로 시행하였다.

5. 取穴

溫鍼 刺戟은 健側 足三里(contalateral

ST36), 患側 足三里(ipsilateral ST36), 健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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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陵泉(contralateral SP9), 患側 陰陵泉

(ipsilateral SP9), 健側 合谷(contralateral

LI4), 患側 鶴頂(ipsilateral Hakjung extra

point)을 取穴하였다. 실험동물에서 足三里,

陰陵泉, 鶴頂, 合谷은 인체에 상응하는 부위

에서 取穴하였는데, 足三里는 膝眼 아래 3寸

으로 무릎을 'ㄱ'자로 굽혔을 때 정강뼈 거

친 면(경골조면 tuberosity of tibia)과 종아

리뼈머리(비골소두 head of fibula) 사이로서

정강뼈 거친 면(경골조면 tuberosity of

tibia) 쪽의 앞 정강 근(전 경골 근 tibialis

anterior) 안쪽"을 근거로 흰쥐 하지 경골조

면 선상과 앞 정강 근 사이에서 取穴하였다.

陰陵泉은 종아리 안쪽, 정강뼈 안쪽 관절융

기(medial condyle of tibia)의 뒤 아래 오목

한 곳에서 취혈하였다. 鶴頂은 무릎을 45°

구부리고 무릎관절 위쪽 및 무릎뼈 위쪽 정

중앙 함몰점을 취혈하였다. 合谷의 위치는

인체의 "손등에서 첫 번째 손 허리뼈(중수

골 metacarpal bone)와 두 번째 손 허리뼈

사이로서 두 번째 손 허리뼈(요골측) 가운데

점"을 근거로 하여 흰쥐에 상응하는 앞발에

서 취혈 하였다.

6. 溫鍼 자극

실험동물을 마취한 후에 개별 穴位에

stainless steel 침(∅0.18 X 8 ㎜, 동방수지

침)을 이용하여 자침한 후, 뜸쑥(봉래쑥분,

봉래구관사) 30 ㎎을 구형으로 형태를 만든

뒤, 鍼柄 말단에 올려놓은 후 향을 이용하여

애주의 하단에 불을 붙이고 온도와 연소시

간을 측정하였고, 뜸쑥이 모두 연소한 후 1

분이 경과한 뒤에 연소된 뜸쑥과 함께 발침

하였다.

7. 약물 및 길항제

急性 슬관절염에 대한 溫鍼의 진통 기전

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재진통계에 관여하는

opiates의 inhibitor인 naltrexone

hydrochloride (10 ㎎/kg, i.p.; Sigma, St.

Louis, MO, USA)를 복강투여 하였고, 중추

신경내 하행성 진통기전의 관여를 확인하기

위하여 α-adrenoceptor의 길항제인

phentolamine hydrochloride (5 ㎎/kg, i.p.;

Sigma, St. Louis, MO, USA)을 각각 복강

내 투여하였다.

8. 통계분석

컴퓨터 통계프로그램인 Sigma Stat 3.0

(SPSS Inc., USA)을 이용하였으며, 실험결

과는 means ± S.E.로 나타내었고, 통계검사

는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ost-hoc

test에 의한 ANOVA로 하였다.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Ⅲ. 실험 결과

1. 艾灸의 연소과정을 통한 溫鍼의 열

전도 특성

溫鍼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溫鍼 자

극 동안의 쑥뜸의 燃燒, 溫鍼의 열전도 및

실험동물의 경혈부위 피부상 열전도 특성을

관찰하였다. 실험동물에 가한 溫鍼 자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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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뜸쑥을 구형으로 제작하여 鍼柄에 올

려놓은 뒤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의 연소에 따른 발열반응을 적외선

온도계(testo 845, testo Korea. ltd)를 이용

하여 관찰한 결과, 연소시작 후 약 45~60 초

경과하였을 때 뜸쑥은 701.5 ± 26.2 ℃로 연

소되었으며, 이러한 연소온도는 90 초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뜸쑥의 연소반응은 끝

나게 되었다(Fig. 1A). 뜸쑥의 연소과정에서

鍼體를 통해 피부로 열전도가 이뤄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뜸쑥의 연

소과정과 달리 피부에 전달된 온도는 55.1

± 2.9 ℃로 측정되었다. 아울러 鍼體를 통해

피부로 전달된 온도는 뜸쑥의 연소가 끝난

이후에도 鍼體가 삽입된 皮膚에 계속 유지

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B).

