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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골신경손상 백서에서 족삼리와 태충 전침자극이

통증 및 신경재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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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lectro Acupuncture on ST36 and LR3 on the Pain and

Nerve Regeneration in Sciatic Nerve Injured Rats

Hong Gyun Lee, Gye Yeop Kim*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ongsh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object of examining how ST36 and LR3 electro acupuncture affects

the injured side and the intact side in rats with sciatic nerve injury. For this study, we divided rats into a control group

that were injured but not treated, experimental group I that were injured and had electro acupuncture on the intact

side, experimental group II that were injured and had electro‐acupuncture on the injured side, and experimental group

III that were injured and had electro‐acupuncture on both the intact side and the injured side, and performed

behavioral and immunohistochemical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results of hot plate test, on

Day 1 of experiment, experimental group I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experimental group II

and III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on Day 2 and 3, all of experimental group I, II and III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SFI test, on Day 7 of experiment, experimental group I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experimental group II and III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on Day 14 and 21, all of experimental group I, II and III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test, the expression of c-fos decreased gradually on Day 1, 2 and 3 in all the experimental

groups, and the decrease was larger in the experimental groups that had electro‐acupuncture than in the control

group. In the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test, the expression of BDNF increased gradually on Day 7, 14 and 21

in all the experimental groups, and the expression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s than in the control group.

Summing up the results, ST36 and LR3 electro acupuncture was effective when it was applied to the injured side and

to both sides after sciatic nerve injury, but it was also effective in pain relief and nerve regeneration when it was

applied to the intac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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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초신경 손상부위는 손상된 축삭의 재생 또는 주위의 손상

되지 않은 축삭으로부터 곁가지(collateral branch) 형성에 의해

재신경지배(reinnervation) 될 수 있다1). 말초신경 손상의 치료

후에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세포의 감소, 느리고 불충분한 축삭

생성, 중추신경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신경병변성통증

(neuropathic pain)인 이질통증(allodynia)과 통각과민

(hyperalgesia)같은 문제들을 초래한다
2,3)

. 백서에서 좌골신경은

재생에 관한 동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좌골신경 손상 모

델은 감각신경과 운동 신경기능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4). 수

술 후 통증, 요통, 관절통, 흉통, 골절통, 삼차신경통 등의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위를 부주의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이 증가된다5). 전침은

통증질환, 소화기 질환, 마비질환 등 일반적인 자극요법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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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모두 응용되고 일부 신경통이나 마비 질환 등 기계적 질환

과 기능적 질환에는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자극하는 경혈에

다라 다른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 인체에서

족삼리(ST36)를 활용하여 중추신경계와 관련한 연구 보고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세포를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7)

. 또한 태충(LR3)은 BDNF와 같은 신경영양

인자들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8).

동물에서 통증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정하는 방법으로는 대

체적으로 유사통각 행동을 회피하려는 행동과학적 방법인 꼬리

회피반사, neutral plate test, hot plate test, Von Frey test, pin

prick test, acetone spray test, cold plate test 등과 전기 생리학

적으로 신경전도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9)

.

또한, 백서의 좌골신경 손상 후 기능적인 회복을 측정하는 일반

적인 방법은 좌골신경 기능평가지수(Sciatic Function Index: SFI)

로 de Medinaceli
10)
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Bain

11)
에 의하여 수정

되었다. SFI 공식은 백서의 좌골신경 손상 후에 신뢰성 있게 반

복되어지고 측정되어지는 특징적인 보행 패턴이 개선되는 것을

관측하여 개발된 것이다. 보행분석을 통하여 좌골신경 손상 백서

의 회복을 알 수 있는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정상으로 돌

아온다. 편측좌골 신경 손상을 입은 백서는 특징적인 보행의 변

화가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재생과 기능적회복은 이러

한 보행의 변화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킨다12). 통증정도와 진통효

과를 검정하는 방법 중에 조기발현유전자(immediate early gene)

의 생산물질인 c-fos 단백질을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관찰하는

형태학적 검정방법이 개발되었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13).

c-fos는 일차신경원인 척수 신경절 신경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으

며 주로 척수의 통증전달신경원에서 발현되고 기타 뇌에서 통증

에 관계된 부위에서도 발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4). 또한, 신경

성장인자(nerve growth factor: NGF)는 표적장기에서 유리되어

축삭을 따라 역행성으로 전달되는 신경영양물질 중에서 가장 먼

저 알려졌다15,16).

