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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극 저주파자극이 흰쥐의 Caspase-3, 9와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 면역반응세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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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tissues, apoptosis plays a pivotal role in normal development and in regulation of cell number.

Therefore inappropriate apoptosis is revealed in a variety of diseas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

vestigate the effects of acupuncture and needle electrode electrical stimulation on the change of caspase-3,

9 and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 (nNOS) immunoreactive cells in the sprague dawley rats (SD rat).

In immobilized SD rats (n=5), enhanced caspase-3 and caspase-9 expression were detected in the retic-

ular part of substantia nigra, and enhanced nNOS was detected in the dorsolateral periaqueductal gray

(DL-PAG) of midbrain and the paraventricular nucleus (PVN) of the hypothalamus using

immunohistochemistry. Following the immobilization, acupuncture (n=5) and needle electrode electrical

stimulation (n=5, 2 ㎐) was applied at Hégŭ (LI4) acupoint of SD rats, respectively. The stress-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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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in the expression of caspase-3, 9 and nNOS were The present results demonstrate that

and needle electrode electrical stimulation are effective in the modulation of expression of caspase-3, 9

and nNOS induced by immobilization.

Key Words: Acupuncture; Caspase-3, 9; Immobilization; Needle electrode electrical stimulation;

nNOS.

Ⅰ. 서론

세포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에 의해 이루어지며,

넓게 괴사와 세포사멸(apoptosis)에 의해 발생한다

(Wyllie와 Duvall, 1992). 세포사멸이란 능동적이고 유전

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세포의 죽음으로(Kerr와 Harmon,

1991) 장점막상피나 선조직세포, 림프기관의 일부 부위

와 같이 정상조직에서 발견되며 또한 배아형성, 세포의

분화, 노화, 변태(metamorphosis), 내분비 호르몬 결핍

에 의한 특정 세포의 위축 및 비대가 일어나는 조직이

나 종양조직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생리적 또는 화

학적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괴사와 구별되며 형태학적

으로 세포질과 핵의 농축, 세포벽의 공포화 등 여러 가

지 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난다(Compton과 Cidlowski,

1994; Hale 등 1996; Warner, 1999).

Caspase군은 1993년에 인간의 인터루킨-1β 전환효소

(ICE: interleukin-1β converting enzyme)가 선충의

Ced-3(C.legans cell death protein gene)과 유사한 유

전자로 알려진 이후 많은 ICE/Ced-3 상응 유전자들이

밝혀졌다. 이들 유전자는 연구기관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다가 1996년 caspase (cystein aspartase)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다(Alnemri 등, 1996).

세포사멸이 진행되면 caspase-3을 활성화시키는 사

립체와 관련한 내인성 경로(intrinsic pathway)와 외인성

경로(extrinsic pathway) 그리고 caspase-independent

apoptosis inducing factor (AIF) 경로로 세포사가 진행

된다. 먼저 내인성경로는 사립체에서 세포질로

cytochrome C가 방출되어 Apaf-1 (apoptosis activation

factor-1)과 복합체를 이루어 caspase-9를 활성화시키

고, 활성화된 caspase-9는 결국 caspase-3을 활성화시

켜 세포사멸을 유발한다(Graham과 Chen, 2001;

Morishima 등, 2002; Saleh 등, 1999). 외인성 경로는

Fas 또는 Tumor necrosis factor (TNF)-membrane

receptor system에 의해 활성화된 caspase-8이

caspase-3을 활성화시켜 세포사멸이 일어나는 것이다

(Graham과 Chen, 2001; Rao 등, 2002). AIF는 사립체

에서 방출되며 apoptogenic effect를 보이고(Graham과

Chen, 2001; Susin 등, 2000), 이는 caspase-independent

양상으로 염색질 농축(chromatin condensation)과 핵응

축(nuclear shrinkage)을 유발하여 세포사멸을 일으킨다

(Daugas 등, 2000; Susin 등, 2000).

Caspase는 protease군으로 세포사멸에 관련된 역할

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Caspase 1, 4, 5,

11, 12, 13, 14(제1군)는 주로 cytokine processor의 역

할을 한다. Caspase 2, 8, 9, 10(제3군)은 initiator cas-

pases로 대체적으로 death signal에 의해 처음으로 활

성화되어 effector caspases로 신호전달계를 거치게 한

다. Effector caspases(제2군)는 caspases 3, 6, 7이 있

으며 이는 세포내 기질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Graham

과 Chen, 2001; Saleh 등, 1999). Caspase 활성화는 세

포사멸 진행의 중심이 되는 기전이며(Rao 등, 2002), 다

른 caspase를 직접적으로 분할시켜 세포사멸을 일으키

게 한다. 특히 caspase-3은 다양한 기질을 파괴하는 주

된 effector caspase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산화질소(Nitric oxide, NO)는 세포

사멸과 관련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과 동시에 생성되면 신경독성

물질이나 세포의 세포사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Heales 등, 1999; Hirsch와 Hunot, 2000).

