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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oglycan에 의하여 유발된 국소적 염증 및 통각과민에 대한 
bee venom 침구점(acupoint) 전처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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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Systemic injection of peptidoglycan (PGN) special polymers, which are the primary structural components of most 

bacterial cell walls, leads to acute inflammation and pain behavi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at an intraplantar injection 

of PGN evoked hindpaw inflammation and hyperalgesia,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bee venom (BV) pretreatment of an acupoint 

on PGN induced inflammation and hyperalgesia.

  Methods:  Inflammation and hyperalgesia were induced by injecting PGN into the plantar surface of one hindpaw of the rats.  

Inflammation and hyperalgesia were then evaluated by measuring the thickness of the hindpaw using a caliper and the paw withdrawal 

time (PWT) in response to noxious thermal stimulus (48
o
C hot water).  In addition, spinal cord c-fos expression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he BV pretreatment was injected at the acupoint located 5 mm lower and 5 mm lateral to the anterior tubercle of the 

tibia in the hind limb.

  Results:  The PGN groups showed increased in paw thickness and spinal c-fos expression two hours after PGN injection, as well 

as decreased PWT in response to noxious thermal stimulus for each tested time.  BV pretreatment of the acupoint was found to 

inhibit hindpaw thickness and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PWT, but did not significantly inhibit spinal cord c-fos expression induced 

by PGN injection. 

  Conclusion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BV pretreatment has both an anti-inflammatory and antinociceptive effect in PGN induced 

inflammatory pain, which suggests that peptidoglycan may be useful as an inflammatory agent for inflammatory pain models.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4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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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은 조직의 손상, 자극, 감염 등에 한 조직의 방어 

작용으로써 염증부 의 발 , 부종, 발열,  통증 등의 증

상들이 나타나며, 이 때 말 신경의 손상 없이 발생한 염증

성 통증은 일차 으로 염증성 매개물질에 의하여 직 으

로 일차 구심성 침해수용체(primary afferent nociceptor)에서 

통증에 한 역치를 감소시키거나 간 으로 교감신경 후

신경 이나 성구를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

한 염증성 통증의 경우에는 정상 인 상태에서의 통증과 

달리 통각자극에 의한 통증이 보다 더 증강되고 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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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통각과민(hyperalgesia) 상으로 나타난다[1,2]. 오

늘날 통각과민 상을 나타내는 염증성 통증의 달 과정 

 통증 치료에 한 연구에서 다양한 동물 통증 모델이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표 인 것이 포르말린(formalin)을 

이용한 통각 반응을 찰하는 모델이다[3]. 그 외에도 lipopo-

lysaccharide (LPS), carrageenan, turpentine, capsaicin, freund's 

complete adjuvant (FCA), bee venom 등 다양한 화학 물질 

 내독소들을 이용한 통증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

  Peptidoglycan (PGN)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합체(polymer)로 특히 그람 양성 박테리아 세포벽의 요한 

구성 성분이다[4]. PGN은 인체에서 류마티스 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을 유발하는 요한 원인이며, 한 동물 실

험에서도 국소 는 신 으로 주사 후 여러 부 의 

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 PGN의 요한 역할은 macrophage와 같은 자연

면역 활성세포를 통해 cytokine  염증 구물질 등을 분비

하여 박테리아 감염 증상  증후(fever, inflammation, ma-

laise, arthritis, hypotension 등)를 발 하게 된다[7,8].

  재 포르말린 등 다양한 화학물질  내독소들을 피하

주사 하여 국소 인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시켜서 실험 모

델로 이용하고 있지만, PGN을 국소 으로 피하주사하여 그

에 따른 염증반응이나 염증성 통증에 한 연구는 이제까

지 보고된 것이 드물다. 이에 자들은 일차 실험으로 백서

의 발바닥에 PGN을 피하주사한 후 PGN에 의하여 유발되

는 염증  염증성 통각과민 반응 등을 찰하여 향후 동

물 모델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 다.

  침 치료(acupuncture) 방법은 오래 부터 우리나라뿐 아

니라 아시아를 심으로 동양 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 인 치료법으로써 염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  

염증성 질환 등 임상 분야에서 진통 작용과 항염증 작용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9]. 침 치료는 특정한 침구

(acupoint)을 자극하여 항염증 효과나 진통효과를 얻게 되는

데, 진통효과에 해서는 특정한 침구 이 자극되면 Aδ 

 C 신경섬유 등 일차 말 신경섬유에 구심성 활동 

를 유발하며 이러한 자극 신호가 추신경계에 달되어 

enkephalin, monoamine 등 내인성 아편유사물질들이 분비되

어 상  추신경계로 달되는 통증을 차단하고 하향성 

진통기능을 활성화시켜 통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0]. 한 serotonin, norepinephrine 등 비아편유사물질도 

진통 작용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0,11].

