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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걸음을 떼었고, 그렇게 걸어온 길에서 이제 학위과

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배려와 도움의 손길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문을 향한 걸음마를 뗄 수 있게끔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이배환 교수

님. 스승의 은혜라는 흔한 말을 깊은 감사함으로 자리 잡게 해주셨고 인생의 방향

을 새롭게 보게 해주심에 마음깊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위에 따르는 지식

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박경아, 임중우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처음부터 하나씩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이경희 선생님, 

늘 받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인생 선배 김은정 선생님, 항상 웃어주며 

말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던 세정언니, 고민을 함께 들어주며 선배이자 친구

가 되어준 지수, 그 누구보다도 내 투정과 짜증을 묵묵히 참아준 착한 선배 명훈

에게 감사하며, 지금까지 늘 마음써주는 선배 은진이와 나영이, 멋쟁이 사영희 선

생님과 실험 마지막에 함께 너무나 고생해준 가민이와 형아에게 감사드립니다. 임

상연구센터의 든든한 선배와 친구 되는 "버쯔"모임의 은희 언니, 예림, 수진, 지

은, 영은, 진수, 성영에게도 감사하며, 무엇보다 공부하는 길을 택한 내게 힘을 실

어주고 도와준 서문이와 다운이, 성경이, 연옥이, 은혜, 그리고 대학동기들과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준 분당우리교회의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자 부족한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때론 힘들었고 때론 나에게 많이 실망하며, 때론 죽을 

듯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니 이제 겨우 내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채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학위과정은 부족한 나 자신

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값진 보물 같은 시간들이었기에 이 시간들을 발판삼아 앞

으로 더 큰 산을 볼 줄 알고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학자가 되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

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늘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열정과 쉬어갈 줄 아는 지혜와 일어설 줄 아는 용

기를 갖춘 학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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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에 대한 연구는 의학에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과제로서 효과적
인 통증억제 치료방법에 대한 끝없는 노력이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침술(acupuncture)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통증치료를 위한 효
과적인 동물실험 모델 중에서는 염증성 통증을 유발하는 formalin을 주입
하는 것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C-Fos단백질은 통증이 유발되면 즉각적
으로 발현하는 초기유전자(immediatelyearlygene)이며 통증유발 정도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증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formalin으로 유발된 동물의 통증모델에서 통증에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서로 다른 3개의 경혈(acupoint)을 사용하
여 침술을 시행하였을 때 염증성 통증에 대한 침술의 통증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경혈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침술 처치에 따른 통증 완화 효
과를 행동 반응 검사와 c-Fos단백질의 발현정도로 알아보았다.이를 위
한 첫 번째 실험으로서 백서를 이용하여 족삼리(zusanli;ST36),음릉천
(yinlingquan;SP9),곤륜(kunlun;BL60) 경혈에서 수기 침술(manual
acupuncture)을 처치하여 각 경혈간의 통증 억제 효과를 비교하였고,그
후 두 번째 실험으로서 통증 억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혈에 전기
침술(electro-acupuncture)을 전처치(pre-treatment)와 후처치
(post-treatment)로 나누어 시행하고 통증 억제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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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험의 결과로서,곤륜 경혈에서의 수기 침술 처치가 행동검사
에서 움찔거리는 통증 반응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c-Fos
발현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두 번째 실험에서 전기 침술의 전처치와
후처치의 비교 결과는 곤륜 경혈에 전기 침술을 전처치했을 때 움찔거리
는 통증 반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후처치 했을 때는 통증억제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C-Fos발현의 결과는 전기 침술을 전처치 한 그룹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억제되었고,전기 침술을 후처치 한 그룹에
서는 formalin만 주입한 그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상의 결과는
곤륜경혈에 침 자극을 시행하는 것이 다른 경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염증
성 통증의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이 되는 말:통증,수기 침술,전기 침술,포르말린,c-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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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장 경경경 하하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지도교수 이 배 환 >

ⅠⅠⅠ...서서서론론론

통증이란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조직 손상 시에 수반되는 불쾌한 감
각 및 정서적 경험’이라고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Association for
StudyofPain)에서 정의하고 있다.1통증이 어떤 경로를 통해 느끼게 되는
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통증 기전이나 진통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통증은 크게 침해성 통증(nociceptive
pain),염증성 통증(inflammatorypain),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pain)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염증성 통증은 급성통증 발생 시에 신경
계 내부에서 변형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염증성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rheumaticarthritis),골관절염(osteoarthritis)등이 있으며,염증성 통증의
실험 모델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는 formalin, carrageenan,
completefreund'sadjuvant(CFA)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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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유발을 위한 formalin희석액의 피하주사는 유해한 행동 반응 측
정(nociceptivebehavioraltest)에 사용되는 다른 자극제들인 aceticacid,
carrageenan,mustardoil등과 비교했을 때,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행
동들을 유도하며,2 완만하고(moderate)지속적인(continuous)통증에 대한
반응을 측정할 수 있고,마취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
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formalin의 주입은 동물실험에서
유용한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3,4Formalin주입에 따른 통증 반응은 움찔
거리기(flinching),핥기(licking),물어뜯기(biting),흔들기(shaking)등으로
나타나는데,이런 행동은 formalin주입 직후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반
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 기간을 거쳐 약 10분 후 부터 다시 증가하는 이상
성(biphasic)형태로 1시간 정도 지속된다.2이런 이상성(biphasic)형태는
0～10분까지의 양상인 earlyphase와 10～60분까지의 latephase로 나눠지
는데,early phase는 직접적인 조직 손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
substanceP와 bradykinin이 작용한다고 알려졌으며,latephase는 말초염
증(peripheralinflammation)과 중추감작(centralsensitization)에 의한 것이
라 할 수 있으며,histamine,serotonin,prostaglandins,bradykinin등이 작
용한다고 알려졌다.5즉 earlyphase와 latephase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
지며,이런 특성으로 인해 formalin을 주입한 통증 모델은 통증의 기전이나
진통효과(analgesiceffect)의 기전을 밝히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침술(acupuncture)은 3000년 전부터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

되어온 대체의학요법(alternativemedicinetherapy)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류
마티스성 관절염(rheumaticarthritis),골관절염(osteoarthritis)등을 포함하
는 통증 관련 질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6,7침 자극으로 인한 통증억제
의 경로는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descendingpaininhibitorypathwa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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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9periaqueductalgrey(PAG),raphe
magnus(RMg), locus coeruleus(LC) 등에서 분비되는 enkephalin,
serotonin,monoamine과 같은 내재성 아편양 펩타이드(endogenousopioid
peptide)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또한 침 자극 시,척수
수준(spinalcordlevel)에서 구심성 통증 전달(afferentpaintransmission)
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enkephalin,dynorphin,norepinephrine등도 침술
과 관련된 통증 완화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10

침 자극에 의한 통증 완화 효과는 경락(meridian)상에 존재하는 경혈
(acupoint)에 침을 놓은 후 손으로 자극을 주는 수기 침술이나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전기 침술을 통하여 진통작용을 일으키는데,자연 상태의 꿀
벌이 가지고 있는 독을 추출하고 정제하여 경혈에 놓는 방법(봉침)도 있다.
통증과 관련된 경혈의 특수성과 통증 완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써
족삼리 경혈(ST36)의 침 자극에 따른 뇌의 활성화를 기능적 자기공명 영
상(functionalmagneticresonanceimaging;fMRI)을 통해 알아보았을 때,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가 활성화되었고,9신경병증성 동물 통증모델에서는
족삼리 경혈(ST36)과 음릉천 경혈(SP9)에 침술을 처치했을 때 전기생리학
적 반응과 행동 반응에서 모두 통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11

Carrageenan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동물모델에서는 흥분성 아미노산 수용
체의 길항제인 kynurenicacid와 전기 침술을 함께 처리했을 때 통증 억제
효과가 더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12 complete freund's
adjuvant(CFA)로 통증을 유발시킨 모델에서는 곤륜 경혈(BL60)과 족삼리
경혈(ST36)에서의 전기 침술 처치가 통증 반응을 완화시켰으며,formalin
으로 유발된 통증 모델에서는 족삼리 경혈(ST36)에 봉침을 처치했을 때
통증 반응 행동이 억제되었고 c-Fos발현도 억제되었다.13위와 같은 연구
의 결과들은 위에 언급된 경혈들이 통증에 있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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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동물실험에서 통증에 대한 진통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해