NO는 내피세포, 신경세포, 혈관 평활근 및 간세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에 의하여 합성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usse와 Mulsch, 1990; Curran 등,

1989; Garthwaite 등, 1988; Ignaro 등, 1987; Palmer

등, 1987; Nakayama 등, 1992). 급성 혹은 만성염증과

정 중에서 염증을 매개하는 인자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NO는 중추신경계에서 신호전달기능을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1권 제2호

KAUTPT Vol. 11 No. 2 2004.

- 49 -

하는 유리기(free radical) 중의 하나이며, Nitric Oxide

Synthase(NOS)에 의해 칼슘 의존적 경로를 통해 아미

노산 L-arginine으로부터 합성이 된다. 또한 NO는 자

율적 기능들의 조절에 관여하며 신경과 혈관 그리고 면

역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Dawson 등, 1991), 허혈, 뇌조직 손상 및 탈수

(demyelination)시 퇴행성 뇌질환과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Dawson 등 1991; Jaffrey와 Snyder, 1995).

NOS에는 자연형(cNOS: constitutive isoform)과 유

발형(inducible isoform, NOS2: iNOS)이 있다. cNOS에

는 nNOS(neuronal isoform, NOS1)와 eNOS(endothe-

lial isoform, NOS3)가 있으며, 이들은 칼슘의 농도에

따라 NO를 생산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Ohshima와 Bartsch, 1994; Wiseman과 Halliwell,

1996). 반면 iNOS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감염 시에 많은 양의 NO를 생산하며 이때 생산된 NO

는 병원체, 숙주세포, 종양세포 등의 탐식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Garcia와 Folkman, 1998; Szabo 등,

1997; Tozer 등, 1997). 또한 nNOS는 주로 중추신경에

서만 발현되며 신경전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Dawson 등, 1991; Hope 등, 1991).

세포사멸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약물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되는데 즉 당질콜티코스

테로이드, 이온운반체약물, tetra-chlorodibenzo-p-dioxin,

CD3-T 세포 수용체에 대한 항체, 적은 양의 감마선,

lymphotoxin, tumor necrosis factor, 그 외 cytotoxin에

의한 면역세포의 세포사 및 암세포의 퇴축과 항암작용

등 다양한 것들이 세포사멸과 관련되어 있다(최동희

등, 1997; Garcia와 Folkman, 1998).

또한 caspase-3과 caspase-9 그리고 nNOS가 일정

시간이상 고정이나 움직임의 제한 상태에서도 발현된다

고 보고 되어져 있으며(Kishimoto 등, 1996; Tsuchiya

등, 1996; Yun 등, 2003),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나 전기

적인 자극도 정상적인 세포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세포내 이온의 변화를 일으켜 세포사멸이나 세포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illasenor 등(2000)은

전기자극(60 ㎐, 40 ㎃) 후 혈장 내에서 당질콜티코스테

로이드의 한 종류인 콜티코스테론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포사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Marinelli 등

(2004)은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DNA 손상이

발생하며 이는 세포사멸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Krauthamer와 Jones (1997)는 지속적인 전기자극(56

volts/㎝, 5 ㎳)이 세포내 Ca2+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

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 손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

였고, Vernhes 등(1999)은 전기자극의 시간, 강도, 횟수

에 따라 세포손상이나 세포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료적으로 이용되는

침이나 전기자극은 오히려 세포사멸과 관련된 물질들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Jang 등, 2003(a); Wang 등,

2002; Zhou 등, 2001).

전기자극은 세포사멸과 관련된 효과 이외에도 통증

치료(Hollinger, 1986; Keenan 등, 1985; Lewers 등,

1989; Millea, 1983)와 관절 부종 감소(Taylor 등, 1992),

손상된 조직의 치유(Carley와 Wainapel, 1985;

Houghton 등, 2003), 근재교육(Lake, 1992; Lieber 등,

1996), 혈류량의 증진(Clemente 등, 1991), 자세교정

(Eckerson과 Axelgaard, 1984)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

고 있다. 또한 이런 전기자극의 효과와 침의 장점을 결

합시킨 전침(eletroacupuncture)이 여러 나라에서 사용

되고 있다. 전침은 1825년 프랑스의 Sarlandiere가 처음

으로 침과 갈바닉 전류를 결합시켜 통풍과 신경계통의

질병을 치료한 이후 여러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Stillings, 1975). 전침도 일반 침자극과 동일하게 통증

치료, 우울증 등 신경계, 뇌졸중 등의 질환에 이용되고

있다(Chen과 Fang, 1990; Luo 등, 1998; Ulett 등,

1998; Wong 등, 1999).