  벌(honeybee)에서 추출된 bee venom (BV) 한 오래 부

터 통 으로 아시아를 심으로 류마티스 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통증 치료에 사용되어왔다. Bee venom

에 노출될 경우 bee venom 자체의 작용에 의하여 자극반응, 

알러지반응, 염증반응, 통증 등의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

낼 뿐만 아니라 진통  항염증 작용 등 치료 효과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Bee venom의 성분은 크게 

polypeptides (melittin, apamin, mast cell degranulating peptide 

등), enzymes (hyaluronidase, phospholipase A2 등), amines 

(histamine, dopamine 등)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활성 물

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에서 특히 melittin, apamin, 

phospholipase A2 등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4-16].

  침 치료  bee venom을 이용한 치료가 만성 염증성 질

환의 진통  항염증 반응에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동물실험에서 bee venom을 침구 에 

직  주입한 경우에 염증  통각과민에 하여 보다 더 

효과 으로 진통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었다는 보고도 

있다[17-19].

  본 실험연구는 일차 실험으로 peptidoglycan을 백서의 발

바닥에 피하주사한 후 염증  통각과민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찰하여 향후 동물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 다. 방법으로는 발바닥 부종, 행동 반응  척

수 내 c-fos의 발 을 측정하여 단하 다. 한 이차 실험

으로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bee venom을 미리 침구 에 

주사한 후 PGN에 의하여 발생되는 염증  통각과민 반응

에 하여 항염증 효과나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

고자 하 다. 

상  방법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몸무게 200−250 g 사이의 수컷 Sprague-Dawley 

백서를 상으로 하 으며 실험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 다. 실험동물의 환경은 일정한 온도(23oC 

내외)와 습도(50%내외)를 유지하며 12시간 동안 빛을 받고 

12시간 동안 어둡게 조 하 다. 모든 실험 계획은 동물실

험 원회 승인을 받은 후 실험동물 리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 다. 모든 실험동물은 실험 시작 1시간 에 

찰이 용이한 투명한 상자에 넣어 실험실 환경에 응하

도록 하 으며, 모든 약물 주입은 오  같은 시간 에 시행

하 다.

실험약물

  본 실험에 사용한 peptidoglycan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은 증류수에 0.2 g/ml이 되도록 용해하여 원용액

으로 만들었으며, 용해가 잘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20,000 

Hz로 음 를 가하여 용해시켰다. 주사용량으로는 원용액

을 200 μg/saline 50 μl와 500 μg/saline 50 μl로 희석하여 사

용하 다. 침구 에 주사한 bee venom (Sigma-Aldrich,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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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MO, USA)은 bee venom 1 mg/saline 1 ml로 만들어 

원용액으로 사용하 으며 주사용량으로는 원용액을 bee 

venom 10 μg/saline 50 μl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실험 방법  평가 

  Peptidoglycan의 용량에 따른 염증  행동 유발 실험: 

실험 상 백서를 조군(생리식염수 50 μl, n = 5)과 PGN-1

군(peptidoglycan 200 μg, n = 5), PGN-2군(peptidoglycan 500 μg, 

n = 5)으로 나 어 실험하 다. 

  모든 군의 실험 상으로 부터 기 치를 얻기 하여 실

험 약물을 주사하기 1시간 에 실험할 발의 발등부터 발

바닥까지의 두께를 calliper를 이용하여 3회 측정 후 평균값

을 구하 고 이 수치를 약물 주사 후 유발되는 부종의 두

께와 비교하고자 하 다. 한 열 자극을 이용한 행동 유발 

검사를 시행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열 자극에 한 행동

유발 검사 방법은 48oC의 물에 약물을 주입할 발을 담근 

후 회피반응이 일어나는 시간(paw withdrawal time, PWT)을 

측정하 다. 3회 반복 측정한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여 기

치로 하 으며, 약물 주사 후 측정된 회피반응 시간과 비교

하고자 하 다. 

  Peptidoglycan에 의한 염증  통각과민의 발생을 알아보

기 하여 각 군별로 조군은 생리식염수 50 μl를, 실험군은 

peptidoglycan 200 μg/50 μl saline 는 500 μg/50 μl saline을 

1 ml 주사기와 26 G 바늘을 이용하여 오른쪽 뒷발바닥에 

피하주사(intraplantar injection)하 다. 생리식염수와 PGN을 

발바닥에 피하주사한 후 각 30분, 1시간, 2시간 뒤에 발바

닥의 염증성 부종 발생 정도를 calliper를 통해 3회씩 측정

하 고, 한 열 자극에 한 회피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을 

3회 측정하여 구한 평균값을 각각의 기 치와 비교하여 측

정치의 증감을 백분율로 표기하 다. 모든 실험이 종료된 

후 각 군 별로 염증 유발 유무를 확인하기 하여 약물을 

주입한 뒷발바닥 조직을 취하 고 한 척수 내 c-fos의 발

 여부를 찰하기 하여 요추 부 (L4, 5) 척수 조직을 

출하 다.