한 자극(noxiousstimulation)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정량화 하는 방법과 신
경전도 속도를 전기생리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종양유전자인 c-fos의 생
산물질인 c-Fos단백질을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관찰하는 형태학적 방
법이 있다.그 중에 c-Fos는 말초에 유해한 자극이 가해지면 세포 내에서
급격히 발현하는 즉각 조기 유전자(immediatelyearlygene)로서 통증 자
극 후 중추신경계(centralnervoussystem)에서 발현되며 통증의 표지 인
자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14,15C-Fos는 유해한 자극 후에 척수에서
전기생리학적으로 규명된 유해감수기 반응 신경원(nociceptiveneuron)의
지배 부분과 일치하는 척수 등쪽뿔(spinalcorddorsalhorn)의 laminaⅠ,
Ⅱ,Ⅴ,Ⅵ에서 발현되며,16formalin으로 통증을 유발했을 때,earlyphase에
서는 척수(spinalcord)의 laminaⅠ-Ⅱ에서,latephase에서는 laminaⅤ-
Ⅵ에서 많이 발현되고,17 유해한 자극 후 morphine18이나 전기 침술
(electro-acupuncture)19을 처치했을 때 c-Fos발현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다른 수많은 연구 결과들과 함께 c-Fos가 효과적인 통증 표지인자임을 나
타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침 자극이 formalin으로 유발된 침해성 통증(

nociceptivepain)과 염증성 통증(inflammatorypain)에 미치는 통증완화 효
과를 서로 다른 경혈에서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경혈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formalin을 사용하여 염증성 통증을 유발시키고 족삼리(ST36),
음릉천(SP9),곤륜(BL60)경혈(acupoint)과 비경혈(non-acupoint)에 수기
침술(manualacupuncture)을 시행하여 행동검사(behavioraltest)와 면역염
색(immuno-staining)을 통해 통증에 가장 효과적인 경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침술의 통증 완화 기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그 후에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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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통증 완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경혈을 선택하여 전기 침술
(electro-acupuncture)을 전처치(pre-treatment)와 후처치(post-treatment)
로 시행해 봄으로써 실험적으로 유발된 통증에서 침 자극의 전처치와 후처
치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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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재재재료료료

가가가...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

동물은 체중 250～300g내외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
였다.실험동물은 온도(22±2℃),습도(50±10%),조명(12시간 명/암)이 자동
적으로 유지되고,정기적인 깔집 교환(주2회)과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하
는 SPF (specificpathogenfree)동물을 위한 barriersystem에서 한 통
(cage)당 5마리씩 넣어서 사육하였다.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는 연세대학
교 의과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나나나...침침침(((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nnneeeeeedddllleee)))

수기 침술(manualacupuncture)의 침 자극을 위해서 stainlesssteel침
(직경 0.3mm,길이 30mm,동방침구제작소,보령시,한국)11을 사용하였고,
전기 침술(electro-acupuncture)을 위해서는 stainless steel 침(직경
0.25mm,길이 15mm,동방침구제작소,보령시,한국)20을 사용하여 전기 자
극이 직접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선에 연결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전기 침술에서는 하나의 경혈에 한 쌍의 침을 자침(insertion)하여 자극

이 통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이 때 피하에서 한 쌍의 침이 서로 맞
닿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었다.이를 위하여 직경
1mm의 전선에 침을 삽입하여 전선 밖으로는 침의 길이가 5mm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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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고,이렇게 제작된 2개의 전선을 하나로 고정하여 두 개의 침 끝
의 너비 간격이 2mm가 되도록 하였다.이렇게 자체 제작된 전기 침술용
침은 사전 실험으로 실험동물에 전기 자극이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다다다...FFFooorrrmmmaaallliiinnn

Formalin은 formaldehyde 37% 수용액으로서 실험에서는 formalin을
saline과 혼합하여 희석용액을 사용했다.실험용 흰쥐에서 염증성 통증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formalin의 일반적인 농도는 1～5%의 농도이
며,주사량은 30～100㎕라고 보고되어 있으며,3 그 중에 천장효과(ceiling
effect),뒤로 걷기(backwardwalking),동결(freezing)과 같은 현상을 피하
고21,22최대한의 통증 반응을 얻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 농
도의 formalin50㎕ 용량을 주입하였다.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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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방방방법법법

가가가...수수수기기기 침침침술술술(((mmmaaannnuuuaaalll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

실험은 ① 수기 침술을 처치하지 않고 formalin만 주입한 그룹
(Formalin), ② 족삼리(ST36)경혈에 수기 침술을 하고 formalin을 주입한
그룹(ST36-For),③ 음릉천(SP9)경혈에 수기 침술을 하고 formalin을 주
입한 그룹(SP9-For),④ 곤륜(BL60)경혈에 수기 침술을 하고 formalin을
주입한 그룹(BL60-For),⑤ 비경혈(non-acupoint)에 수기 침술을 하고
formalin을 주입한 그룹(NA-For)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수기 침술을 처
치하지 않고 formalin만 주입한 그룹에서는 다른 그룹에서 흡입마취 하에
수기침술을 하는 동일한 시간만큼 동일한 조건 하에 흡입마취 상태를 유지
시켰다.
침술에 사용된 족삼리(ST36)경혈은 무릎관절 4mm 아래에서 경골의

안쪽 돌기에서 바깥쪽으로 3mm 되는 지점에 위치하며,음릉천(SP9)경혈
은 무릎 안쪽,경골 내측 관절 융기 밑의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12곤
륜(BL60)경혈은 바깥 복사뼈 뒤 발 뒤축뼈 위의 우묵한 가운데 위치한다
(Fig.1).24비경혈(non-acupoint)은 위에 명시된 경혈이 사용된 동일한 다
리에서 배쪽(ventral)안다리 사타구니 부위를 사용하였다.

(((111)))침침침술술술 방방방법법법(((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
수기 침술은 formalin(5%/50㎕)을 주입하기 전에 formalin을 주입하는

동일한 왼쪽(ipsilateral)다리에 전처치(pre-treatment)했다.침술 시에는
2% enflurane흡입마취(95% O2/5% CO2)하에 진행하였다11.침 자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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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침구용 바늘(직경 0.3mm)을 사용하여 각각의 경혈(acupoint)의 위치
에 맞게 자침(insertion)하고 1초당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을 교대로 2
번씩 염전(twirling)하는 방식으로 침(acupunctureneedle)은 각각 1분간
염전하고 9분간은 염전하지 않으면서 총 40분간 4번 반복하였다.26 이때
마지막 9분 동안은 흡입마취를 멈추고 cage로 이동시켜 어느 정도 마취에
서 깨어나도록 하였다.족삼리(ST36),음릉천(SP9),비경혈(non-acupoinr)
은 4～5mm 깊이로 자침하였고,27곤륜(BL60)경혈에서는 2～3mm 깊이로
자침하였다.25

Fig.1.Photographofacupunctureatzusanli(ST36),yinlingquan(SP9),
kunlun(BL60)acupoints

(((222)))FFFooorrrmmmaaallliiinnnttteeesssttt와와와 행행행동동동관관관찰찰찰
수기 침술이 끝난 실험동물은 45̊각도의 거울 위에 아크릴로 특수하게

제작된 관찰용 chamber(46x26x20cm)에 넣고 10분간 적응시켰다(Fig.2).
그 후 실험동물이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난 각성상태에서 왼쪽 발바닥 피하
에 29gauge의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하여 5%로 희석된 formalin을 50㎕
주입하였고,주입이 끝난 후 즉시 다시 관찰용 chamber에 넣어 비디오카
메라를 사용해 60분간 녹화하였다.녹화가 끝난 실험동물은 즉시 면역염색
을 위한 실험으로 사용되고,녹화된 흰쥐의 통증 행동 검사는 60분을 5분
씩 나눠서 formalin이 주입된 발바닥의 flinching횟수와 licking시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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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여 분석하였다(Fig.3).