Fig. 1. Changes of combustion temperature of 
moxa ball in the warm needling and skin 
temperature of acupoint area applying 
warm needling.

A, direct temperature of 30 ㎎ moxa ball which are burned;
B, temperature changes of skin area which inserts an
acupuncture needle.

2. 足三里의 溫鍼이 슬관절염에 미치는

효과

흰쥐의 한쪽 슬관절강내로 5 % λ

-carrageenan 10 ㎕를 주입함으로써 급성

슬관절염 모델을 유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슬관절 부위는 부종과 함께 보행시 患側으

로 절뚝거리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

절염을 유발하기 전에 건강한 흰쥐에서 뒷

발에 대한 WBF를 측정한 결과 정상에서는

몸무게의 55~65 % 범위에서 보행 중 힘이

뒷발에 가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슬

관절에 염증이 유발된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하여 WBF의 감소가 관찰되었는데,

carrageenan을 주입한 후 3 시간 후 WBF

은 25~35 % 크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溫鍼 자극의 특징을 통해, carrageenan으

로 야기된 슬관절염 상태에서의 혈위별 溫

鍼자극이 통증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

였다.

健側 足三里(contralateral ST36)의 溫鍼

자극은 자극 전 患側 WBF 32.6 ± 3.6 %에

비하여 자극 후 1시간에 31.3 ± 8.3 %로 급

성 슬관절염의 통증 반응에 溫鍼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자극 후 4 시간째에

서 患側 WBF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이는

溫鍼 자극에 의한 효과는 아닌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健側과 患側의 WBF의 차이를

비교한 경우에서도 患側 WBF가 개선되지

않았다(Fig. 2).

슬관절염에서 患側 足三里에 대한 溫鍼

자극이 감소된 WBF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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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급성기에 健側의 WBF는 63.2

± 6.2 %였으며, 患側은 34.7 ± 9.5 %로 보

행시 절뚝거림을 볼 수 있었다. 溫鍼 자극 1

시간 후 患側 WBF는 27.5 ± 14.5 %로 오

히려 더욱 감소된 양상을 보여주었고, 시간

이 경과하여도 WBF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

았다(Fig. 3).

Fig. 2. Effects of warm needling to the 
contralateral ST36 in the acute stage (1st 
day) of th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CA, carrageenan injection; WN, warm needling; Open circle,
contralateral hind limb (Cont); filled square, ipsilateral hind
limb (Ipsi); NOR, normal condition; CON, a stage showing
behaviors regarding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5).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Fig. 3. Effects of warm needling to the ipsilateral 
ST36 in the acute stage (1st day) of th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CA, carrageenan injection; WN, warm needling; Open circle,
contralateral hind limb (Cont); filled square, ipsilateral hind
limb (Ipsi); NOR, normal condition; CON, a stage showing
behaviors regarding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5).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

이상에서 健側 또는 患側 足三里에 대한

溫鍼 자극이 급성 슬관절염과 관련한 통증

반응의 억제에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을 살

펴보았다.

3. 陰陵泉의 溫鍼이 슬관절염에 미치는

효과

健側 陰陵泉에 대한 溫鍼이 슬관절염 급

성기의 통증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관절염 유발 후 健側 WBF는 65.1 ± 5.9 %,

患側 WBF는 37.7 ± 4.6 % 이었으며, 溫鍼

자극 후 1 시간에서는 健側 및 患側 WBF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溫鍼 자극 후 2 시

간 患側 下肢 WBF가 51.9 ± 6.4 %

(p<0.05)로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고, WBF

회복은 溫鍼 후 4 시간까지 지속되었다(Fig.

4A). WBF의 회복 정도는 정상상태 및 관

절염 상태의 백분위에서 약 45 %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다(Fig. 4B).

Fig. 4. Effects of warm needling to the 
contralateral SP9 in the acute stage (1st 
day) of th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CA, carrageenan injection; WN, warm needling; Open circle,
contralateral hind limb (Cont); filled square, ipsilateral hind
limb (Ipsi); NOR, normal condition; CON, a stage showing
behaviors regarding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5).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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患側 陰陵泉에 대한 溫鍼 자극이 급성기

의 슬관절염 통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였다. 健側 陰陵泉과 달리 溫鍼 자극은

슬관절염 患側의 WBF를 회복시키지 못하

였으며, 溫鍼 자극이 患側의 WBF를 27 %

까지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5).