그러나 전기치료가 물리치료 분야에서 이용되는 주

된 치료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세포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치료 시 고정된 자세가

많이 요구되는 물리치료에서 이런 자세가 세포사멸과

관련이 있는지 전기자극이 세포사멸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물리치료 시 환자는 특정한 자세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또한 물리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치료방법 중 하나가 전기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 관련된 연구가 물리치료계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특

히 자세나 전기자극이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고정에 의해 수컷

(Sprague Dawley rat: SD rat)의 뇌에서 세포사멸과

관련된 nNOS 및 caspase-3과 9의 분비세포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둘째, 고정에 의해 nNOS 및 caspase-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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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비세포에 변화가 있다면 사람의 합곡(合谷, L14))

부위에 해당하는 SD rat의 앞발에 침과 침전극 저주파

자극에 의해 이들 물질의 분비세포가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nNOS와 caspase-3, 9의 반응세포 수의

변화를 면역조직 화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에 고정 목적으로 적용되

는 치료와 물리치료 시에 환자에게 요구하는 자세에 대

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되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 세포사멸을 효과적

으로 차단하거나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침전극 저

주파자극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

다.

Ⅱ. 연구방법

1. 실험동물

본 연구에는 온도, 습도, 공기청정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사육된 임상적으로 건강하

다고 판단되는 수컷 SD rats를 제1군(무처치), 제2군

(고정 스트레스), 제3군(고정 상태에서 침자극) 및 제4

군(고정 상태에서 침전극 저주파자극)으로 나누어 각각

5마리씩 총 20마리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SD

rats의 체중은 약 200∼250 g이며 8주 정도 성장한 것

을 선택하였고, 실험실의 온도는 22±2℃, 습도는 45∼

55% 정도를 유지하였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가. 스트레스자극 및 전기자극

실험 대상의 SD rats는 제1군, 제2군, 제3군과 제4군

으로 분류하였고, 제1군은 무처치 상태의 SD rats이고,

제2군은 고정 스트레스를 가한 SD rats로 수술용 테이

프를 이용하여 몸을 묶어 활동을 90분간 제한하였고,

제3군과 제4군들은 제2군과 같은 상태에서 사람의 합곡

부위에 해당하는 SD rats의 앞발 부위를 동일하게 선

정하여 침 또는 침전극 저주파자극기2)를 이용하여 각

각 90분씩 자극 하였다. 전기자극 강도는 자극에 의해

SD rats의 자극지점 주위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곧바로 강도를 약간 감소시켜 근육의 움직임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극을 시행하였다.

나. 조직처리

각 군에 처치를 마친 즉시 thiopental sodium (1 ㎎/

㎏)을 복강 주사하여 마취시키고 흉강을 열고 좌심실로

canular를 삽입한 후 peristaltic pump를 이용하여 30

㎖/min의 속도로 .1 M phosphate buffer saline sol-

ution(PBS)을 사용하여 20분간 관류 수세하여 혈액을

제거하였으며, 4% paraformaldehyde를 이용하여 30 ㎖

/min의 속도로 30분간 전 고정을 실시하였다.

이 후 두개골을 절개하여 뇌를 조심스럽게 꺼낸 후

전 고정과정과 동일한 용액에 24시간 후 고정을 실시하

였으며, 냉동절편기 사용 시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30% sucrose에 침지될 때까지 방치시켰다. 완전히 가

라앉은 뇌를 냉동절편기를 사용하여 -20℃에서 40 ㎛

두께로 박절하여 400 ㎛ 마다 1매씩 취하여 부유법

(free floating method)으로 면역염색을 실시하였다.

다. 면역염색

냉동절편된 뇌조직의 endogenous peroxidase를 제거

하기 위하여 1% H2O2를 1차 증류수(distilled water:

DW)에 5분간 처치하였고, 비특이적 반응을 제거하기

위하여 1% normal goat serum (Sigma사)에 30분간 처

치하였다.

1차 항체로 rabbit anti rat nNOS (santacruz사),

caspase-9 (santacruz사), caspase-3 (santacruz사)을

1:100의 비율로 DW에 희석한 후 72시간 동안 방치하

였으며, .1 M PBS로 5분간 3회 수세하였다. 2차 항체

로 biotinylated anti rabbit IgG (Vecta사)를 1:200의 비

율로 DW에 희석하여 24시간 동안 방치하였으며 역시

.1 M PBS로 5분간 3회 수세하였다.

그 후 avidin과 peroxidase 혼합액을 1:100의 비율로

DW에 희석하여 12시간 동안 방치하였으며 .1 M PBS

에 5분간 3회 수세한 후 3,3-Diaminobenzidine (Sigma

사)에 .0045%가 되게 H2O2를 첨가하여 5분간 반응정도

를 살피면서 발색시켰다. 그 후 gelatin이 처리된 slide

에 부착시켜 탈수과정과 봉입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caspase-3, 9 및 nNOS의 항체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흑색질 부위와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

(dorsolateral periaqueductal gray, DL-PAG), 뇌실곁핵

(paraventricular nucleus, PVN) 부위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면역염색반응을 보인 세포수를 계수하여 각

군별로 비교하였다.