Fig.2.Recordingofformalin-inducedpainbehaviors

Fig.3.Countingofflinchingnumberandlickingtime 

(((333)))면면면역역역염염염색색색(((iiimmmmmmuuunnnooo---ssstttaaaiiinnniiinnnggg)))
60분간의 비디오카메라 녹화가 끝난 실험동물을 25% urethane(1.25g/kg

i.p.)으로 마취하고 0.9% saline과 4% paraformaldehyde(0.1M phosphate
buffer,pH 7.2)로 관류하여 고정한 후 척수(spinalcord)의 L4～5부위를 적
출했다.적출한 조직을 4̊C에서 4시간 동안 4% paraformaldehyde(0.1M
phosphatebuffer,pH 7.2)에 고정 후, 30% sucrose용액에 담아서 하룻
밤 동안 4̊C에서 보관했다.조직은 냉동절편기(Microm/HM500V,CE,
Germany)를 사용하여 10㎛ 두께로 절단하고 slideglass에 붙였다.조직
slide를 30% methanol에 1% H2O2를 넣은 용액에 30분간 반응시키고,3%
normalgoatserum(NGS)과 1% bovineserum albumin(BSA)및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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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on-X를 더한 용액에 30분 반응한 후, 1차 항체로 c-fos
antibody(c-fos anti rabbit polyclonal IgG, 1：250,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Cruz,CA,USA)를 4℃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했다.
그 후 2차 항체로 biotinylated anti-rabbitIgG(biotinylated anti-rabbit
IgG,1:200,Vector,Burlingame,CA,USA)를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
키고,ABC kit(Vector,Burlingame,CA,USA)을 사용해 2시간 동안 실
온에서 처리한 후 3,3-diaminobenzidinetetrahydrochloride(DAB,Sigma,
st.Louis,MO,USA)를 사용하여 발색시키고 현미경(Olympus BX40
microscope,Tokyo,Japan)으로 발색 정도를 확인한 후 조직표본을 만들었
다.

(((444)))CCC---FFFooosss양양양성성성 반반반응응응 세세세포포포 수수수 세세세기기기
C-Fos양성 반응의 세포 수는 실험동물 한 마리 당 척수의 L4-5부위

의 세포수를 합하여 계산하였으며,이를 위해 해당 분절을 연속적으로
(series)10㎛씩 절단하면서 16장마다 1장씩 선택하여 면역 염색을 실시하
였다.총 c-Fos 양성 반응 세포 수는,선택된 5개의 절편을 현미경
(OlympusBX40microscope,Tokyo,Japan)의 10배율에서 formalin을 주
입한 쪽(ipsilateral)의 lamina를 확인한 후 laminaI-II부위와 III-VI부위
를 구분하였고,28세포 수는 CCD카메라(CoolSNAP photometrics,Roper
Scientific, Tucson, AZ, USA)를 장착한 현미경(Olympus BX51
microscope,Tokyo,Japan)에서 10배율 하에 MetaMorphsoftware(version
4.6,UniversalImaging,Downingtown,PA,USA )를 이용하여 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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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전전전기기기 침침침술술술(((eeellleeeccctttrrrooo---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

실험은 formalin을 주입하기 전에 침술을 처치하는 전처치
(pre-treatment)와 formalin 주입 후에 침술을 처치하는 후처치
(post-treatment)의 효과를 비교해보기 위한 것으로서,전처치 그룹은 ①
formalin만 주입한 그룹(Formalin)② formalin을 주입하기 전에 전기 자극
요법의 전기 침술을 처치한 그룹(EA-For)③ formalin을 주입하기 전에
경혈에 자침(needleinsertion)은 했지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
(Sham-For)으로 나눴고,후처치 그룹은 ① formalin만 주입한 그룹
(Formalin)② formalin주입 후에 전기 자극 요법의 전기 침술을 처치한
그룹(For-EA)③ formalin주입 후에 경혈에 자침(needleinsertion)은 했
지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For-Sham)으로 각각 나누어 시행하
였다. 전처치 그룹은 수기 침술의 전처치 조건과 동일하게 흡입마취 상태
에서 침 자극을 주고 그 후 각성상태에서 formalin을 주입하였으며,후처치
그룹은 모든 그룹에서 흡입마취 하에 formalin을 주입한 후 formalin만 주
입한 그룹에서는 계속해서 마취 상태만을 유지시켰으며,다른 그룹에서는
formalin 주입 후 마취 상태에서 바로 침 자극을 주었다.자침(needle
insertion)하는데 사용된 경혈은 수기침술에서 사용된 세 가지의 경혈 중에
서 곤륜(BL60)경혈(Fig.1)을 선택하였다.

(((111)))침침침술술술 방방방법법법(((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
(((가가가)))전전전처처처치치치 (((ppp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
전처치는 모든 그룹에서 formalin 주입 전,2% enflurane흡입마취

(95% O2/5% CO2)의 조건하에 진행되며,자침에 사용된 전기 침술용 바
늘은 0.25mm 직경의 침구용 바늘(acupunctureneedle)을 이용하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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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것으로 사용하였고 자침 시 깊이는 2～3mm이었다.곤륜경혈에 전
기 자극이 들어가는 그룹(EA-For)에서는 StimulusIsolator(A385,World
Precision Instruments,Sarasota,FL,USA)를 사용하여 3mA 강도로
2ms 동안 1Hz(Pulsemaster A300, 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FL,USA)로 10분 간 전기 자극이 들어가도록 하였고,28,29곤륜
경혈에 자침(insertion)은 하지만 자극을 주지 않는 그룹(Sham-For)은 아
무런 전기 자극 없이 10분 동안 자침 상태를 유지시켰다.Formalin만 주
입한 그룹(Formalin)에서는 아무 처치 없이 10분 동안 흡입마취 상태를
유지시켰다.

(((나나나)))후후후처처처치치치 (((pppooosssttt---tttrrreeeaaatttmmmeeennnttt)))
후처치는 모든 그룹에서 2% enflurane흡입마취 (95% O2/5% CO2)하

에 formalin을 주입한 직 후 침술을 하였으며,자침 시 사용된 전기 침술용
바늘은 전처치 시의 바늘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였고 깊이도 동일하게 하
였다.Formalin만 주입한 그룹(Formalin)은 10분 동안 자침 없이 계속 마
취상태를 유지시켰고,곤륜경혈에 전기 자극이 들어가는 그룹(For-EA)은
전처치 시와 동일한 자극조건으로 10분 동안 전기 침술을 시행했으며,곤
륜경혈에 자침은 하지만 자극을 주지 않는 그룹(For-Sham)은 아무런 전기
자극 없이 10분 동안 자침상태를 유지시켰다.

(((222)))FFFooorrrmmmaaallliiinnnttteeesssttt와와와 행행행동동동관관관찰찰찰
전처치의 경우 침술이 끝나자마자 10분간의 chamber적응 기간을 통해

마취에서 깨어난 각성 상태의 실험동물 왼쪽 발바닥 피하에 29gauge의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하여 5%로 희석된 formalin을 50㎕ 주입하였고,주입
이 끝난 후 즉시 관찰용 chamber(46x26x20cm)에 넣고 비디오카메라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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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하였다(Fig.2).녹화는 formalin을 주입하자마자 시작하여 총 60분
동안 하였다.후처치의 경우 2% enflurane흡입마취(95% O2/5% CO2)하
에 흰쥐의 왼쪽 발바닥 피하에 29gauge의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하여 5%
로 희석된 formalin을 50㎕ 주입하였고,즉시 전기 침술을 10분간 시행하였
다.그 후 10분의 chamber적응기간을 가진 후 비디오카메라 녹화를 시작
하였다.따라서 녹화는 formalin을 주입하고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하
여 60분 경과 시점까지 총 40분 동안 하였다.녹화가 끝난 흰쥐는 즉시 면
역염색을 위한 실험으로 사용되고,전처치 그룹에서 녹화된 흰쥐의 통증
행동 검사는 녹화된 60분을 5분씩 나눠서 formalin이 주입된 발바닥
(ipsilateral)의 flinching횟수와 licking시간을 기록하여 분석하였다.후처
치 그룹은 녹화된 40분을 5분씩 나눠서 동일한 행동을 분석하였다(Fig.3).
전처치 그룹과 후처치 그룹간의 행동검사 비교는 latephase에 해당하