최근에 NGF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단백질인 신경영양성인자(brain-derived neurotroph ic factor:

BDNF)17,18) 등이 보고되었으며, 이들을 신경영양성인자

(neurotrophic factor)라고 부른다. 신경영양성인자들은 활동-의

존성 가소성(activity- dependent plasticity) 과정에서 신경 연접

의 강화에 관여하며19), 세포막의 trk A, trk B, trk C 등과 같은

수용체들과 결합하여 생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져 있

다
20)

. 신경손상 이후의 신경화학적 변화로는 BDNF, NGF, NT-3

및 NT-4/5 (neurotro phic-4/5)와 같은 신경영양성인자들이 내

인성 신경보호반응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좌골신경손상 백서모델에서 전침 자극을 손

상측과 통증이나 감염의 우려가 더 적은 비손상측에 적용 했을

때 통증감소를 알아보기 위해 행동반응평가(hot plate test)와 척

수에서 통각신경활성의 지표로 이용되는 원종양 유전자인 c-fos

를 관찰하였고 신경재생을 알아보기 위해 좌골신경 기능평가지

수(SFI)를 조사하고 신경영양성인자인 BDNF를 관찰함으로써 전

침자극의 통증 감소 및 신경재생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동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육한 생후 8-10주, 체중

250-300 g의 건강하고 성숙한 Sprague-Dawley계 백서를 성별 구

분 없이 120마리를 사용하였다. 실험 기간 중 물과 먹이는 무제

한 공급하였고, 실험실 온도는 25±2℃, 습도는 65±5%로 유지하

며, 일정한 조도와 광주기 및 암주기를 2시간으로 조절하여 백서

의 생활 주기에 맞추어 줌으로써 생활 습성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다. 실험동물은 통증관련 대조군(n=15), 실험군 Ⅰ(n=15), 실

험군 Ⅱ(n=15), 실험군 Ⅲ(n=15)으로 무작위로 구분하여 각 군당

5마리씩 1일군, 2일군, 3일군으로 배정하였고, 신경재생관련 대

조군(n=15), 실험군 Ⅰ(n=15), 실험군 Ⅱ(n=15), 실험군 Ⅲ(n=15)

으로 무작위로 구분하여 각 군당 5마리씩 7일군, 14일군, 21일군

으로 배정하였다. 좌골신경 압좌손상 후 대조군은 비처치하였고

실험군 Ⅰ은 비손상측 전침자극을 실험군 Ⅱ는 손상측 전침자극

을 실험군 Ⅲ은 손상측과 비손상측 모두를 1일 1회 15분간 주 5

회 3주간 적용하였다.

2. 방법

1) 좌골신경손상유발

실험동물의 전신마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신마취제인 럼푼

(Rumpun, Xylazi ne hydro chloride, Bayel Co., Korea)을 복강

내 주사하였다. 통증유발에 대한 회피반응의 유무를 통해 마취

여부를 확인한 후 실험동물을 수술대에 고정하고, 좌골신경의 손

상을 위하여 대퇴부의 외측을 삭모하였다. 말초신경손상은 De

Koning
22)
의 방법에 따라 좌골신경을 일시적으로 압박하여 유발

하였다. 좌골절흔 부위에서 피부를 2-2.5 cm 정도 절개하고 둔부

와 슬와부의 근육을 박리하여 좌골신경을 노출시켰다. 노출된 신

경이 좌골절흔에서 출현하는 부위로부터 5-6 mm정도의 원위부

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지혈겸좌를 사용하여 30초간 좌측에

압박손상을 가하였다. 신경 손상시 지혈겸좌는 3단계의 힘으로

손상을 유발하였다.

2) 전침자극적용

전침자극은 손상된 좌골신경과 관련된 족삼리(ST36, 슬관절

아래 전경골근과 장지신근 사이)와 태충(LR3, 제1․2중족골 접합

부 앞) 부위에 적용하였다. 이때 적용부위는 비활성 자극은 족삼

리 부위를 삭모하여 적용하였고, 활성전극은 태충 부위에 적용하

였다
23)

. 침은 1회용 stainless steel 멸균 호침을 사용하였고 전침

기는 Point F-3형(ITO Co. ltd, Japan)을 사용하였고 주파수 60

Hz를 사용하였으며 강도는 근수축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정도의

세기를 적용하였고 매일 1회씩 15분간 주 5회 3주간 시행하였다.

