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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xibustion on the pain behavior and expression of TRPM8 in the 

dorsal root ganglion(DRG) in the rat model of ambient cold(AC) exposed osteoarthritis(OA). Methods : OA was induced by the 

injection of 50 μl of 2% monosodium iodoacetate(MIA) into the knee joint cavity. To examine the level of pain, weight bearing 

forces(WBFs) of affected limb was measured. For the AC exposure, the animals were housed in 6 h/day at 4oC for 14 days after MIA 

injection. Moxibustion treatment was performed at EX-LE4 and EX-LE5 with 5 cons(1, 7 or 10 mg) per day for 13 days from 5 days 

after MIA injection. The expressions of TRPM8 in DRG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analysis. Results : The WBFs of MIA-AC 

group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MIA group at 2, 3, 6, 7, 8 and 9 days after arthritis induction. After the first 6 h-AC 

exposure, expressions of TRPM8 in MIA-AC group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ose of naive group. After 

moxibustion treatment, only the WBFs of 7 mg treated group were restored significantly. Moreover, the over-expressions of 

TRPM8 were attenuated by the moxibustion treatment in AC exposed rats. Conclusions : The data suggest that AC can increase 

arthritic knee pain via up-regulated TRPM8 and moxibustion treatment improve the arthritic pain via modulation of TRPM8 

expression in DRG in the rat model of AC exposed MIA induced arthritis.

Key words : monosodium iodoacetate induced arthritis, ambient cold, TRPM8 channel, EX-LE4, EX-LE5, moxibustion

서    론

골관절염(osteoarthritis; OA)은 성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관절질환1)으로, 허리, 무릎, 어깨 등 인체 내 모든 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무릎에 골관절염이 나타난다2). 관절염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화나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과체중,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6.025&domain=pdf&date_stamp=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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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인 결함, 관절의 외상 등이 주된 요인3)이다. 현재의 슬관절염 

치료는 관절염의 통증완화와 운동성 유지와 장애의 최소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4). 한의학 임상에서는 골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사의 절반이 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5)되었다.

뜸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대표적인 비 약물 치료요법으로, 말

린 쑥을 연소시켜 직, 간접적으로 혈위에 자극하는 방법6,7)이다. 슬

관절의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주로 족삼리(ST36), 독비(ST35), 양구(ST34), 음릉천(SP9), 내슬안

(EX-LE4), 외슬안(EX-LE5), 혈해(SP10)와 같은 혈위를 임상에서 

쓰고 있다8-10).

한의학에서는 골관절염이 관절비증(關節痺症)에 속하며, 이는 

풍, 한, 습의 사기(邪氣)가 인체의 영위(榮衛)가 실조되고, 주리(腠
理)가 성글어져 정기(正氣)가 허약한 틈을 타 경락(經絡)으로 침입

하거나 관절에 응체(凝滯) 됨으로써 기혈의 운행을 저해하여 근골

(筋骨), 기육(肌肉)이 관절이 뻣뻣하고 무겁고 아프며 붓고, 관절을 

굽히고 펴기 힘든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1), 임상

에서 관절염은 추위에 의해 통증이 악화12)되며, 슬관절염 환자는 

추위가 통증과 관절 경직 등의 임상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13,14)

가 있는가 하면, 추위는 관절염에서 통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연구15,16)도 있다. 한의학적으로 한사는 관절비증의 주요 원인으

로 알려져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연구와 같이 실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추위가 관절염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관절염의 통증이 주위 온도

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체 주변의 환경과 내부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살아있

는 정상적인 생리조절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반응17)이다. 