는 20～60분까지 40분 동안만의 행동반응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는데,이는
후처치 그룹에서 formalin을 주입한 후 10분의 전기자극과 10분의 적응 시
간으로 인한 0～20분까지의 earlyphase녹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333)))면면면역역역염염염색색색(((iiimmmmmmuuunnnooo---ssstttaaaiiinnniiinnnggg)))
비디오카메라 녹화 후,실험동물을 25% urethane(1.25g/kg,i.p.)으로

마취하고 0.9% saline과 4% paraformaldehyde(0.1M phosphatebuffer사
용,pH 7.2)로 관류하여 고정한 후 척수의 L5부위를 적출했다.적출한 조
직을 4̊C에서 4시간 동안 4% paraformaldehyde(0.1M phosphatebuffer사
용,pH 7.2)에 고정 후,4̊C 에서 30% sucrose용액에 담가 하룻밤 동안
보관했다.조직은 냉동절편기(Microm/HM500V,CE,Germany)를 사용하여
50㎛ 두께로 절단하였다.이 때 L5부위의 전체 길이인 약 4000㎛ 의 조직
을 50㎛의 두께로 자를 시 80개의 절편이 얻어지는데,5개의 절편 중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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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절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16개의 절편을 얻은 다음,1X phosphate
buffered saline 이 담긴 24 well에 freefloating 시켰다.조직은 30%
methanol에 1% H2O2를 넣은 용액에 30분간 반응시키고,3% normalgoat
serum(NGS)과 1% bovineserum albumin(BSA)및 0.3% Triton-X를 더
한 용액에 30분간 반응한 후,1차 항체로 c-fosantibody(c-fosantirabbit
polyclonalIgG,1：500,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CA,
USA)를 4℃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했다.그 후 biotinylated anti-rabbit
IgG를 2차 항체(biotinylatedanti-rabbitIgG,1:200,Vector,Burlingame,
CA, USA)로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ABC kit(Vector,
Burlingame,CA,USA)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처리한 후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DAB,Sigma,st.Louis,MO,
USA)를 사용하여 발색시키고,현미경(OlympusBX40microscope,Tokyo,
Japan)으로 발색정도를 확인한 후 탈수과정을 거친 다음 조직표본을 만들
었다.

(((444)))CCC---FFFooosss양양양성성성 반반반응응응 세세세포포포 수수수 세세세기기기
C-Fos양성 반응의 세포 수는 한 마리당 척수의 L5부위에서 적출하여

면역염색 과정을 거친 16개의 절편 중에 4개의 절편을 선택하여 세포수를
센 후 각 그룹의 평균값을 내었다. 조직은 현미경(Olympus BX40
microscope,Tokyo,Japan)을 이용하여 10배율에서 formalin을 주입한 쪽
(ipsilateral)의 lamina확인한 후 laminaI-II부위와 III-VI부위를 구분하
였고28,세포 수는 CCD카메라(CoolSNAPphotometrics,RoperScientific,
Tucson,AZ,USA)를 장착한 현미경(OlympusBX51microscope,Tokyo,
Japan)에서 10배율 하에 MetaMorph software(version 4.6,Universal
Imaging,Downingtown,PA,USA)를 이용하여 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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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각 실험에서 그룹간의 통증 행동 검사 비교와 c-Fos양성 반응 세포
수 비교를 위하여 SPSS15.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모든 수치는 mean
±SEM으로 표시하였으며,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은 P값이 0.05미
만인 경우로 삼았다.행동반응 관찰의 경우는 earlyphase와 latephase
반응을 분류하여 각 군의 flinching 횟수와 licking 시간을 one-way
ANOVA로 실행하였고, 사후 분석(post-hoc analysis)은 Dunnett
test(2-side)방법을 이용하였다.면역염색은 척수를 laminaeI-II,III-VI로
분류하여 각 군의 c-Fos양성 신경세포의 개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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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수수수기기기 침침침술술술(((mmmaaannnuuuaaalll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경경경혈혈혈 비비비교교교

가가가...FFFooorrrmmmaaallliiinnnttteeesssttt와와와 행행행동동동관관관찰찰찰

Formalin으로 유발된 통증반응 행동 검사는 flinching행동반응의 early
phase(0～10분)에서 formalin만 주입한 그룹(Formalin;n=14),족삼리 경혈
그룹(ST36-For;n=14),음릉천 경혈 그룹(SP9-For;n=16),곤륜 경혈 그룹
(BL60-For;n=14),비경혈 그룹(NA-For;n=15)에서 각각 49.97±8.16,
44.94±6.42,40.29±6.36,35.46±4.39,53.79±8.41회의 반응이 관찰되었다.
Earlyphase의 행동반응 검사에서는 formalin만 주입한 그룹과 수기 침술
을 처치한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4,67=1.132,p>0.05).Flinching행동반응의 latephase(10～60분)결과 각
각 307.33±30.56,262.16±31.41,265.17±36.19,178.38±24.21,278.36±43.29회
의 반응이 관찰되었으며,각 그룹간의 ANOVA 결과 유의미가 있었고
(F4,67=1.876,p<0.05) post-hoc analysis 결과 formalin만 주입한 그룹
(Formalin; 307±31)과 비교하였을 때 곤륜 경혈 그룹(BL60-For;
178.38±24.21)의 행동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p<0.05)(Fig.4).
Licking 행동반응의 early phase(0～10분) 결과 각각 32.81±6.01,

39.52±10.02,39.99±7.48,32.65±7.82,52.69±5.05초의 반응이 관찰되었으며,
late phase(0～10분)의 결과는 각각 412.64±45.52, 346.36±44.33,
336.76±39.91,347.5±40.28,360.15±43.67초의 반응이 관찰되었다.Licking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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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반응의 검사결과는 formalin만 주입한 그룹과 수기 침술을 처치한 그룹
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early
phase;F4,65=1.789,p>0.05:late phase; F4,65=0.260,p>0.05,one-way
ANOVA)(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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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Comparison offlinching number between differentgroups.
Formalin-inducedpaw flinchingnumberwas dividedintotwophases
(theearly phase;0～10min andlatephase;10～60min).Experimental
groups were classified as follows:Formalin,formalin injection only
group; ST36-For, manual acupuncture treatment at ST36 before
formalin injection;SP9-For,manualacupuncture treatment at SP9
beforeformalininjection;BL60-For,manualacupuncturetreatmentat
BL60beforeformalininjection;NA-For,manualacupuncturetreatment
atnon-acupointbeforeformalininjection.Inearlyphase,therewasno
markedchangebetweeneachgroups.Ontheotherhand,inlatephase,
BL60-Forgroup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in the paw flinching
numberinducedbyintra-plantarformalininjection.Eachbarrepresents
the group mean ± SEM (*p<0.05,one-way ANOVA followd by
Dunnett'spost-hocmultiple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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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licking time between different groups.
Formalin-inducedpaw lickingtimewas dividedintotwophases(the
earlyphase;0～10minandlatephase;10～60min).Experimentalgroups
were classified as follows:Formalin,formalin injection only group;
ST36-For,manualacupuncture treatment at ST36 before formalin
injection; SP9-For, manual acupuncture treatment at SP9 before
formalin injection;BL60-For,manualacupuncture treatmentatBL60
before formalin injection;NA-For,manualacupuncture treatmentat
non-acupointbeforeformalin injection.In bothphases,therewasno
significantvariablebetweeneachgroups.Inlatephase,four acupoint
groups (ST36-For;SP9-For;BL60-For;NA-For) which received
manualacupuncturebeforeformalin injection tended to decreasethe
paw licking timecompared with Formalin group butthere was no
significantdifferencebetweenfouracupointgroups.Eachbarrepresents
the group mean ± SEM (p>0.05,one-way ANOVA followd by
Dunnett'spost-hocmultiple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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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면면면역역역 염염염색색색(((iiimmmmmmuuunnnooo---ssstttaaaiiinnniiinnnggg)))