이러한 결과는 患側 足三里의 溫鍼 자극에

대한 반응과도 유사하였다.

Fig. 5. Effects of warm needling to the ipsilateral 
SP9 in the acute stage (1st day) of th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CA, carrageenan injection; WN, warm needling; Open circle,
contralateral hind limb (Cont); filled square, ipsilateral hind
limb (Ipsi); NOR, normal condition; CON, a stage showing
behaviors regarding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5).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

4. 鶴頂의 溫鍼이 슬관절염에 미치는

효과

患部 주위에 존재하는 足三里 및 陰陵泉

의 溫鍼이 슬관절염 통증 억제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患部 중심에 존

재하는 鶴頂에 대한 溫鍼의 작용을 관찰하

였다.

급성기 상태에서 鶴頂의 溫鍼 자극은 31.7

± 4.8 %의 WBF를 45.5~52.9 % (p<0.05)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溫鍼 자극 후 4 시

간에는 보행과정의 절뚝거림이 거의 관찰되

지 않았다(Fig. 6). 또한 溫鍼 자극의 효과는

정상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67 % 수준

으로 患側 WBF 회복을 보여주었다(Fig.

6B).

Fig. 6. Effects of warm needling to the ipsilateral 
Hakjung extra point in the acute stage 
(1st day) of th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CA, carrageenan injection; WN, warm needling; Open circle,
contralateral hind limb (Cont); filled square, ipsilateral hind
limb (Ipsi); NOR, normal condition; CON, a stage showing
behaviors regarding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5).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5. 合谷(LI4)의 溫鍼이 슬관절염에 미치

는 효과

급성 슬관절염에 대한 患部 周圍 및 健側

슬관절 周圍 經穴에 대한 溫鍼의 치료 효과

여부 및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溫鍼

의 자극이 遠位 取穴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

과 양상을 보이는지 살피고자, 健側 合谷에

대한 溫鍼 자극을 수행하였다.

健側 合谷에 대한 溫鍼 자극은 급성기의

슬관절염 통증반응에 매우 유효한 치료효과

를 나타내었다. 患側 下肢의 WBF는 溫鍼

자극 전에는 32.9 ± 7.5 %를 나타내었으며,

자극 후 1 시간에 48.1 ± 5.6 % (p<0.05)로

유의하게 회복되었고, 2 시간에는 54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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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4 시간에는 49.1 ± 4.6 %

(p<0.05)로 유의하게 WBF 회복이 지속되었

다(Fig. 7A). 그 결과 정상상태에 비하여

57.5 ± 31.6 % (p<0.05)의 회복을 나타내었

다(Fig. 7B).

Fig. 7. Effects of warm needling to the 
contralateral LI4 in the acute stage (1st 
day) of th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CA, carrageenan injection; WN, warm needling; Open circle,
contralateral hind limb (Cont); filled square, ipsilateral hind
limb (Ipsi); NOR, normal condition; CON, a stage showing
behaviors regarding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5).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 #,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6. 溫鍼의 진통효과에 관여된 내재진통

계의 역할

Carrageenan 주입으로 야기된 급성기 슬

관절염 통증에 대한 溫鍼의 효과를 나타낸

鶴頂과 合谷을 대상으로 내재진통계의 역할

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내재진통계 물질인 opioids

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opioids 수용체

길항제로 알려진 naltrexone (NTX, 10 ㎎/

㎏)을 溫鍼자극 1시간 전에 실험동물의 복

강으로 주입하였다. 溫鍼 자극 전 관절염 유

발 실험군의 患側 WBF는 22.6 ± 1.8 %로

보행시 뚜렷한 절뚝거림을 나타내었고, 이후

溫鍼을 鶴頂에 시술한 뒤 시간에 따라

25.8~29.3 %의 WBF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

는 naltrexone 전 처치 없이 溫鍼 자극을 수

행한 경우에서 보여준 뚜렷한 WBF 회복이

opioids 수용체를 길항한 상태에서는 관찰되

지 않은 것이었다(Fig. 8A). 마찬가지로 진

통효과를 나타내었던 合谷에 대한 溫鍼 자

극을 수행한 실험 군에서도 naltrexone의 전

처치로 溫鍼 자극 전 33.5 ± 5.9 % WBF가

溫鍼 자극 이후에도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

았다(Fig. 8B).