3. 결과측정

1) Hot Plate Test

전침자극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학적측면에서 관찰하

고자, 손상 후 1일, 2일, 3일 시점에서 대조군, 실험군 Ⅰ, 실험군

Ⅱ, 실험군 Ⅲ의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손상측 후지에 I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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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9 hot plate(Life Science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발도피반응시간(paw withdrawal latency)를 측정하였다. 먼저

가열하지 않은 hot plate위에서 백서를 30분 적응시킨 후, 백서를

일정한 온도(51.2℃)로 가열된 hot plate위에 두고 손상측 발도피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때 백서가 이동하기 위해 발을 떼는

것은 측정에서 제외하였고, 조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

내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2) Sciatic Function Index

백서의 발바닥에 검정색 먹물을 묻힌 다음, 바닥에 흰색 종

이가 깔린 가로 10 cm × 세로 20 cm × 길이 80 cm 로 제작한

통로를 걷도록 함으로써 족문을 얻었다. 먼저 통로의 방향을 익

히도록 2회 걷도록 한 이후에 백서 한 마리당 5회씩 반복하여 족

문을 기록하였다. 이때 정확하고 일정한 보행패턴을 유지하도록

주위의 소음과 같은 요소를 통제하여 불특정 영향요소를 제거하

여 백서가 이동하도록 유도하였다. Bain
11)
의 방법에 따라 좌골신

경 기능지수의 공식에 포함되는 측정 요소로 측정하였다.

3) 면역조직화학적검사

(1) 척수 표본의 제작

실험동물은 전신 마취제인 럼푼(Rompun, Bayel Co., Korea)

로 전신마취 후, 척추 천추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를 가위로 절제

하고 천추의 중간부위를 절개하여 척추관을 노출시켰다. 척추관

을 통하여 21 gauge 바늘을 삽입하고 냉각 식염수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부착하여 식염수를 주입하고 척수의 전 부위가 경추의

개구부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요부 척수 부위만을 적

출하였다. 적출된 척수는 3% paraformaldehyde - 3%

glutaraldehyde - 0.1% picric acid 고정액에 2∼24시간 고정한 후

회전식 미세박절기(Sakura 2040, Japan)을 사용하여 두께 5 ㎛로

박절하였다.

(2) c-fos 염색

박절한 조직절편은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여

러 번 세척한 후 남아 있는 고정액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

sodium borohydride로 1시간 처리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한 전처리과정으로 0.3%의 과산화수소(hyd rogen peroxide)

용액에 20분간 처리하였다. 다시 PBS로 여러번 세척한 후

Novostain Super ABC Kit(Novocastra Lab., Benton Lane, UK)

를 사용하여 Normal Blocking Serum을 20분간 배양하고 1:1000

으로 희석한 anti-c-fos 항체(Sigma, F7799, USA)로 4℃에서 하룻

밤 동안 처리한 후 PBS로 세척하고 희석된 Biotinylate된

secondary antibody로 30분간 배양하였다. 다시 PBS로 세척하고

Novostain Super ABC Reagent로 30분간 배양하고 PBS로 세척

하였다. 발색을 위해 DAB(Serotec Ltd, BUF021B, UK)에 10분간

적용 후 Mayer' Hematoxyline(Sigma, MHS-32, USA)으로 대조

염색(counterstaining)을 실시하였으며, 흐르는 물에 5분간 수세

하고 슬라이드 표본을 건조시킨 후 통상의 탈수과정을 거쳐 관

찰할 수 있도록 봉입하였다.

(3) BDNF 염색

BDNF 발현 유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법을 실

시하였다. 일차항체(rabbit polyclonal anti-BDNF, Santa Cruz-20,

USA)를 처리한 후 24시간 이후에 이차항체인 anti-rabbit

IgG(Vector, USA)로 이차배양을 실시하고, ABC kit(Vector,

USA)를 이용하여 삼차 배양을 실시하였다. BDNF 발현 양을 관

찰하기 위한 면역조직화학법은 항체 처리를 제외하고는 c-fos의

면역조직화학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4) c-fos 와 BDNF 형태학적 관찰

형태학적 관찰에는 광학현미경(Olympus Bx 50, Japan)을 이

용하여 척수 천층(Rexed Ⅰ and Ⅱ)과 척수 전각을 관찰하였다.