C-Fospositiveneuron의 발현은 척수 후각에서 laminaeI-II,III-VI로
구분지어 세었다.각 그룹의 c-Fospositiveneuron대표사진은 Fig.6에
나타내었으며 Formalin 그룹에 비하여 ST36-For그룹,SP9-For그룹,
BL60-For그룹의 c-Fospositiveneuron의 발현이 확연히 억제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Lamina I-II부위에서는 아무처치를 하지 않은 그룹
(Normal;n=4),formalin만 주입한 그룹(Formalin;n=5),족삼리 경혈 그룹
(ST36-For;n=5),음릉천 경혈 그룹(SP9-For;n=5),곤륜 경혈 그룹
(BL60-For;n=5),비경혈 그룹(NA-For;n=5)에서 각각 403.5±156.19,
4461±433.75,2323.6±445.27,2235.2±254.42,2305.6±261.18,2958.2±309.14개
의 c-Fospositiveneuron이 관찰되었으며,Normal그룹(403.5±156.19)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그룹에서 c-Fos발현수가 통계적으로 현저하게 증
가하였으며(F5,23=14.087,p<0.05,one-way ANOVA;p<0.05,Dunnett's
post-hocmultiplecomparison),Formalin그룹(4461±433.75)과 각 경혈에
수기 침술 후 formalin을 처치한 4개의 그룹간의 c-Fos발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4개의 그룹 모두에서 발현수가 유의미하게 억제되었다
(F4,20=7.238,p<0.05,one-way ANOVA; p<0.05,Dunnett's post-hoc
multiplecomparison)(Fig.7).
Lamina III-VI 부위에서는 각각 그룹별로 222±82.16 (Normal),

2107±350(Formalin),1230.8±339.82 (ST36-For),1123.6±131(SP9-For),
942.6±66.67 (BL60-For),1801.6±300.81 (NA-For)개의 c-Fos positive
neuron이 관찰되었는데,Normal그룹(222±82.16)과 비교했을 때 Formalin
(2107±350),ST36-For(1230.8±339.82),NA-For(1801.6±300.81)그룹에서
c-Fos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F5,23=6.470,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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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in그룹(2107±350)과 각 경혈에 수기 침술 후 formalin을 처치한 4
개의 그룹간의 c-Fos 발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BL60-For 그룹
(942.6±66.67)에서만 c-Fos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억제되었다
(F4,20=3.453,p<0.05)(Fig.7).
LaminaI부위에서 VI부위까지 모두 합한 결과로는 각각 625.5±238.24

(Normal), 6569±703.25 (Formalin), 3554.4±777.81 (ST36-For),
3358.8±331.15 (SP9-For), 3248.2±315.02 (BL60-For), 4759.8±290.66
(NA-For)개의 c-Fos positive neuron이 관찰되었는데,Normal 그룹
(625±238.24)과 비교했을 때 모든 그룹에서 c-Fos발현이 통계적으로 현저
하게 증가하였으며(F5,23=6.470,p<0.05),Formalin그룹(6569±703.25)과 각
경혈에 수기 침술 후 formalin을 처치한 4개의 그룹간의 c-Fos발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NA-For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c-Fos양성 반
응 세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F4,20=7.096,p<0.05)(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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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A. Formalin B. ST36-For C. SP9-For

D. BL60-For E. NA-For

Fig.6.Representativephotographsofc-Fospositiveneuronsinspinal
corddorsalhornaftermanualacupuncture.A:formalininjectiononly
group (Formalin);B:manualacupuncture treatmentatST36 before
formalininjection(ST36-For);C:manualacupuncturetreatmentatSP9
beforeformalininjection(SP9-For);D:manualacupuncturetreatmentat
BL60 before formalin injection (BL60-For);E:manualacupuncture
treatmentatnon-acupointbeforeformalininjection(NA-For).Compared
to Formalin group,there were a distinguished decreases ofc-Fos
positive neurons in acupuncture groups at the ipsilateralside to
formalin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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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Thenumberofc-Fospositiveneuronsatdifferentgroupsin
laminaI-II,laminaIII-VIontheL4andL5segmentsofthespinalcord
ipsilateraltothesiteofformalininjection.Experimentalgroupswere
classified asfollows:Normal,notreatmentgroup;Formalin,formalin
injectiononlygroup;ST36-For,manualacupuncturetreatmentatST36
before formalin injection;SP9-For,manualacupuncture treatmentat
SP9beforeformalininjection;BL60-For,manualacupuncturetreatment
at BL60 before formalin injection; NA-For, manual acupuncture
treatmentatnon-acupoint beforeformalininjection.ST36,SP9,BL60,
and non-acupoint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number of c-Fos
positive neurons in lamina I-II. Especially, BL60 group shows
significantlysuppressedc-FospositiveneuronsinlaminaIII-VI.Total
number of c-Fos positive neurons from lamina I to VI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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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inhibitedc-FosimmunoreactivityinST36,SP9,andBL60
groups.Eachbarrepresentsthegroupmean±SEM (*p<0.05,**p<0.01
for comparison between Normalgroup and allthe other groups,
one-wayANOVA followdbyDunnett'spost-hocmultiplecomparison.
#p<0.05, ##p<0.01 for comparison between Formalin group and
ST36-For,SP9-For,BL60-For,andNA-Forgroup,one-wayANOVA
followdbyDunnett'spost-hocmultiple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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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전전전기기기 침침침술술술(((eeellleeeccctttrrrooo---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ppp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와와와
pppooosssttt---tttrrreeeaaatttmmmeeennnttt비비비교교교

가가가...FFFooorrrmmmaaallliiinnnttteeesssttt와와와 행행행동동동관관관찰찰찰

Formalin으로 유도된 flinching 통증 반응 행동에서는,전기 침술
(electro-acupuncture)을 전처치(pre-treatment)하였을 때,formalin만 주입
한 그룹(Formalin;n=11),formalin주입 전에 전기 침술을 처치한 그룹
(EA-For;n=13),formalin주입 전에 침구용 바늘은 꽂았지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Sham-For;n=10)에서 각각 274.54±24.58,184.5±23.19,
269.45±21.75회의 통증 반응이 관찰되었고 EA-For그룹(184.5±23.19)에서
통증반응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F2,31=5.017,
p<0.05)(Fig.8).후처치(post-treatment)하였을 때는 formalin만 주입한 그
룹(Formaln;n=12),전기 자극 요법의 전기 침술을 처치한 그룹(For-EA;
n=10), 침구용 바늘은 꽂았지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
(For-Sham;n=8)에서 각각 157.79±19.96,144.45±21.17,218.5±19.63회의 통
증 반응이 관찰되었고,Formalin그룹에 비해서 For-Sham 그룹의 통증반
응 행동이 증가한 양상(218.5±19.63)을 보였다(F2,27=3.197,p>0.05)(Fig.8).
Licking통증 반응 행동에서는,전기 침술(electro-acupuncture)을 전처

치(pre-treatment)하였을 때,formalin만 주입한 그룹(Formalin;n=11),
formalin주입 전에 전기 자극 요법의 전기 침술을 처치한 그룹(EA-For;
n=13),formalin주입 전에 침구용 바늘은 꽂았지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Sham-For;n=10)에서 각각 461.3±68.54,301.14±41.6,407.4±34.9
초의 통증 반응이 관찰되었고,Formalin그룹과 다른 그룹을 비교해 보았
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F2,3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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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Fig.9).
후처치(post-treatment)하였을 때는 formalin만 주입한 그룹(Formalin;

n=12),formalin주입 후에 전기 자극 요법의 전기 침술을 처치한 그룹
(For-EA;n=10),formalin주입 후에 침구용 바늘은 꽂았지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For-Sham;n=8)에서 각각 375.72±66.1,381.34±66.67,
304.8±49.91초의 통증 반응이 관찰되었고,각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F2,27=0.385,p>0.05)(Fi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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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Effectsofelectro-acupunctureon flinching numbersbetween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Bar graphs were divided into
pre-treatmentand post-treatment,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Formalin,formalin injection only group;EA-For,electro-acupuncture
treatmentatBL60 before formalin injection;Sham-For,acupuncture
needleinsertion atBL60butno electricstimulation beforeformalin
injection;For-EA,electro-acupuncturetreatmentatBL60afterformalin
injection;For-Sham,acupuncture needle insertion atBL60 butno
electricstimulationafterformalininjection.Inpre-treatmentcondition,
flinching number of EA-For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F2,31=5.017, p<0.05). On the other side, post-treatment
condition,therewerenochangesofflinching numberbetween each
groups(F2,27=3.197,p>0.05).Eachbarrepresentsthegroupmean±SEM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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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electro-acupuncture on licking time between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Groups were divided into
pre-treatmentand post-treatment,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Formalin,formalin injection only group;EA-For,electro-acupuncture
treatmentatBL60 before formalin injection;Sham-For,acupuncture
needleinsertion atBL60butno electricstimulation beforeformalin
injection;For-EA,electro-acupuncturetreatmentatBL60afterformalin
injection;For-Sham,acupuncture needle insertion atBL60 butno
electric stimulation afterformalin injection.In pre-treatment,licking
time of EA-For group was more suppressed than Sham-For
group(F2,31=2.627,P>0.05).Ontheotherhand,inpost-treatment,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licking time between each
groups(F2,27=0.385,P>0.05).Eachbarrepresentsthegroupmean±SEM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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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면면면역역역 염염염색색색(((iiimmmmmmuuunnnooo---ssstttaaaiiinnniiinnnggg)))