2) PG6. I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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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측정된 caspase-3, 9 및 nNOS 반응세포 수를 SPSS

10.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DL-PAG 부

위와 PVN 부위의 nNOS 반응세포를 각각 제1군, 제2

군, 제3군과 제4군으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으로 처리

하였고 중뇌 흑색질(substantia nigra) 주위에서 나타난

caspase-3과 9의 반응세포도 nNOS와 동일한 방법으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또한

물질별로 각 군 간의 유의성은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본 실험은 SD rats를 대상으로 세포사멸 관련물질인

caspase-3, 9 및 nNOS가 고정에 의해(제2군) 발현하는

지 또한 고정 상태에서 침(제3군)과 침전극 저주파자극

(제4군)이 단순 고정 상태의 제2군과 비교하여 cas-

pase-3과 9 및 nNOS의 반응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하고자 면역조직 화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였

다. 제2군, 제3군과 제4군에서 각각 90분간 자극 후

caspase-3과 9 및 nNOS 반응세포를 현미경 하에서 육

안적으로 관찰하였고 또한 caspase-3과 9 및 nNOS가

발현한 부위를 중심으로 각 물질의 반응세포 수의 변화

를 각 군 별로 나누어 측정 결과를 처리하였다.

1. 반응세포의 육안적 관찰

가. Caspase-9와 3의 반응세포 관찰

caspase-9와 관련해 제1군에서 면역반응을 보인 세

포는 없었고, 고정에 의해 움직임을 제한한 제2군에서

중뇌의 흑색질 부위 중 배쪽 피개핵(ventral tegmen-

tum area: VTA)과 연결되는 그물부분(reticular part)에

서 다수의 caspase-9의 면역반응세포가 관찰되었다. 제

3군은 고정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사람의 합곡

에 해당하는 부위를 침으로 자극한 침자극군으로서

caspase-9의 면역반응세포가 제2군 보다 감소하였고,

제4군 또한 제3군과 동일한 상태와 시간으로 저주파를

적용한 침전극 저주파자극군으로서 제3군과 비슷하게

caspase-9의 면역반응세포가 감소하였다(그림 1).

그러나 caspase-9는 세포사멸 초기과정에 증가하는

물질로 세포사멸과정이 멈추거나 외부요인이 제거되면

비록 caspase-9가 발현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세포가

회복되기 때문에 caspase-9만의 증가로 세포사멸이 완

전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고정 스트레

스에 의한 caspase-9의 증가는 caspase-3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하나로서 세포사멸이 완전히 유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Graham과 Chen, 2001; Morishima

등, 2002; Saleh 등, 1999). 따라서 caspase-3의 발현 유

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제1군에서

는 caspase-9와 동일하게 면역반응을 보인 세포는 없

었고, 고정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가한 제2군에서는 다

수의 caspase-3 면역반응세포가 관찰되었다. 이는 고정

스트레스가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3군과

제4군에서는 caspase-3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제2군보

다 감소하였다(그림 2).

나. nNOS의 반응세포 관찰

nNOS 반응세포가 관찰된 부위는 DL-PAG와 PVN 부

위로각부위별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DL-PAG부위의 경

우 제1군에서 소수의 nNOS 면역반응세포가 관찰되었고,

제2군에서는 nNOS 면역반응세포 수가 제1군보다더많이

관찰되었다. 제3군에서는 nNOS 면역반응세포 수가 제2군

보다 감소하였고, 제4군에서도 nNOS 면역반응을 보인 세

포 수가 제2군보다 감소하였다(그림 3).

PVN 부위의 경우 제1군에서 nNOS 면역반응을 보

인 세포는 소수였고, 제2군에서는 DL-PAG 부위와 비

슷하게 발현한 nNOS 면역반응세포 수가 제1군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고, 제3군과 제4군에서는 nNOS 면역반응

을 보인 세포 수가 제2군보다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관

찰하였다(그림 4).

2. 각 부위별 caspase-3, 9와 nNOS 반응세포 수

Caspase-3, 9가 관찰된 흑색질과 nNOS가 관찰된

DL-PAG와 PVN 부위를 각각 제1군, 제2군, 제3군 및

제4군으로 나누어 통계처리 하였다.

가. 흑색질의 caspase-9 면역반응세포

흑색질에서 발현한 caspase-9의 평균 면역반응세포

수는 제1군에서는 발현 반응세포가 없었고, 제2군에서

는 96.2개, 제3군에서는 65.2개, 제4군에서는 47.4개였다.