4. 통계방법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4.0 ver. for windowsⓇ

을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실험군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Tukey`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각 분

석 시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결 과

1. Hot Plate Test

전침자극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손상 후

1일, 2일, 3일 시점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Ⅰ, 실험군 Ⅱ, 실험군

Ⅲ의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hot plate test를 통하여 발도피반응시

간(paw withdrawal latency)을 측정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각 그룹에서 측정된 발도피지연시를 분

석한 결과 실험 1일째에 실험 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군 Ⅱ과 실험군 Ⅲ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실험 2일과 실험 3일째에서는 실험

군 Ⅰ, Ⅱ, Ⅲ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Table 1).

Table 1. The Change of Hot Plate Test (sec)

Group 1 day 2 days 3 days

Control 3.71±0.66 3.94±0.68 5.39±0.60

Ⅰ 3.73±0.52 5.34±0.46* 7.62±0.82***

Ⅱ 4.59±0.40* 5.76±0.60*** 8.35±0.60***

Ⅲ 4.72±0.71* 6.40±0.48*** 8.87±0.66***

Control: Sciatic nerve injury(SNI). Ⅰ: SNI+electro acupuncture on the intact side. Ⅱ:
SNI+electro acupuncture on the injured side. Ⅲ: SNI+electro acupuncture on the both
sid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each group. *: p<.05 ***: p<.001

Table 2. The Change of Sciatic Function Index (score)

Group 7 days 14 days 21 days

Control -68.58±2.41 -63.48±3.49 -35.44±2.38

Ⅰ -66.49±3.18 -55.39±5.03* -28.37±4.61**

Ⅱ -58.82±5.34** -48.38±6.72*** -22.06±4.86***

Ⅲ -57.89±5.56*** -48.25±2,38*** -20.90±2.66***

Control: Sciatic nerve injury(SNI). Ⅰ: SNI+electro acupuncture on the intact side. Ⅱ:
SNI+electro acupuncture on the injured side. Ⅲ: SNI+electro acupuncture on the both
sid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each group. *: p<.05 **: p<0.01 ***: p<.001

2. Sciatic Function Index

SFI검사결과 실험 1일째에 실험군 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군 Ⅱ과 실험군 Ⅲ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실험 2일과 실험 3일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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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군 Ⅰ, Ⅱ, Ⅲ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Table 2).

3.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1) c-fos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c-fos발현은 대조군, 실험군 Ⅰ, 실험

군 Ⅱ, 실험군 Ⅲ에서 1일, 2일, 3일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으며, 대조군에 비해서 전침자극을 실시한 각 실험군에서

c-fos발현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3).

Fig. 1. c-fos in Each Group-Day 1.

Fig. 2. c-fos in Each Group-Day 2.

Fig. 3. c-fos in Each Group-Day 3.

2) BDNF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BDNF발현은 대조군, 실험군 Ⅰ, 실

험군 Ⅱ, 실험군 Ⅲ에서 7일, 14일, 21일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조군에 비해서 전침자극을 실시한 각 실험군

에서 더욱 많은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6).

Fig. 4. BDNF in Each Group-Day 7.

Fig. 5. BDNF in Each Group-Day 14.

Fig. 6. BDNF in Each Group-Day 21.

고 찰

좌골신경손상 모델은 손상 후 신경 재생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된다24). Wong25)은 경피신경전기

자극 치료 전과 후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반대측에서도 온

도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저주파 경피신경전기자극

시에 동통감소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며

간혹 동통이 있는 부위와는 반대되는 측에도 동통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위별 파급효과(pain

suppression spread effect)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6). Rieb27)

는 고전적 침전극 자극 후 통증역치의 증가가 내인성 아편물질

이 관여한다고 하였고, 또한, 이충휘28)는 자극 부위뿐만 아니라

반대 측에서도 유의하게 통증역치를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최근

경피신경전기자극의 효과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진통

기전으로는 관문조절설29) 등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엄재연
30)은 인체의 좌우 경혈점에 전침자극을 적용해서 비교했을 때 좌

측에 적용했을 때나 우측에 적용했을 때 모두 신체 전반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hot plate test결과는 실험

1일째에 실험군 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실험군 Ⅱ과 실험군 Ⅲ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실험 2일과 실험 3일째에서는 실험군 Ⅰ, Ⅱ, Ⅲ에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로