C-Fos양성반응 세포 수의 발현은 척수 후각에서 laminaeI-II,III-VI
로 구분지어 세었다.각각의 그룹에서 나타난 c-Fos양성 반응 세포의 대
표사진은 Fig.10에 나타내었다.각 그룹의 대표사진에서,전처치를 하였을
때는 Formalin그룹에 비하여 EA-For그룹의 c-Fos양성 반응 세포가 현
저히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후처치 하였을 때는 Formalin그룹에
서보다 For-Sham 그룹의 c-Fos양성 반응 세포가 다소 증가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기 침술(electro-acupuncture)을 전처치(pre-treatment)하였을 때

laminaI-II에서,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그룹(Normal;n=4),Formalin만
주입한 그룹(Formalin;n=5),formalin주입 전에 전기 침술을 처치한 그룹
(EA-For;n=5),formalin주입 전에 침구용 바늘은 꽂았지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Sham-For;n=7)의 값이 각각 250±30.68,2563±353.92,
815±71.50, 1926.42±166.26이었고, lamina III-VI 부위에서는 각각
268.75±45.38,2246±253.16,701.25±80.24,1938.57±206.09이었으며,laminaI
에서 VI까지 나타난 c-Fos양성 반응 세포 수를 모두 합해 보았을 때는
각각 518.75±71.97,4809±477.99,1516.25±130.66,3865±340.35의 수치를 나
타내었다(Fig.11).Normal그룹(I-II:250±30.68;III-VI:268.75±45.38;
I-VI:518.75±71.97)과 각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각각의 lamina에서
Formalin그룹(I-II:2563±353.92;III-VI:2246±253.16;I-VI:4809±477.99)
과 Sham-For 그룹(I-II:1926.42±166.26;III-VI:1938.57±206.09;I-VI:
3865±340.35)의 c-Fos발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I-II:
F3,17=23.316; III-VI: F3,17=23.546; I-VI: F3,17=33.101, p<0.05), 반면에
Formalin그룹과 EA-For,Sham-For그룹간의 비교에서는 Formalin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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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563±353.92;III-VI:2246±253.16; I-VI:4809±477.99)에 비하여
EA-For그룹(I-II:815±71.50;III-VI:701.25±80.24;I-VI:1516.25±130.66)
의 c-Fos양성 반응 세포수가 각각의 lamin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I-II: F2,14=14.711; III-VI: F2,14=15.647; I-VI: F2,14=21.340,
p<0.05).
전기 침술(electro-acupuncture)을 후처치(post-treatment)하였을 때

laminaI-II부위에서 나타난 값은 아무처치도 하지 않은 그룹(Normal;
n=4),Formalin만 주입한 그룹(Formalin;n=7),formalin주입 후에 전기 침
술을 처치한 그룹(For-EA;n=5),formalin주입 후에 침구용 바늘은 꽂았
지만 전기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For-Sham; n=8)에서 각각
250±30.68,1266±204.95,1648±155.18,1691±234.02의 수치가 나왔고,lamina
III-VI 부위에서는 각각 268.75±45.38, 1133.57±233.14, 1049±33.81,
1512.85±205.86이었으며,laminaI에서 VI까지 나타난 c-Fos양성 반응
세포 수를 모두 합해 보았을 때는 각각 518.75±71.97,2400±430.39,
2697±162.29,3204.28±433.07의 수치를 나타내었다(Fig.12).Normal그룹과
각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각각의 lamina에서 c-Fos발현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I-II: F3,20=7.039; III-VI: F3,20=4.848; I-VI:
F3,20=6.031, p<0.05), Formalin 그룹(I-II: 1266±204.95; III-VI:
1133.57±233.14;I-VI:2400±430.39)과 For-EA(I-II:1648±155.18;III-VI:
1049±33.81;I-VI:2697±162.29),For-Sham 그룹(I-II:1691±234.02;III-VI:
1512.85±205.86;I-VI:3204.28±433.07)간의 비교에서는 c-Fos양성 반응 세
포 수의 증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I-II:
F2,17=0.853;III-VI:F2,17=0.786;I-VI:F2,17=0.542,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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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e-treatment

B.Post-treatment

Fig.10.Representative photographs ofc-Fos positive neurons in
spinalcord dorsalhorn after electro-acupuncture.A.pre-treatment
condition: Formalin, formalin injection only group; EA-For,
electro-acupuncture treatment at BL60 before formalin injection;
Sham-For, acupuncture needle insertion at BL60 but no electric
stimulation before formalin injection. B. post-treatment condition:
Formalin,formalin injection only group;For-EA,electro-acupuncture
treatmentatBL60afterformalininjection;For-Sham,acupunctureneedle
insertionatBL60butnoelectricstimulationafterformalin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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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The number ofc-Fos positive neurons in pre-treatment
group.ThiscellwascountedbyMetaMorphsoftwareinlaminaI-II,
laminaIII-VIontheL5segmentofthespinalcordipsilateraltothe
site of formalin injection.Experimentalgroups were classified as
follows:Normal,notreatmentgroup;Formalin:formalininjectiononly
group;EA-For,electro-acupuncturetreatmentatBL60beforeformalin
injection;Sham-For,acupuncture needle insertion at BL60 but no
electricstimulationbeforeformalininjection.Ineachregion,therewasa
significantdecreaseofc-Fospositiveneuronswhenelectroacupuncture
treatedatBL60comparedwithFormalingroup(I-II:F2,14=14.711;III-VI:
F2,14=15.647;I-VI:F2,14=21.340,p<0.05). Ontheotherhand, comparison
between Normalgroup and the other groups,there were notable
increaseofc-Fospositiveneuronsin EA-Forgroup and Sham-For
group(I-II:F3,17=23.316;III-VI:F3,17=23.546;I-VI:F3,17=33.1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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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barrepresentsthegroupmean ± SEM (*p<0.05,**p<0.01for
comparisonbetweenNormalgroupandalltheothergroups,one-way
ANOVA followdbyDunnett'spost-hocmultiplecomparison.#p<0.05,
##p<0.01 for comparison between Formalin group and EA-For,
Sham-Forgroup,one-way ANOVA followd by Dunnett's post-hoc
multiple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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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Thenumberofc-Fospositiveneuronsinpost-treatmentgroup.
ThiscellwascountedbyMetaMorphsoftwareinlaminaI-II,lamina
III-VIontheL5segmentofthespinalcordipsilateraltothesiteof
formalin injection.Experimentalgroups were classified as follows:
Normal,notreatmentgroup;Formalin:formalin injection only group;
For-EA,electro-acupuncturetreatmentatBL60afterformalininjection;
For-Sham, acupuncture needle insertion at BL60 but no electric
stimulation afterformalin injection.Therewassignificantincreaseof
c-FosexpressioninothergroupscomparedwithNormalexceptFor-EA
group in lamina III-VI (I-II: F3,20=7.039; III-VI: F3,20=4.848; I-VI:
F3,20=6.031,p<0.05),butwas no significantchanges in For-EA and
For-Sham groups compare with Formalin (I-II:F2,17=0.853;III-VI:
F2,10=0.786;I-VI:F2,1=0.542,p>0.05).Each barrepresents the group
mean±SEM (*p<0.05,**p<0.01forcomparisonbetweenNormalgroup
and allthe other groups,one-way ANOVA followd by Dunnett's
post-hocmultiple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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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고고고찰찰찰