외부의 온도에 반응하는 생체 내 여러 인자 중에 Transient 

Receptor Potential(TRP) Melastatin 8(TRPM8), TRP Ankyrin 

1(TRPA1), TRP Vanilloid 1(TRPV1) 등과 같은 Thermo-TRP 

channel은 열적 위해 자극에 대한 구심성 감각 신경에서 발현18)되

며, 주변 자극에 대한 센서로 중요한 역할19)을 한다. 특히, TRPM8 

채널은 추위 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위

와 멘톨에 활성화 되는 이온 채널20-23)이다. TRPM8은 멘톨과 비유

해성 온도 범위(25∼28oC) 이하의 온도에서 활성화 되는 비특이적 

이온 채널24)로서, 일차 구심성 신경에서 추위 자극을 감지하는 역

할20)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노소듐 요오드아세테이트(Monosodium Iodo-

acetate, MIA)로 유도한 슬관절염 모델에 추위를 노출시켰을 때 

관절염 통증이 증가하는지 조사하였으며 이때 추위가 냉 감각을 

감지하는 TRPM8 채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아

울러, 이 동물 모델을 활용하여 직접구 처치가 TRPM8 채널의 발현

을 조절함으로써 추위로 인해 증가한 통증을 완화시키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 동물은 6주령의 Spargue-Dawley계 수컷 쥐(Hyochang 

Science,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전 1주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하도록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

화하였다. 동물실험은 적응기간 및 실험 기간 동안 온도 22±2oC, 

습도 50±5%의 조건에서 주야 12시간 주야 주기로 유지하는 사육

실에서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은 

2008년 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수

행하였으며, 실험은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PNU- 

2014-0603)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2. 관절염 유발

관절염은 Isoflurane(JW Pharmaceutical, Republic of Korea)

을 사용하여 가스 마취(3% 농도에서 마취 유도, 1∼1.5% 농도에서 

마취 유지)를 한 상태에서 실험동물의 오른쪽 무릎 주위의 털을 깎

은 후 스크류니들 29 G (WJN001, feeltect, Republic of Korea)와 

1 ml/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무릎 관절강 내에 2% MIA 

(Monosodium IodoAcetate; SIGMA I2512-25G, St. Louis, Mo, 

U.S.A.) 50 μl를 주입하여 유발하였다.

3. 군 분류

Weight bearing test를 위해 실험동물은 MIA로 관절염 유도한 

군(MIA group; n=8)과 추위에 노출시킨 관절염 군(MIA-AC group; 

n=14), 추위에 노출시킨 관절염 1 mg 직접구 군(MIA-AC+MOXA 

1 mg group; n=7), 추위에 노출시킨 관절염 7 mg 직접구 군 

(MIA-AC+MOXA 7 mg group; n=7), 추위에 노출시킨 관절염 10 mg 

직접구 군 (MIA-AC+MOXA 10 mg group; n=7)으로 나누었다. 

4. 추위 노출 방법

추위 노출은 MIA 주입한 날부터 14일까지 총 13회로 weight 

bearing test 직 후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DS-500-

CPCH, Dasol Scientific Co., LTD, Republic of Korea) 안에 사육 

케이지 채로 온도 4oC, 습도 50%에서 6시간 노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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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ambient cold on the
pain behavior in the rat model of 
osteoarthritis.
Measurements were taken preope-
ratively and at 1∼14 Days post-in-
jection(MIA group; n=8, MIA-AC gr-
oup; n=8). Mean values and S.E.M.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ob-
tained were subjected to Two-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
riance(Two-Way RM ANOVA) with 
subsequent Bonferroni test post hoc
comparison of effects by the tre-
atments(*p＜0.05, MIA vs. MIA-AC
Group).

5. 직접구 처치

직접구(DB200; QINGDAO DONGBANG MEDICAL CO., LTD, 

Republic of Korea)는 1 mg, 7 mg, 10 mg 무게를 재고 쌀알 모양

으로 말고, 콘 모양으로 만들어 처치하였다. 직접구 처치는 MIA 

주입 5일 째 처음 시작하고, 추위 노출이 끝나고 처치하였다. 직접

구는 Isoflurane을 사용하여 가스 마취(3%농도에서 마취 유도, 1∼

1.5% 농도에서 마취 유지)를 한 상태에서 털을 깔끔히 밀고 뜸을 

고정할 수 있게 연고를 발라 고정시킨 다음 시행하였다. 직접구 처

치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직접구 처치 없이 마취만 유도한 군

(MIA-AC)과 직접구 처치한 군(MIA-AC-MOXA)을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였다. 직접구는 관절염을 유도한 동측(우측)의 내슬안(內膝

眼; EX-LE4) 외슬안(外膝眼; EX-LE5)에 각각 5장씩을 처치하였다.