중 척수 후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척수 후각은 내

인성 아편 수용체의 밀도가 높아 항유해성(antinociception)을 생

성하는 부위이다31). Hunt32)는 처음으로 유해 자극이 척수 후각

신경원의 c-fos mRNA를 발현시키고, 2시간 후에는 c-fos단백질

이 발현되며 이를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염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유해 자극 후 c-fos가 Rexed Ⅰ,Ⅱ와 Ⅴ,Ⅹ 층에

서 발현한다고 하였다
33,34)

.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좌골신경 손상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후 c-fos면역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상 후 1일 시점에서 각 군에서 가장 강한 면역조직

화학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된 반응

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대조군보다 실험군 Ⅰ, Ⅱ, Ⅲ에서 감소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기자극은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조절함으로써 기

능적으로 신경가소성을 초래하여 신경손상을 회복시킨다고 보고

하였고35), 전기자극은 연접부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증가

시키고 감각신경, 운동신경의 흥분성 후연접 전위를 증가시켜 연

접가소성을 유발해 신호전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36). 또한 전

기 자극은 신경영양성인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축삭재생과 척수

에서의 신경가소성을 촉진시켜 운동신경 회복에 관여한다고 하

였다37,38). 본 연구에서 SFI test결과 실험 7일째에 실험 Ⅰ군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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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 Ⅱ군과 실험 Ⅲ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 14일과 실험

21일째에서는 실험군 Ⅰ, Ⅱ, Ⅲ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손상측과 비손상측에 전침자극이 적용했

는데 이러한 연구는 통증연구에서는 많이 있었으나39) 신경재생

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

서 많이 적용했던 주파수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23) 앞으

로는 좀 더 다양한 주파수를 적용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BDNF는 신경영양성인자의 하나로 신경의 발달과 성장에

관여하여 선택적인 집단의 생성을 촉진하며, 척수의 신경전달 또

는 신경조절을 담당한다고 했고40), 태충은 BDNF의 분비를 촉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8)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침자극이 좌골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척수의 BDNF발현 양상을 시간

에 따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한 결과, 전침자극이이 신경회

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손상 후

7일에 비해서 14일과 21일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Ⅰ, Ⅱ, Ⅲ

에서 유의하게 BDNF가 발현되어 나타났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험군Ⅰ, Ⅱ, Ⅲ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침자극을 비손상측에 적용한 실험군 Ⅰ에

서 대조군에 비하여 hot plate test를 통해서 발도피반응시간과

통각신경활성의 지표로 이용되는 c-fos발현의 감소, 신경재생을

평가하는 족적 분석(footprint analysis)을 통한 SFI와 BDNF발현

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조군

에 비해 손상측과 양측에 모두 적용한 실험군 Ⅱ과 실험군 Ⅲ에

서는 통증감소와 신경재생의 효과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아졌고

대조군에 비해서 비손상측에 적용한 실험군 Ⅰ에서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서 전침자극을 비손상측에 적용해서도 통증감소와

신경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말초신경손상

에서 비손상측에 자극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좌골신경손상백서를 대상으로 손상측과 비손

상측에 족삼리와 태충 전침자극을 적용 후 통증과 신경재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좌골신경손상 비처치군인 대조군, 비손

상측 전침자극한 실험군 Ⅰ, 손상측 전침자극한 실험군 Ⅱ, 양측

모두를 전침자극한 실험군 Ⅲ에 행동학적검사와 면역조직화학법

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Hot plate test결과 실험 1일째에 실험군 Ⅰ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군 Ⅱ과 실험군 Ⅲ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 2일과 실험 3일째에서는

실험군 Ⅰ, Ⅱ, Ⅲ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c-fos발현은 각 실험군 에서 1일, 2일, 3일

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조군에 비해서 전침

자극을 실시한 각 실험군에서 c-fos발현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SFI test결과 실험 7일째에 실험 Ⅰ군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 Ⅱ군과 실험 Ⅲ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 14일과 실험

21일째에서는 실험군 Ⅰ, Ⅱ, Ⅲ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BDNF발현은 각 실험군에서

7일, 14일, 21일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조군

에 비해서 전침자극을 실시한 각 실험군에서 더욱 많은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좌골신경 손상 후 족삼리와 태충

전침자극을 손상측과 비손상측에 적용 시 손상측 뿐만 아니라

비손상측 적용 시에도 통증감소와 신경재생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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