Fig. 8. Effects of naltrexone (NTX, 10 ㎎/㎏, i.p.) 
on warm needling induced antinociception 
in th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A, Hakjung extrapoint warm needling; B, LI4 warm needling.
Naltrexone (dotted line) was administered intraperitoneally 1
hours before warm needling.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5). CA, carrageenan injection; WN, warm needling;
Open circle, contralateral hind limb (Cont); filled square,
ipsilateral hind limb(Ipsi); NOR, normal condition; CON, a
stage showing behaviors regarding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중추신경계에서 opioids와 함께 내재진통

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adrenoceptor가 溫鍼에 의한 진통효과에 기

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α

-adrenoceptor 길항제로 알려진

phentolamine (5 ㎎/㎏)를 관절염 유발 실험

동물에서 溫鍼자극 1 시간 전에 복강투여

하였다. 앞서 실험 결과에서 溫鍼 자극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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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한 효과를 보여준 鶴頂 및 合谷을 대상으

로 급성기 슬관절염에 대한 진통효과를 관

찰하였다. 그 결과, phentolamine 전 처치는

鶴頂에 대한 溫鍼의 진통효과를 차단하였다

(Fig. 9A). 또한 phentolamine 전 처치는 合

谷에 대한 溫鍼의 진통효과를 차단하였다

(Fig. 9B).

Fig. 9. Effects of phentolamine (PTA, 5 ㎎/㎏, 
i.p.) on warm needling induced 
antinociception in the arthritis induced by 
carrageenan.

A, Hakjung extrapoint warm needling; B, LI4 warm needling.
Phentolamine (dotted line) was administered intraperitoneally
1 hours before warm needling.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5). CA, carrageenan injection; WN, warm needling;
Open circle, contralateral hind limb (Cont); filled square,
ipsilateral hind limb(Ipsi); NOR, normal condition; CON, a
stage showing behaviors regarding carrageenan induced knee
arthritis.

Ⅳ. 고 찰

艾灸 요법은 鍼灸 치료법 중의 하나로

『內經 異法方宜論』에 "北方者, 天地之所閉

藏之域也, 其地高陵居, 風寒氷冽, 其民藥野處

而乳食, 藏寒生滿病, 其治宜艾焫, 故艾焫者,

亦從北方來."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1), 艾灸

療法의 주재료인 艾葉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목인 황해쑥 (Artemisia argyi.

Levet Vant), 약쑥 (Artemisia asiatica

Nakai.)과 野艾 (Artemisia vulgaris L.)의

잎을 건조한 것으로서, 調理氣血, 逐寒濕, 溫

經止血, 安胎하여 心腹冷痛, 泄瀉, 久痢, 下

血, 月經不調, 帶下, 胎動不安, 癰瘍, 疥癬 등

에 사용한다17)고 알려져 있다.

溫鍼은 자침 후 鍼柄에 뜸쑥의 연소열을

받아 經脈을 따스하게 소통시키게 하며 氣

血이 잘 운행하도록 하여 經絡의 寒滯와 氣

血의 鬱滯로 인한 통증을 포함한 다양한 질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10)
,『黃帝內經 靈樞』

「官鍼篇 」에서는 “九曰焠刺, 焠刺者, 刺燔

鍼則取痺也.”이라 하여 火鍼에 관한 내용이

처음 등장하였고
18)
, 傷寒論』에서 “太陽病三

日 已發汗 若吐 若下 若溫鍼···”이라고 溫鍼

이 처음 언급되기 시작하였다19). 그 뒤 溫鍼

의 방법이『鍼灸聚英』에서 “套鍼上 以艾蒸

溫之”라고 설명되면서 현재와 같은 溫鍼의

시술법을 설명되고 있다. 艾炷를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연소시 艾炷의 연소 온도가 鍼體

를 통해 체내로 열전도 되어 扶正祛邪의 효

능을 통해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관절염은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중의

하나로 심한 통증과 장애를 초래한다. 그 병

태생리를 규명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알

아내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왔으나 아

직까지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전체 성인의 약 1/3 정도가 부

종, 통증, 제한된 관절운동범위 등의 관절염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는 등 관절염이 50세

이상 성인의 주된 건강문제라고 보고되었다
22). 관절염은 지속적인 통증을 동반하여, 일

상생활 수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 시킨다23). 또한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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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인