Caspase-9의 면역반응세포는 제2군인 고정 스트레스

후 가장 많이 발현하였고, 고정 상태에서 침과 침전극

저주파로 자극한 제3군과 제4군에서 감소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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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뇌 흑색질의 caspase-9 면역반응세포. 흑색

질의 caspase-9 면역반응세포는 1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고, 2에서 증가하였으나 3. 4에서 감소하였다. 1: 무

자극군(제1군), 2: 고정군(제2군), 3: 침자극군(제3군),

4: 침전극 저주파자극군(제4군)

그림 2. 중뇌 흑색질의 caspase-3 면역반응세포. 흑색

질의 caspase-3 면역반응세포는 1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고, 2에서 증가하였으나 3. 4에서 감소하였다. 1: 무

자극군(제1군), 2: 고정군(제2군), 3: 침자극군(제3군),

4: 침전극 저주파자극군(제4군)

그림 3.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의 nNOS 면역반응세

포.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의 nNOS 면역반응세포는

1에서 소수 관찰되었고 2에서 증가하였으나 3, 4에서

감소하였다. 1: 무자극군(제1군), 2: 고정군(제2군), 3:

침자극군(제3군), 4: 침전극 저주파자극군(제4군)

그림 4. 뇌실곁핵 부위의 nNOS 면역반응세포. 시상

하부의 뇌실곁핵 부위의 nNOS 면역반응세포는 1에서

소수 관찰되었고, 2에서 증가하였으나 3, 4에서 감소

하였다. 1: 무자극군(제1군), 2: 고정군(제2군), 3: 침자

극군(제3군), 4: 침전극 저주파자극군(제4군), 3V: 제3

뇌실, PVN: 뇌실곁핵(paraventricular nucleous)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F

0 96.20±7.46 65.20±5.40 47.40±4.61 86.141*

*p<.05

제1군: 무처치군, 제2군: 고정군, 제3군: 침자극군, 제4군: 침전극 저주파자극군

표 1. 각 군별 흑색질의 caspase-9의 면역반응세포 수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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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군간 흑색질의 caspase-9 면역반응세포 수의 비교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F

0 80.40±8.44 45.00±4.47 34.60±5.12 88.022*

*p<.05

제1군: 무처치군, 제2군: 고정군, 제3군: 침자극군, 제4군: 침전극 저주파자극군

표 2. 각 군별 흑색질의 caspase-3 면역반응세포 수 (N=20)

각 군 간의 비교에서는 제2군에 비해 제3군에서

caspase-9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고(p<.05), 제2군과 제4군

간의 비교에서는 제4군에서 caspase-9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

다(p<.05). 또한 제3군과 제4군 간에도 제4군에서 보다

더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p<.05)(그림 5).

나. 흑색질의 caspase-3 면역반응세포

흑색질에서 발현한 caspase-3의 평균 면역반응세포

수는 제1군에서는 발현 반응세포가 없었고, 제2군에서

는 80.4개, 제3군에서는 45.0개, 제4군에서는 34.6개로

나타났다. caspase-3의 면역반응세포는 제2군인 고정

스트레스 후 가장 많이 발현하였고 제3군과 제4군에서

는 제2군보다 감소하였다(표 2).

각 군 간의 비교에서는 제2군에 비해 제3군에서

caspase-3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고(p<.05), 제2군과 제4군

사이에서는 제4군에서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

계적 차이가 있었다(p<.05). 제3군과 제4군 사이에는

caspase-3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제4군에서 보다 더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p<.05)(그림 6).

다. 뇌실곁핵에서의 nNOS의 면역반응세포

뇌실곁핵에서 발현한 nNOS의 평균 면역반응세포 수

는 제1군에서 20.6개였고 제2군 69.6개, 제3군 34.8개,

제4군 28.6개였다. nNOS의 면역반응세포는 제2군에서

많은 수가 발현하였고 제3군과 제4군에서는 제2군에 비

해 감소하였다(표 3).

각 군 간의 비교에서는 제1군에 비해 제2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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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F

20.60±2.70 69.60±5.12 34.80±3.96 28.60±2.07 174.040*

*p<.05

제1군: 무처치군, 제2군: 고정군, 제3군: 침자극군, 제4군: 침전극 저주파자극군

표 3. 각 군별 뇌실곁핵의 nNOS 면역반응세포 수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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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군간 흑색질의 caspase-3 면역반응세포 수의 비교

nNOS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

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고(p<.05), 제2군과 제3군 간에

nNOS의 면역반응세포 수는 제3군에서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p<.05). 제2군과 제4

군 사이에서는 제4군에서 면역반응세포 수가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p<.05). 제3

군과 제4군 사이에서는 제4군에서 감소하였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5)(그림 7).