1.수기 침술(manualacupuncture)에서 3가지 경혈의 통증완화효과 비교

Formalin으로 유발되는 통증 행동은 직접적인 조직손상의 영향을 받는
early phase와 말초의 염증과 중추신경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late
phase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5Formalin주입에 따른
이런 이상성(biphasic)통증 반응은 통증의 기전을 밝히고 진통효과를 연구
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통증 모델로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통증
의 지속기간이 짧아 통증 조절기전(painmodulatorymechanism)을 연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tail-flick과 hot-plate test 같은 통증모델이나
carrageenan,completefreund'sadjuvant(CFA)등으로 장시간 통증을 유
발시키는 모델과 비교하여 볼 때 기능적,윤리적 모든 면에서 가장 적절하
다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 formalin을 실험동물 발바닥 피하에 주입하는 염증성 동물통

증모델에서 수기 침술의 통증완화효과를 연구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으
며,전기 침술을 사용한 통증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는데,23,24

이는 침술의 통증완화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수기 침술요법 보다는 잘 쓰이지 않는 전기 침술요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formalin통증 모델에서 전기 침 자극 시 통증
완화효과 연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경혈이 족삼리(ST36)인데,이
경혈은 동양의학에서 전통적으로 허리나 좌골신경손상에 의한 통증에 사용
되기 보다는 오히려 위장관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1이러한
연구 현실에서,본 실험은 formalin으로 염증을 유발시킨 실험동물에 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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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경혈(ST36)을 포함하여 음릉천 경혈(SP9),곤륜 경혈(BL60)에다가 수
기 침술 요법으로 침 자극을 하였고,그 결과는 곤륜 경혈(BL60)에 침 자
극을 한 그룹에서만 latephase에서 flinching통증 행동 반응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이 결과는 곤륜이 경락(meridian)의 특성상 요
통을 주로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formalin을 주입한 발바닥 피부분절
(L3～L5)의 신경이 실험동물의 요추부위의 신경(sciaticnervesegment)으
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혈의 특수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
고 할 수 있겠다.또한 earlyphase에서는 통증 반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지 않고 latephase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earlyphase이전
에 척수마취를 할 경우 발의 국소 염증은 계속 진행되지만 latephase의
통증은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반면,earlyphase이후에 척
수마취를 하면 latephase의 반응은 감소되지 않는 연구결과와32상응한 것
으로서 earlyphase가 시작되기 전,즉 formalin을 주입하기 전 침 자극에
의한 통증 억제효과가 earlyphase보다 latephase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것은 침 자극이 직접적인 조직손상보다는
중추성 감작(centralsensitization)에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풀이된다.
Formalin으로 유발된 행동반응의 통증지표로서 flinching개수와 licking

시간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두 가지 통증지표를 비교해 볼 때 flinching
반응이 formalin으로 통증이 유발된 발을 자발적,비수의적,일시적으로 빠
르게 들어 올리거나 떨거나 흔드는 등 다른 통증 반응들 보다 더 활발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냄으로 licking반응보다 더 강력한 통증의 지표로서
채택되고 있다.2이는 본 실험의 행동 반응 결과에서 licking행동 반응이
서는 침 자극에 의한 통증완화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고 flinching
행동 반응에서는 통증 완화 효과를 나타낸 결과를 볼 때,licking반응 보
다는 flinching반응 결과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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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linching은 spinalreflex와 관련된 행동이라 여겨지며,그에 반해
licking반응은 supra-spinalreflex와 관련된 행동이라 여길 수 있는데,침
자극 후 formalin에 대한 통증반응 행동이 licking행동에서는 유의미한 감
소가 없었던 것에 반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던 flinching행동의 양상과,
척수(spinalcord)내 등쪽뿔(dorsalhorn)에서 나타나는 c-Fos양성반응의
세포 수 발현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 실험결과는 formalin으로 유발된 염
증성 통증에 대한 침술의 억제기전이 supra-spinal영역으로 올라가기 전
척수(spinalcord)영역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으로 사료될 수 있겠다.
Hunt등15이 c-fosmRNA의 산물인 c-Fos단백질을 항원으로 하는 면

역조직화학적방법을 개발한 이후,이 방법은 통증 반응 행동의 정량화와
함께 유해한 말초자극으로 유발된 통증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증하는 지표
로서 사용되고 있으며,유해한 자극과 척수후각에서 c-Fos발현의 상관성
이 이미 보고되어 있다.33,34c-Fos는 주로 척수(spinalcord)의 통증전달신
경원과 뇌의 통증과 관계된 부위에서 발현되고,일차신경원인 척수 신경절
(spinalganglion)신경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고,33,34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감각자극에 의해서는 발현되지 않는다.15 척수 후각의
laminaeI,II,와 V는 유해한 감각을 전달하는 일차 구심성 신경이 투사되
는 곳으로 유해자극 후 c-Fos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
다.15 Formalin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모델에서 척수의 c-Fos의 발현이
N-methyl-D-aspartate(NMDA)-R1antisens의 투여에 의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와36유해자극 후 척수에서 발현된 c-Fos가 morphine과 같은 진
통제37 뿐 아니라 noradrenaline,38NMDA receptorantagonist39에 의해서
억제된다는 보고는 c-Fos의 발현억제가 내재성 아편양 펩타이드
(endogenousopioidpeptide)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그러나 통증에 있어서 침의 진통작용은 endogenousopioi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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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40,41중뇌의 monoamine분비나 자율신경계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보고들도 있다.42,43,44

본 실험에서 곤륜 경혈(BL60)에 수기 침술 후,통증에 대한 spinal
reflex의 반응인 flinching행동이 latephase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또 latephase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 laminaV-VI가 포함된 laminaIII-VI
의 c-Fos 발현이 곤륜 경혈(BL60)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된 결과는
formalin으로 유발된 염증성 통증모델에서 침술의 통증억제 효과가 early
phase보다는 latephase의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것은 침술의 통증 억제 기전이 말초신경계(peripheralnervoussystem)
보다는 중추신경계(centralnervoussystem)에서 조절된다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또한 earlyphase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 laminaI-II에서 formalin
만 주입한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족삼리(ST36),음릉천(SP9),곤륜(BL60),
비경혈(non-acuoint)의 모든 그룹에서 c-Fos발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
은 경혈의 특수성과 연결되지 않는 결과로서 이는 침 자극이 DNIC(diffuse
noxiousinhibitorycontrol)작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23

중추신경계 척수(spinalcord)에서의 통증전달 기전에 관해서는 1965년
Melzack과 Wall이 소개한 관문조절설(gatecontroltheory)로 설명될 수 있
는데,45 이 기전은 구심성 섬유(afferentfiber)를 통해 들어온 신경 자극
(nerveimpulse)이 뇌까지 전달되는데 있어서 척수 후각(spinalcorddorsal
horn)에 있는 교양질 세포(substantiagelatinosa)가 그 관문을 조절한다는
것이다.교양질에는 억제성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 통각전달세
포(T-세포;transmissioncell)로 들어가는 구심성 흥분을 조절하게 된다.
이때 교양질에서 억제성 세포를 흥분시켜서 T-세포로 들어가는 구심 흥분
을 줄이는 섬유는 L-섬유(largefiber,myelinated)이고,반면에 억제신경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T-세포로 들어가는 구심흥분을 증가시키는 것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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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smallfiber,unmyelinated)이다.46이런 현상에서 볼 때 formalin주입
에 앞서 시행된 침술이 통증을 억제 시킨 것은,침 자극에 따른 신경흥분
이 통증을 전달하는 S-섬유보다 전달속도가 빠른 L-섬유를 통해 타고 올
라가 교양질에서 통증을 먼저 억제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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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기 침술(electro-acupuncture)에서 전처치(pre-treatment)와 후처치
(post-treatment)의 양상비교