통증은 관절염 환자의 일상생활 및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보

고되고 있다24). 관절염은 현재까지 그 원인

이나 치료법이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기 때

문에 관절염 유발 시 혈중에서 증가하게 되

는 각종 단백질 분해 효소나 공격적인 성격

을 갖는 싸이토카인 등의 조절제 혹은 관절

염에 의해 생기는 통증을 억제하는 진통제

등이 그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지

만25,26), 골수억제, 고혈압, 간장 및 신장의

기능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關節炎은 關節部位에 發生하는 炎症疾患

으로, 臨床的으로 風濕性關節炎(rheumatic

athritis), 類風濕性關節炎(rheumatoid

athritis) 및 骨關節炎(osteoathritis) 등으로

區分되며, 『素問 痺痛編』에 “風寒濕 三氣

가 혼합되어 痺證이 되는데, 風氣가 勝할 때

는 行痺가 되고, 寒氣가 勝할 때는 痛痺가

되고, 濕氣가 勝할 때는 着痺가 된다.”, “소

위 痺라는 것은 風寒濕邪에 重感되어 발생

한다.”, “飮食居處가 病의 근본이 된다.” 라

고 하였다1). 後代에는 痺證이 濕生熱, 혹은

風寒鬱熱로 인하여 身上如鼠走, 脣口反縱,

肌肉變色하게 된다 하였다
27)
. 痺證의 치료는

祛風, 散寒, 除濕, 淸熱, 化痰祛瘀, 活血通絡,

滋補肝腎 등의 방법으로 艾灸28,29) 및 藥物
30-32), 藥鍼療法33-36)이 활용되고 있으며, 鍼

치료에 多用되는 經穴은 足三里, 環跳, 合谷,

膝關, 委中, 肩髃, 懸鍾, 天井 等37)이 있다.

溫鍼과 관련하여 골관절질환 및 관절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국내의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 76 명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에서는 梁丘, 犢鼻, 足三里, 陰陵泉, 血

海 등을 증상에 따라 8 주간 총 16 회의 溫

鍼 시술에서 일반 鍼 치료 보다 진통효과

및 관절 기능 회복에 우세한 효과를 보여주

고 있었다38). 또한 虛寒證으로 변증된 퇴행

성 슬관절염에서 關元, 氣海, 足三里 등에

대한 溫鍼이 생체내 신경전달체계에 관여된

다양한 gene expression을 조절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39). 이렇듯 슬관절염에 대한 溫鍼

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지

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단계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해조류의 일종인 Chondrus crispus에서

추출한 고분자 물질인 carrageenan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래 급

성 및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실험적 모델로

carrageenan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재

carrageenan은 소량 단회주입만으로도 전신

적인 부작용 없이 주입된 관절에서만 염증

성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carrageenan이 대식세포에 선택적인 독성작

용이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대

식세포의 분해 소체막을 파열시켜 분해효소

를 유리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염증반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며, 이때의 염증반응은

인간의 염증성 관절염에서 관찰되는 양상과

비슷하다고 한다40).

관절염에 나타나는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

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처방들을 이용

하여 왔고, 임상에서는 체내에 광범위하게

또는 국소적으로 진통효과를 나타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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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침치

료를 병행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침의 진통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침의 진통작용 기전

에 내인성 모르핀 계통이 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에

임상에서 침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치

료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흰쥐에서 carrageenan으로 야

기된 급성 슬관절염 상태에서 穴位에 따라

1 회 溫鍼 자극을 시술하고 관절염 증상과

관련한 통증행동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정

상흰쥐에서는 상지와 하지에 각각 40 : 60의

비율의 WBF가 carrageenan을 슬관절강에

주입한 후 3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행시

상지 WBF의 변화는 없지만, 하지의 WBF

는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Carrageenan 주입

후 3 시간이 경과한 급성 관절염 상태에서

健側 足三里에 대한 溫鍼 자극은 健側 및

患側 하지의 WBF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다. 다만 4 시간이 경과된 뒤 患側 WBF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이

러한 결과가 溫鍼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WBF 변화 양상이 溫鍼 자극 후에 관찰되

지 않았다. Carrageenan으로 관절염 유도

후 1 일이 경과한 아급성기에서 健側 足三

里에 대한 溫鍼 자극은 患側 WBF를 회복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관절염의

患側 足三里에 시술한 溫鍼자극은 급성기와

아급성기 모두 患側 WBF를 회복시키지 못

하였다. 이는 健側 또는 患側 足三里에 시술

한 溫鍼 자극은 급성기의 관절염에 의하여

야기된 통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Carrageenan으로 야기된 관절염의 급성기