6. Weight bearing test

실험동물의 통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관절염 유발 전 후 발이 

바닥에 딛는 힘을 측정하였다. 동물은 불투명한 아크릴로 된 좁고 

긴 통로(길이 80 cm, 높이, 10 cm, 폭 10 cm)를 자유롭게 보행하

는 동안 통로 중앙에 위치한 전자저울에 발이 딛는 압력을 측정하

였다. 저울에서 나오는 전기신호를 AD convertor(CED 1401Ca-

mbridge Electronic Design Ltd, UK)과 Spike 2 버전 6.18 프로

그램(Cambridge Electronic Design Ltd, UK)을 통해 전압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발이 딛는 하중(Weight bearing Force; WBF)은 

정상의 WBF와 관절염 유도 후 WBF 사이의 비율(Weight Bearing 

Force Ratio; WBFR)로 변환하여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관절염 

모델의 WBFR은 24간 주기로 측정하였고, 동물이 관절염 유발된 

발만 온전히 밟을 때만 선택하여 3회 이상의 값을 평균하여 측정값

을 얻었다.

7. Western blot

실험동물을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로 마취시킨 후 0.9% 

NaCl로 관류시켜 관절염 유도한 동측의 L4-L5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DRG)을 적출하였다. 단백질 추출은 한 조직당 총 

부피 50 μl의 RIPA Lysis buffer(0.5 μl 100 mM phenylmetha-

nesulfonyl fluoride(PMSF; 1:100)에 조직을 넣어 분쇄하여 30초

간 초음파 분쇄한 후 30분동안 얼음 위에서 안정시킨 후 4oC, 

12,000 rpm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취하였다. 단

백질 농도는 standard로는 bovine serum albumin를 사용하고, 

protein assay reagent(Bio-Red Laboratories, CA, USA)을 사용

하여 결정하였다. 그 다음 RIPA Lysis buffer, 5X Sodium Dodecyl 

Sulfate loading sample buffer, 총 단백질 20 μg을 섞어 5분간 

96oC에서 Heat을 가한 후 10% polyacrylamide gel에 단백질을 

로딩하여 100 mV에 1시간 30분동안 전기영동하여 분리시켰다. 그 

후 nitrocellulose membrane(Hybond ECL, GE Healthcare; UK)

에 전이시켰다. Transfer가 끝나고 5% skim milk로 실온에서 45분 

동안 block 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에 각각 1차 anti-

body인 anti-TRPM8(1:1000; Abcam, USA), β-actin(1:200;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을 4oC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다음날 

1차 antibody를 제거하고 Tris Buffered Saline with 0.1% Tween 

20(TBST)로 10분씩 4회 씻어주고 1:5000과 1:2000으로 희석한 

2차 antibody(anti goat IgG-HRP, Santa Cruz Biotechnology, 

USA/ anti rabbit IgG-HRP, Santa Cruz Biotechnology, USA)를 

실온에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BST로 10분씩 4회로 씻어 준 다

음 TRPM8와 actin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각 군의 TRPM8 

채널 발현 값과 Actin 발현 값 사이의 비율로 얻은 측정 값을 Naive 

군의 측정 값과 각각의 실험 군의 TRPM8 채널 사이의 비율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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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ambient cold on the expression of TRPM8 channel
in DRG of arthritic rats.
Expressions of TRPM8 channel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at
0 h(naive; n=3), 3 h(n=3), 6 h(n=3), 1 d(n=3) and 2 d(n=3) MIA
injection. Tissues sampling were obtained immediately after 
exposure of ambient cold. Mean values and S.E.M. were cal-
culated and the results obtained were subjected to Kruskal-Wall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One-Way ANOVA) with subsequent
Dunn’s Method post hoc comparison of effects by the treatments
(*p＜0.05, One way ANOVA, vs Naive).