라.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에서의 nNOS의 면역반

응세포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에서 발현한 nNOS의 평균 면

역반응세포 수는 제1군에서 25.8개였고, 제2군 110.4개,

제3군 53.0개, 제4군 49.0개였다.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

에서 nNOS의 면역반응세포는 제2군에서 가장 많이 발

현하였고, 제3군과 제4군에서 그 수가 감소하였다(표 4).

각 군 간의 비교에서는 제1군에 비해 제2군에서

nNOS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

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고(p<.05), 제2군과 제3군 사이

에서는 제3군에서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p<.05). 제2군과 제4군 사이에서는 제4

군에서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

었다(p<.05). 제3군과 제4군 사이에는 제4군에서 nNOS

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감소하였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5)(그림 8).

Ⅳ. 고찰

정상적으로 계획된 세포사멸이 일어난 세포는 주변

의 세포들이나 대식세포 등의 식세포 작용에 의해 제거

되므로 생명체에게 세포의 죽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세포사멸이 일어나는 세포의 형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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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F

25.8±4.65 110.40±19.46 53.00±4.18 49.00±2.23 61.135*

*p<.05

제1군: 무처치군, 제2군: 고정군, 제3군: 침자극군, 제4군: 침전극 저주파자극군

표 4. 각 군별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의 면역반응세포 수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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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군간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의 nNOS 면역반응세포 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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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각 군간 뇌실곁핵의 nNOS 면역반응세포 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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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특징으로는 세포막 박리, 세포의 수축, 핵의 응

축, DNA의 분절, 세포막을 이루는 지질인 phospatidyl

serine의 세포 외부로의 노출, 세포내 칼슘이 증가된다

(Orth 등, 1996; Wang 등, 1996).

스트레스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활성산소종과

관련이 있으며 세포사의 원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알려

져 있다. 세포사와 관련한 스트레스로는 방사선(Inouye

등, 1992; Potten 등, 1982), 열(Boreham 등, 2002;

Stolzenberg 등, 1980), 초음파(Barnet와 Williams, 1990;

Brent 등, 1991), 약물(최동희 등, 1997), 산화적 스트레

스(Wei 등, 2000) 등 다양하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활

성산소종 뿐만 아니라 NO 및 caspase군과도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현재 이들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을 제한한 고정 스트레스(제2

군)가 세포사멸 관련 물질인 caspase-3과 caspase-9

및 nNOS 분비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고정 스트레

스에 의해 발생된 caspase-3, 9 및 nNOS가 침(제3군)

과 침전극 저주파자극(제4군)에 의해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움직임을 제한하여 고정 스트레스를 가한 제2군에서

caspase-3, 9의 반응세포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된 부위

로는 SD rats의 중뇌 흑색질의 그물부분이었다. 중뇌의

흑색질은 해부학적으로 그물부분, 치밀부분, 내측부분

그리고 외측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부위의 대부분

은 도파민성신경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들의 돌기

는 꼬리핵, 조가비핵과 투명핵으로 투사되며, 이들 신경

원 수가 세포사에 의해 감소되면 파킨슨병을 유발한다

(Heales 등, 1999; Hirsch와 Hunot, 2000; Horowitz 등,

2003).

Caspase군은 ICE/Ced-3 유전자군으로 불리던 물질

로(Alnemri 등, 1996) 세포사멸이 진행되면 내인성 경

로에서 몇 단계를 거쳐 caspase-9가 활성화되고, 활성

화된 caspase-9는 다시 caspase-3을 활성화시켜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Graham과 Chen, 2001; Saleh 등,

1999). 이런 이유로 본 실험에서는 caspase-3, 9 둘 다

제2군과 제3군 및 제4군 모두에서 관찰하였다.

Caspase-3, 9의 면역반응세포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제1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에 이용한 SD

rats의 연령이 8주 정도로 비교적 건강하고 어린 쥐에

해당되므로 노화과정(Zhang과 Kerman, 2002)에서 오는

세포사멸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제2

군인 고정 스트레스 상태의 SD rats에서는 많은 수의

반응세포가 흑색질 그물부분에서 발현되었다.

Posevitz 등(2003)은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세포사멸과 관련된 물질을 증가시킨다고 보

고하였고, Yun 등(2003)은 움직임을 제한한 쥐의 해마

부위에서 세포손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Skutek 등

(2003)은 6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 15분과 60분 동

안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시킨 후 세포사멸과 관련된 물

질인 Jun N-terminal kinase (JNK)와 stress-activated

protein kinase (SAPK)를 슬개건에서 관찰한 결과 이

들 물질들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정한 자세가 지속적

으로 유지될 때 이것이 인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

로 인해 세포사멸과 관련된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고정이나 움직임의 제한도

스트레스의 한 종류로 세포사멸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고정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한 cas-

pase-3, 9의 발현 부위가 흑색질 부위로 다양한 스트레

스성 자극이 파킨슨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정 스트레스 상태에서 실시한 침자극(제3군)과 침