전기 침술(electro-acupuncture)은 수기 침술(manualacupuncture)의 염
전법(twirling)과정의 번거로움과 일정한 빈도를 유지하기 힘든 점을 감안
해 발명되었으며,낮은 빈도(2-4Hz)의 강한 강도의 전기 자극과 높은 진동
수(50-200Hz)의 약한 강도의 전기 자극 요법으로 나뉠 수 있다.47낮은 빈
도에 의한 전기 침술의 통증억제 효과는 비교적 늦게 일어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며,높은 빈도의 전기 침술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는 하지만 지속시간이 짧고 축적되는 효과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47일반적
으로 임상에서 말하는 전기 침술이라 함은 낮은 빈도와 강한 강도의 전기
자극에 의한 것인데,이는 전통적인 수기 염전법이 낮은 빈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강한 강도의 자극은 침술에서 말하는 득기(得氣:Qi)현상을 얻어
내기 위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본 실험에서 전기 자극의 조건으로 주
어진 1Hz빈도와 3mA 강도는 이러한 이유에서 선택하였고,3mA 강도의
전기 자극은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이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수치로 알려져
있으며,29실험 시 3mA 강도의 자극이 주어질 때 실험동물의 발끝 근육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ormalin으로 통증을 유발한 실험동물에서 침 자극에 대한 전처치와

후처치 양상의 비교 방법으로 수기 침술이 아닌 전기 침술을 선택한 이유
는 formalin으로 유발된 통증이 유지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침술의 후처치 시간으로 수기 침술에서처럼 충분한 침술시간
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보통 수기 침술의 자극시간은 휴식 시간까
지 합하여 20-40분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formalin을 주입한
후 즉시 침술을 한다 해도 실험동물이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까지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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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본 실험에서 사용된 통증모델에 적용시킬 수가 없었다.이에 따라
수기 침술에서의 빈도와 비슷한 조건에서 높은 강도의 10분간의 자극시간
을 주어 처치하였고,전처치와 후처치의 통증반응 비교는 latephase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처치 그룹과 후처치 그룹의 비교결과는 전처치의 flinching반응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licking반응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전기 침술의 통증억제 기전이 수기 침술의 행동
반응 결과와 마찬가지로 spinalcordlevel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
료될 수 있으며,c-Fos양성 반응 세포 수의 발현이 전처치 시 lamina
I-II,III-VI의 모든 부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수기침술 뿐
아니라 전기 침술의 전처치에서도 flinching통증반응과 c-Fos양성 반응
세포수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c-Fos양성 반응 세
포 수 발현 결과에서 전처치와 후처치 그룹의 formalin만 주입한 그룹
(Formalin)과 전기 자극을 주지 않은 그룹(Sham-For,For-sham)을 각각
비교해 보았을 때,전처치에 비해 후처치 그룹의 c-Fos양성 반응 세포수
가 낮은 것은 전처시에는 각성상태에서 formalin을 주입하고,후처치 시에
는 마취상태에서 formalin을 주입함으로써 마취가 c-Fos발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24

후처치 그룹에서 formalin주입 후 전기 침 자극을 준 그룹(For-EA)이
formalin만 주입한 그룹과 비교하여 볼 때,flinching과 licking모두의 통증
반응이 감소하지 않았으며,c-Fos양성 반응 세포 수는 다소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이것은 CFA나 carrageenan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염증성 통
증의 동물실험에서 zusanli(ST36),kunlun(BL60),huantiao(GB30)의 경혈
에 전기 침술을 후처치 했을 때 통증완화에 효과적이었다는 다른 연구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12,25,28,29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전기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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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20～40분 정도 유지시킨 것에 비해12,25,28,29본 연구에서 자극을
10분 동안 지속시킨 것에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이는 전기 침술의
충분한 자극시간이 가능한 CFA나 carrageenan과 같은 물질에 비해 통증
지속시간이 짧은 formalin을 사용한 통증모델의 특성상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Formalin을 사용한 통증모델에서 뿐 아니라 다른 통증 유발 물
질을 사용한 모델에서도 전기 침술의 전처치와 후처치를 비교한 실험을 아
직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전기 침술의 전처치 실험에서 capsaicin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모델에 전기 침술을 30분 동안 5Hz빈도와 4mA 강도로
지속시켰을 때 c-Fos 발현이 줄어들었으며,48 후처치 실험에서
carrageenan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후 족삼리(ST36)와 곤륜(BL60)경혈에
30분 동안 60Hz와 2Hz빈도와 1～3mA 강도로 자극을 지속시켰을 때 통
증 행동 반응과 c-Fos발현이 모두 억제되었다는 실험 결과49를 본 연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전처치 시에만 통증억제효과가 나타났는
데 이는 위의 다른 실험에서 사용된 빈도보다 낮은 1Hz빈도가 이유가 될
것이라 할 수 있겠다.따라서 앞으로 전기자극의 빈도와 자극의 지속시간
을 달리하는 실험을 통해 formalin으로 유발된 염증성 통증에서 전기 침술
의 후처치 요법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실험에서 전기 침술의 전처치 시에 flinching 행동 반응 결과와

c-Fos발현수가 억제된 것에 비해 후처치 시에는 flinching과 licking행동
반응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c-Fos발현수도 억제되지 않은 것을 볼
때,formalin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모델에서 전기 침술을 전처치 하였을 때
가 후처치 하였을 때보다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며,또한
formalin을 이용한 통증모델의 특성을 고려한 침 자극 요법의 새로운 방법
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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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Formalin으로 유발된 실험동물의 염증성 통증(inflammatorypain)에서
각각 족삼리 경혈(ST36),음릉천 경혈(SP9),곤륜 경혈(BL60),비경혈
(non-acupoint)에 수기 침술(manualacupuncture)방법으로 침 자극을 하
였을 때 곤륜 경혈(BL60)에서 침 자극을 한 것이 통증완화에 가장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경혈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동일한
동물통증모델에서 전기 침술을 곤륜 경혈(BL60)에 각각 전처치
(pre-treatment)와 후처치(post-treatment)하였을 때,침 자극을 통증이 유
발되기 전에 전처치(pre-treatment)하는 것이 통증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본 실험은 염증성 통증에서 수기 침술과 전기 침
술시 곤륜 경혈(BL60)에 침 자극을 주는 것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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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BaeHwanLee)

Acupuncturehasbeen an importantmedicaltherapy techniquein
orientalmedicineandwidelyusedtotreatvariousdiseases.Recently
manyresearchershaveappliedacupuncturetothetreatmentofpain
and shown that acupuncture may be an alternative method in
treatmentfor various pain symptoms.One ofthe widely known
experimental animal models is to inject formalin which induces
inflammatorypain.Withbehavioralobservationmethodtoquantifythe
painresponses,c-Fosproteinisknownas“immediatelyearlygene”
thatisexpressedimmediatelywhenpainisinduced.Ithasbeenused
asanindexofthepainmorphologically.
StudyIwasconductedtoexploreaneffectiveacupointinrelieving

pain using formalin-induced pain model in rats.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hree difference acupoints, the 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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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eonabehavioralperformanceandc-Fosimmunoreactivity
wereevaluatedfollowingformalintest.
MaleSprague-Dawleyratswereused.Eachratreceivedamanual

acupunctureatST36(zusanli),SP9(yinlingquan)orBL60(kunlun)
acupointand formalin injection.Behavioralresponseswererecorded
using a video camera and c-Fos immunochemistry wasperformed.
AcupuncturepretreatmentatBL60significantlyinhibitedtheflinching
behaviorandc-Fosexpressioninducedbyformalininjectionintothe
paw ascomparedtocontrolgroup.
Study II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s of pre- and

post-treatmentofelectro-acupuncture(EA)atBL60acupointswhere
themosteffectivepain-relieving effectswereobserved in previous
study.
EachratreceivedanEA atBL60acupointbeforeorafterformalin

injection.Behavioralresponseswererecorded using avideocamera
andc-Fosimmunochemistrywasperformed.Pre-treatmentofEA at
BL60 significantly inhibited the flinching behavior and c-Fos
expressioninducedbyformalininjectionintothepaw ascomparedto
controlgroup,while post-treatment of EA was not effective in
reducingeitherpainbehaviororc-Fosimmunoreactivity.
TheseresultssuggestthatacupunctureatBL60acupuncturemay

be effective in relieving inflammatory pain and pre-treatment of
acupunctureatthisacupointmaybeconsideredtobemoreeffective
comparedtopost-treatment.

Keywords:pain,formalin,acupuncture,c-Fos,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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