8. 통계

값은 평균±표준오차(S.E.M.)로 표시하였고, 통계분석으로 Sigma 

Plot 12 (Systat Software Inc., USA)를 사용하였다. 행동검사 측정 

결과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Two-Way RM ANOVA)를 시행하고 사후검정은 Tukey method

을 시행하였다. TRPM8 발현량 측정 결과는 kruskal-wallis One 

way ANOVA, One Way ANOVA 또는 t-test를 시행하고 사후검

정은 Bonfferoni와 Dunn’s와 Dunnet Method를 시행하였다. 통

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추위가 관절염 모델의 통증행동에 미치는 영향

실험 동물에 MIA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발시키면 1일 후부터 

WBFR가 점점 감소하였다. 관절염 유발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WBFR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WBFR를 통증행동 지표로 조사하였다. 실온(22oC)에서는 MIA 주

입 후 WBFR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일 째 57.71±5.02%로 최대로 

감소하였다. 관절염 유발 전과 비교하여 2일부터 14일까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MIA를 주입한 

후 하루에 6시간씩 14일 동안 4oC 추위에 노출시켰을 때에는 실온

에서 사육한 동물과 같이 1일째부터 WBFR이 관절염 유발 전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4일까지 유의하게 감소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2일째 WBFR은 38.74±6.12%로 최대로 감

소하여 실온에 두었을 때와 비교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WBFR의 감소는 MIA 주입 9일까지 지속되었으며, 10일 후부터는 

추위 노출에 의한 WBFR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다(Fig. 1).

2. 추위가 관절염 모델의 DRG에서 TRPM8 채널의 발현

에 미치는 영향 

추위에 노출된 관절염 유발 모델에서 노출 기간에 따른 TRPM8 

채널의 발현 변화를 3시간, 6시간, 1일, 2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TRPM8의 발현은 정상 동물(Naive)과 비교하여 3시간째부터 유의

하게 증가(182.68±16.83%)하여 6시간째 발현이 최대로 증가

(266.30±20.63%) 하였다(Fig. 2).

3. 내외슬안 직접구가 추위에 노출된 관절염 모델의 통

증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외슬안 직접구가가 추위에 노출된 관절염 동물의 통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절염 유발 후 5일째부터 9일 

동안 매일 내외슬안에 7 mg직접구를 처치하였다. 7 mg 직접구 

군(MIA-AC-MOXA 7 mg)은 관절염 유발 후 6일 (66.30±4.42%) 

8일 (80.54±3.47%)과 10일 (82.59±3.37%)에서 WBFR이 대조군

(MIA-AC)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직접구 처치를 한 5일 후부

터 MIA군(MIA)과 비교해서 측정 기간 동안 WBFR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3A). 또한, 직접구의 용량 의존적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1 mg, 7 mg, 10 mg으로 직접구의 무게를 구분하여 통증행동

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1 mg 직접구 군(MIA-AC- 

MOXA 1 mg)과 10 mg 직접구 군(MIA-AC-MOXA 10 mg)에서는 

7 mg 직접구 군(MIA-AC)과 비교해서 전 측정 기간 동안 WBFR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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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moxibustion on pain
behavior in the rat model of am-
bient cold exposed osteoarthritis.
Measurements were taken preo-
peratively and at 1∼14 Days post- 
injection by weight bearing tester at 
(A) MIA group; n=8, MIA-AC group;
n=6, MIA-AC-MOXA(7 mg) group; 
n=7, (B) MIA-AC-MOXA(1 mg) group;
n=7, MIA-AC-MOXA(7 mg) group; 
n=7, MIA-AC-MOXA(10 mg) group;
n=7. Mean values and S.E.M.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obtained
were subjected to Two-Way rep-
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Two-Way RM ANOVA) with sub-
sequent Tukey method post hoc 
comparison of effects by the treat-
ments(*p＜0.05, MIA-AC vs MIA-AC-
MOXA (7 mg), #p＜0.05, MIA vs 
MIA-AC, &p＜0.05, MIA vs MIA-AC- 
MOXA (7 mg).

4. 내외슬안 직접구가 추위에 노출된 관절염 모델의 

DRG에서 TRPM8 채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내외슬안 직접구가 추위에 노출된 관절염 모델의 DRG에서 

TRPM8 채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상 동물

과 관절염 실험동물에 내외슬안 직접구 처치를 한 후에 DRG에서 

TRPM8 채널의 발현을 비교하였다. 