전극 저주파자극(제4군)에서 흑색질의 caspase-3, 9의

반응세포 수가 제2군과 비교해 감소하였는데, 제3군과

제4군 둘 다 제2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Jang 등(2003)은 gerbils의 해마 부위에 허혈상

태를 유발해 c-Fos와 세포사멸을 유발시킨 뒤 족삼리

부위에 침자극을 가해 c-Fos와 세포사멸 부위가 감소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Wang 등(2002)은 쥐의 중대뇌동

맥을 허혈 상태로 만들어 뇌를 손상시킨 뒤 증가한

caspase-9가 전침자극에 의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Zhou 등(2001)은 뇌 손상을 가진 SD rat의 모델을

이용해 소뇌 꼭지핵에 구멍을 뚫고 전극을 심어 매일

15분씩 30일간 전기자극(.5 ㎳, 50 ㎐)을 가해 cas-

pase-3, 9의 반응세포를 관찰하였는데 전기자극 후 즉

시 희생시킨 쥐와 1일 후 희생시킨 쥐에서는 cas-

pase-3의 반응세포 수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3

일째 관찰한 군에서는 caspase-3의 반응세포 수가 감

소하였고, caspase-9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cytochrome

C의 발현도 줄어들어 전기자극이 세포사멸을 억제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실험에서도 casp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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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평균 반응세포 수가 각각 제2군에서는 80.4개와

96.2개로 나타났고, 제3군에서는 45.0개와 65.2개, 제4군

에서는 34.6개와 47.4개로 발현되어 고정 스트레스 상태

에서 증가한 caspase-3, 9의 면역반응세포가 침이나 침

전극 저주파자극에 의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

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전기자극에 의해

세포사멸과 관련한 물질의 생성을 차단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질소(NO)는 생리적으로 신호전달과정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염증과정을 매개하는 인자

로 잘 알려져 있다(Dubois 등, 1998; Lala와 Orucevic,

1998). 저농도의 NO는 심혈관계, 면역계, 신경계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농도에

지속적으로 세포에 노출이 되면 DNA의 손상이나 세포

의 죽음을 유발한다(Ambs 등, 1998).

본 연구에서 nNOS 반응세포가 관찰된 부위는 중뇌

수도관 주위 회색질 부위와 시상하부의 뇌실곁핵 부위

이다.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 부위의 신경원들에는 엔

케팔린(enkephalin), 섭스탄스 P(substance P), 콜레시

스토키닌(cholecystokinin),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

그리고 세로토닌(serotonin) 등 많은 종류의 신경전달물

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한 신경원에 여러 종류의 신경

전달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뇌의

등외쪽 중뇌수도관 회색질 부위의 신경세포들은 내재성

통증조절과도 관련이 있다(Basbaum과 Fields, 1984).

각종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시상하부의 PVN과 시

각위로핵에서는 내분비계통(hypothalamo-hypophyseal

neuroendocrine system)에서 분비되는 펩티드호르몬인

바소프레신(vasopressin)과 옥시토신(oxytocin)이 합성

되는 부위로(Antunes와 Zimmerman, 1978; Rhodes 등,

1981) 이들 물질은 혈관운동, 외분비샘 분비, 체액의 균

형유지, 체중의 조절 및 유지, 위장관 연동운동조절, 항

상성유지에 관여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생식, 사지

운동 등에도 역할을 한다(Rossor 등, 1981; Sawchenko

와 Swandon, 1982). 또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베

타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마 부위도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lden과

Pizzi, 2003; Leone 등, 2003; Williams 등, 2003).

Kishimoto 등(1996)은 6시간 동안 움직임을 제한한

쥐의 nNOS의 분비 부위를 면역조직 화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였는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adrenal gland 등에

서 발견되었고 뇌실곁핵에서 nNOS 반응세포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Tsuchiya 등(1996)은 6시

간 동안 철사로 묶어 쥐의 움직임을 제한한 뒤 nNOS

의 분비세포를 관찰한 결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보고서와 유사하게 움직

임을 제한한 제2군에 해당하는 SD rats의 뇌실곁핵에

서 nNOS가 발현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caspase-3과 9의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nNOS도 외부

에서 가해지는 자극이나 움직임의 제한과 같은 스트레

스에 의해 증가하고 nNOS의 증가는 세포손상이나 세

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신경세포 손상과 관련하여 NO를 조절할 수 있는 방

법 중에 침의 역할이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Jang

등(2003)은 족삼리에 적용한 침이 당뇨병에 의한 통증

과 관련하여 DL-PAG 부위에서의 NO발현을 억제시키

는 작용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Huang 등(1999)은 7-ni-

troindazole (7-NI)와 전침자극이 발작과 NO 생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전침 자극이 쥐의 해마

부위에서 NO의 생성을 감소시켰고 발작도 감소시켰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침과 침전극 저주파자극에 의해 NO의