에 健側 陰陵泉에 시술한 溫鍼 자극은 시간

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溫鍼 자

극 후 2 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患側

WBF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성기와 달리 아급성

기에서는 溫鍼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관절염의 급성기에 患側 陰陵泉에 대한 溫

鍼 시술 결과, 健側 陰陵泉에 시술한 결과와

달리 溫鍼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아급

성기에서도 患側 陰陵泉에 대한 溫鍼시술은

患側 WBF 감소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슬관절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외기혈

로 鶴頂에 대한 溫鍼 자극을 시술하였다. 급

성기의 관절염상태에서 患側 鶴頂에 대한

溫鍼 자극은 健側 陰陵泉과 유사한 치료효

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급성기에 鶴頂에

대한 溫鍼 효과는 아급성기에서도 관찰되었

다. 이는 앞서 보여준 陰陵泉과 合谷이 아급

성기에 치료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점을 고

려할 때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급성기에 비하여 溫鍼 효과가 감소된

것이 관찰되었다.

近位 取穴과 遠位 取穴 상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健側 合谷에 溫鍼 자극을

시술하였다. 관절염의 급성기에서 健側 合谷

에 시술한 溫鍼 자극은 患側 WBF를 유의

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

었다. 이러한 효과는 溫鍼 자극 후 1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가경향을 나타내었고, 시술 후

4 시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아급성기에

서 健側 合谷에 대한 溫鍼 자극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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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았다. 이로써 관절염의 급성기에

서 健側 陰陵泉과 健側 合谷이 슬관절염의

개선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健側 陰陵泉, 健側 合谷

및 患側 鶴頂에 대한 溫鍼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合谷과 鶴頂에 대한 溫鍼의 치료

효과가 가장 유의하게 관찰되어 본 연구에

서는 鶴頂에 대한 溫鍼 효과가 어떠한 신경

성 체액 인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내재진통계와 관련이 있는 물질을 길항

할 수 있는 몇 가지 약물을 관절염 유도 후

각각 복강에 주입하였다. 몰핀계 진통기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naltrexone을 복강 투여한

경우, 급성기 관절염 상태에서 鶴頂 및 合谷

에 대한 溫鍼 자극은 치료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溫鍼 자극이 내재진통물질인

opioid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opioid와 함께 생체내의 또 다른 진

통기전으로 adrenergic system이 존재한다.

溫鍼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절염

유도 후 phentolamine을 溫鍼 자극 1 시간

전에 복강 투여 하였다. 그 결과 鶴頂 및 合

谷에 대한 溫鍼 자극의 치료효과가 관찰되

지 않았다. 이는 鶴頂 및 合谷에 대한 溫鍼

자극이 내재진통계에서 opioid 및

adrenergic system과 병행하여 작용한 결과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鶴頂 또는 合谷에 대한 溫

鍼 자극은 급성 관절염으로 야기된 증상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이 과정은 내재

진통계에서 opioid와 α-adrenoceptor가 함께

활성화됨으로써 얻어진 효과로 판단되어 진

다.

V. 결 론

본 연구는 흰쥐에서 carrageenan으로 야

기된 급성 슬관절염에서 穴位에 따라 溫鍼

자극을 시술하고 관절염 증상과 관련한 통

증행동을 통해 슬관절염에 대한 溫鍼의 효

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관절염에 健側 陰陵泉에 시술한 溫鍼은

患側 WBF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2. 급성 슬관절염에 患側 鶴頂에 대한 溫鍼

은 유의하게 진통효과를 나타내었다.

3. 健側 合谷에 시술한 溫鍼 자극은 관절염

에서 진통효과를 나타내었다.

4. 관절염 상태에서 naltrexone 전처치는 鶴

頂 또는 合谷에 시술한 溫鍼의 치료효과

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5. 관절염 유도 후 phentolamine 전처치는

鶴頂 또는 合谷에 시술한 溫鍼자극의 치

료효과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carrageenan으로 야기된

급성 관절염에 대한 溫鍼 효과는 溫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腧穴의 특이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되며, 진통효과는 opioid와 α

-adrenoceptor를 매개하여 얻어진 효과로

판단되어 진다. 다만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추가 연구를 통하여 溫熱 자극에 따른 혈위

특이성과 관련된 기전을 규명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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