TRPM8은 정상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Naive-AC) 시켰더니 정

상 상태보다 TRPM8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정상 동

물에 직접구를 먼저 처치한 뒤에 추위에 노출(Naive-AC-MOXA) 

시켰을 때에는 TRPM8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관절

염 동물을 추위에 노출(MIA-AC) 시켰을 때에는 TRPM8의 발현이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관절염 동물에 직접구를 먼저 처치한 뒤에 

추위에 노출(MIA-AC-MOXA) 시켰을 때에는 TRPM8의 발현이 감

소하였다(Fig. 4).

고    찰

관절염은 한의학에서 풍, 한, 습의 사기가 관절에 들어 병의 원인

으로,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의 변형으로 관절굴신의 장애를 초래11)

되기에, 우리는 관절염이 저온에 노출시켜 통증의 정도를 확인하였

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관절염이 온도에 따라 통증에 악화12)되며, 

임상에서 관절염 환자는 온도에 따라 통증과 관절 경직으로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13,14)가 보고 되었는가 하면, 미치지 않는

다는 선행연구15,16)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관절염 통증

의 변화와 온도에 민감한 일부 TRPM8 채널의 발현량을 측정하기

로 하였다. 우리는 흰쥐를 4oC에 매일 6시간씩 14일동안 추위에 

노출시켜 관절염의 통증이 증가하는 한사 실험동물 모델을 구축하

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흰쥐의 우측 관절강 내에 MIA를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도하고 실험동물을 추위에 노출시켜 통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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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moxibustion on the expression of TRPM8 channel
in DRG of ambient cold exposed rats. 
Expressions of TRPM8 channel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at
Naive, Naive-AC, Naive-AC-MOXA, MIA, MIA-AC and MIA-AC- 
MOXA DRG that were obtained immediately after exposure of 
ambient cold and after injection of MIA. The expressions of TRPM8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t the 1st-6h exposure of ambient 
cold after moxibustion treatment in arthritic rats. The expressions 
of TRPM8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at the 1st-6h exposure of
ambient cold in naive rats. The expressions of TRPM8 were dec-
reased significantly at the 1st-6h exposure of ambient cold after 
moxibustion treatment in naive rats. The expressions of TRPM8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t arthritis rats. Data shown are 
means±SEM(*p＜0.05, One-way ANOVA, MIA vs MIA–AC.; #p＜
0.05, One-way ANOVA, MIA–AC vs MIA–AC–MOXA.; @p＜0.05, 
One-way ANOVA Naive vs Naive–AC.; $p＜0.05, One-way ANOVA 
Naive–AC vs Naive–AC–MOXA.; %p＜0.05, t-test, Naive vs MIA).

동의 변화와 TRPM8채널의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한사 실험동물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MIA로 유도한 관절염 모델

에서 추위 노출로 인해 통증 행동이 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관절염 유발 후 초기에 해당하는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에 실온에서 사육한 군에 비해 추위에 노출된 군에서 뒷발로 

딛는 압력인 WBFR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10일 이후에

는 실온에서 사육한 군과 추위에 노출된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따

라서, 관절염이 유발되었을 때 추위에 노출되는 초기에는 통증 행

동이 더 심해지지만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생체가 추위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추위 노출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는 것으로 생

각된다. 매일 4oC에 6시간씩 노출 시켰을 때 관절염 통증이 유의하

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모델을 한사 실험동물로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한사로 인한 통증 행동 변화가 TRPM8 채널과 관련

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냉 자극에 의해 TRPM8 채널이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0-24), 추위에 노출시킨 MIA 관절염 모델에서 

줄어든 WBFR이 TRPM8 채널의 발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

다. 추위에 노출시켰을 때 통증 행동평가에서 WBFR이 관절염 유발 

초기에 유의하게 감소함에 따라 TRPM8 채널의 발현도 추위에 노

출되면 초기에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심성 신경의 핵이 있는 

부위인 DRG에서 추위 노출 3시간, 6시간 1일, 2일로 나누어 

TRPM8 채널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2일 이후의 14일동안의 TRPM8

의 발현량을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추위에 노출시

켰을 때 TRPM8의 발현량은 3시간, 6시간에 정상군에 비해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1일과 2일에는 발현이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TRPM 8 채널이 낮은 온도가 반복 노출되면 적응이라