생성이 억제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뇌실곁핵

과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에서 발현된 nNOS 면역반응

세포 수는 제1군에서 20.6개와 25.8개였으나 제2군에서는

69.6개와 110.4개로 많은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3군

에서는 34.8개와 53.0개, 제4군에서는 28.6개와 49.0개로

제2군에 비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제2군에 비해

제3군과 제4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3군

과 제4군 간에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Huang 등(1999)이 보고한 내용도 본 연구와 같은 결

과로 침이나 전기자극이 스트레스로 인한 NO의 생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Yang 등(2000)

은 페니실린을 해마 부위에 주입해 발작상태를 만든 쥐

를 대상으로 발작이 시작될 때 풍부와 근축 부위에 전

침자극을 주어 nNOS, iNOS와 eNOS를 관찰한 결과

nNOS와 iNOS는 감소하였고 eNOS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Kim 등(2000)은 고혈압을 유발시킨 쥐를

대상으로 전침자극 후 뇌간에서 nNOS의 농도와 면역

조직 화학적 방법으로 조직을 관찰한 결과 농도와 면역

반응세포 모두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침이 고혈압이

있는 쥐의 뇌간에서 NO 전반에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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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전극 저주파자극에 의해 세포사멸 관련물질이 감

소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LI4 지점에 가해진 전기자극

에 의해 시상하부와 중뇌를 잇는 연결로에서 통증을 완

화시키는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등 내재성 진통과 관련

된 물질의 분비로(Andersson과 Lundeberg, 1995; Hui

등, 2000; Hsieh 등, 2001; Wu 등, 1999) 스트레스가 감

소하였고 이 것이 caspase-3과 9 그리고 nNOS의 발현

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침의 효과로는 진통, 항상성의

증가, 뇌순환의 향상 등이며(Cho 등, 1998; Kim 등,

2000; Lee와 Beitz, 1993), 또한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

절염 등 염증과 관련된 효과이다(Berman 등 2000;

Ezzo 등, 2001). 그러나 Jang 등(2003)과 여러 학자들의

보고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침이 염증뿐만 아니

라 세포사와 관련이 있는 caspase-3, 9 그리고 NO의

발현 억제에도 관계가 있어 세포사의 억제에도 크게 관

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caspase-3, 9 그리고 N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침과 관련해 몇몇 경혈이 염증억

제나 세포사의 지연, caspase-3, 9 그리고 NO생성을

억제한다고 보고 되어있지만 전기자극과 관련한 보고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치료 시 행해지는 다양한 종

류의 자극이나 고정을 필요로 하는 치료와 환자에게 요

구하는 동일한 자세 등이 환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앞에서 살펴 본 물질들의 분비를 증가

시킬 수도 있으며,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료 시 환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경직되거나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실시되는 치료를 피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 보다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세포사멸과

염증반응이나 유해 자극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으로 cas-

pase-3, 9 그리고 NO 및 기타 관련물질의 생성을 억제

하는 경혈과 전기자극의 조건이 무엇이며, 어떤 스트레

스 하에서 이들 물질이 더욱 활성화 되는지에 대해 보

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실험은 SD rat을 이용해 고정 스트레스가 세포사

멸과 관련이 있는 nNOS 및 caspase-3과 caspase-9의

면역반응세포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관찰하고 변화가

있다면, 고정 상태에서 사람의 합곡(合谷, LI4)) 부위에

해당하는 SD rats의 앞발에 침과 침전극 저주파를 이

용해 자극할 경우 nNOS 및 caspase-3과 9의 면역반응

세포가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nNOS와 cas-

pase-3과 9의 면역반응세포 수의 변화를 면역조직화학

적 방법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nNOS 면역반응세포가 고정 스트레스에 의해

SD rats의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부위와 뇌실곁핵 부

위에서 발현되었다.

둘째, 고정상태에서 침 또는 침전극 저주파로 자극한

결과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부위와 뇌실곁핵 부위의

nNOS 면역반응세포 수가 고정 스트레스 상태 보다 감

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러

나 두 부위에서 침자극과 침전극 저주파자극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caspase-3과 9의 면역반응세포가 고정 스트레

스에 의해 SD rats의 흑색질 부위에서 발현되었다.

넷째, 고정상태에서 침 또는 침전극 저주파로 자극한

결과 caspase-3과 9의 면역반응세포 수가 감소하였는

데, 고정 스트레스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다섯째, 침자극과 침전극 저주파자극 간의 caspase-3

과 9의 면역반응세포 수는 침전극 저주파자극에서 감소

하였는데 두 자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이상과 같은 결과로서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고정상태가 지속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

어 세포사멸 관련물질인 nNOS 및 caspase-3과 9의 면

역반응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정 스트레스 상태에서 침과 전기자극이 세포사멸 관

련물질의 분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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