는 과정25)을 통해 이해된다. 낮은 온도에서, TRPM8 채널은 DRG 

뉴런에서 활성화되어 Ca2＋가 들어오면 PIP2의 감소와 채널탈감작

을 포함하는 Ca2＋의존성 Protein Kinase C(PKC)의 활성이 유도26,27)

되고, 이 증가된 PKC 활성으로 protein phosphatase 1(PP1)의 탈

인산화에 의해 TRPM8 채널의 발현이 억제된다고 보고28)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반복적인 추위 노출이 TRPM8 채널의 발현

을 조절하는데 Ca2＋ influx가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사에 의한 슬관절염 치료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추위에 노출

된 슬관절염 모델의 통증 행동에 미치는 내외슬안 직접구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직접구는 1, 7, 10 mg 그룹으로 나누어 내슬안과 외슬

안에 각각 5장을 MIA 주입 5일 후에 처치하였다. MIA-AC-MOXA 

1 mg 그룹은 MIA-AC 그룹과 유사한 패턴 양상을 보였으며, 

MIA-AC-MOXA 7 mg 그룹은 관절염 유발시키고 직접구 처치 시

작한 날로부터 1일, 3일, 5일에 MIA-AC 그룹보다 유의하게 WBF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MIA-AC-MOXA 10 mg 그룹에서는 MIA-AC- 

MOXA 7 mg 그룹보다 낮고 MIA-AC 그룹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

다. 결과적으로, 직접구의 효과는 뜸 용량 의존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경우에 최적의 효과를 내는 조건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직접구의 용량의존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중량의 직접구로 뜸 개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연구와 특정혈위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내외슬안 혈위에 

대한 negative control group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추위에 노출된 슬관절염 모델에서 6시간에 TPRM8의 발현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내외슬안 직접구가 추위에 노출된 슬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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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통증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내외슬안 직

접구가 TRPM8 채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직접

구를 처치하는 시간이 통증 행동 실험과 다른 이유는 TRPM8 채널

이 일시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직접구를 추위에 노출 전에 처치한 

후 TRPM8 채널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MIA관절염 군과 

정상 동물을 추위에 노출한 군에서 TRPM8은 정상 상태와 MIA 

유도된 관절염인 상태일 때 모두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러한 TRPM8 발현의 증가가 TRPM8 억제제를 투여함으로써 관절

염 통증과 TRPM8의 발현이 직접적으로 억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실험을 통해 온도 감각 통

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TRPA(Ankyrin) 1 또는 

TRPV(Vanilloid) 1 채널의 발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TRPA1 채

널은 TRPM8과 같은 낮은 온도에서 발현되는 채널로 알려져 있으

며29), Ca2＋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현30)된다고 보고되어 TRPM8의 

유사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 TRPV1은 캡사이신 수용체로 알려져 

있으며17), 관절염 모델과 같은 염증성 통증모델에서 발현이 증가하

고 pH 5.4의 산성 환경에 의해 활성 된다고 보고31,32)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직접구가 병리적인 상태에서 추위로 인한 감소된 

통증 행동을 완화시키고, 추위 노출에 의해 증가한 TRPM8 채널의 

발현을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사는 관절염 초기

에 TRPM8 채널의 발현이 증가함으로써 통증을 악화시키는데 관여

하며, 내외슬안 직접구는 한사가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어 추위 노출에 의해 증가한 TRPM8의 발현을 조절함

으로써 무릎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슬관절염 모델에 추위를 노출시켰을 때 통증과 냉 감각을 감지

하는 TRPM8 채널의 발현에 영향과 직접구 처치가 TRPM8 채널들

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추위로 인해 증가한 통증을 완화시키는지

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관절염 모델에서 

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켰을 때 통증 행동은 관절염 유발 초기인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슬관절

염 모델에서 TRPM8의 채널 발현은 첫번째 추위 노출 3시간, 6시

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추위에 반복 노출시킨 후 내외슬

안 직접구는 직접구 처치 후 1일, 3일, 5일에 통증 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넷째, 내외슬안 직접구 처치는 TRPM8 의 발현을 유의

하게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내외슬안 직접구 처치가 추위에 노출시킨 

슬관절염 모델에서 TRPM8 채널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증 행

동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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