  Peptidoglycan에 의하여 유발되는 염증  통각과민에 

한 bee venom의 침구  처치 효과 실험: 실험 상 

백서의 침구 에 bee venom을 주사하 을 때 PGN에 의하

여 유발되는 염증  염증성 통증이 감소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실험 상 백서를 침구 에 주사할 처치 약물과 

발바닥의 염증 유발 유도 약물에 따라 조군(침구  생리

식염수 ＋ 발바닥 생리식염수, n = 5), NSA-PGN군(침구  

생리식염수 ＋ 발바닥 PGN, n = 5), BVA-PGN군(침구  

bee venom ＋ 발바닥 PGN, n = 5)으로 분류하 다. Bee 

venom을 주사할 침구 (acupoint)은 실험 상 백서의 동측 

뒷다리의 경골결 (anterior tubercle of tibia) 외측 5 mm, 

아래 5 mm 부 로 정하 다. 

  실험 진행은 실험 상 백서들이 실험실 환경에 응하

게 한 뒤 약물 주입 1시간 에 앞서 언 한 바와 같은 방

법으로 뒷발바닥의 두께를 측정하고, 한 행동 유발 검사

를 시행하여 기 치를 정하 다. 각 군 별로 무릎 부 의 

침구 에 처치 약물로 생리식염수 50 μl 는 bee venom 

(10 μg/50 μl saline)을 피하주사한 후, 30분 뒤에 동량의 생

리식염수 는 PGN (500 μg/50 μl saline)을 백서의 동측 뒷

발바닥에 피하주사 하 다. 생리식염수  PGN을 뒷발바닥

에 주입한 후 각각 30분, 1시간, 2시간 뒤에 같은 방법으로 

발바닥의 두께 측정  행동 유발 검사를 시행하 으며, 모

든 검사를 완료한 후 척수에서 발 된 c-fos의 수를 검사하

기 하여 요추 부 (L4, 5) 척수 조직을 출하 다.

  각 군별 실험 상 백서의 회피반응에 한 평가: 검

사 방법은 48oC 뜨거운 물에 염증을 유발한 발바닥을 담근 

후 회피반응이 일어나는 시간(paw withdrawal time, PWT)을 

측정하 다. 과도한 조직 손상을 피하기 해 열 자극을 가

한 시간은 15 를 과하지 않게 하 다. 진통효과는 측정

된 PWT와 기 치(약물 주입  측정한 PWT)를 백분율로 

비교하 다. 

  진통효과 = ([측정된 PWT − 기  PWT] / 기  PWT) × 100 

  염증 부 의 조직 염색  c-fos immunoreactive neuron 

찰: 모든 실험이 종료된 후 pentobarbital sodium 200 mg을 

복강 내에 주입하여 마취한 후 흉벽을 개하여 심장과 

동맥을 노출시킨 뒤에 phosphate buffer solution (PBS)을 좌

심실을 통해 신으로 류시키면서 개된 우심방으로 유

출시켜 액을 제거하 다. 이어서 4% paraformaldehyde/PBS 

용액(pH 7.2−7.4)을 류시켜 조직을 고정한 후 즉시 요추 

팽윤부의 척수를 출하 다. 출한 척수 조직을 4% paraf-

ormaldehyde/PBS 용액에서 4시간 동안 고정한 후 30% su-

crose가 포함된 PBS 용액(pH 7.3)에 4oC 냉장 상태로 하룻

밤 동안 보 하 다. 한 염증을 유발한 뒷발바닥 조직을 

출하여 H&E 염색을 시행하 다(Fig. 1).

  Microtome을 이용하여 요추 팽윤부에서 50 μm 두께로 조

직 편을 만들어 4oC PBS 용액이 들어있는 48 well plate 

(Becton Dickinson, USA)에 넣어 유동(floating)시킨 채로 10분간 

세척하 다. 이어 1% normal goat serum (Vector Laboratotries, 

USA)으로 1시간 동안 분당 100−150회의 속도로 진탕하면

서 배양(preincubation)하 다. 일차 c-fos 항체(rabbit poly-

clonal antibody, Ab-5 solution, diluted 1：20,000, Oncogenic 

Sience, USA)를 0.3% Triton X-100과 2% goat serum/0.1% 

sodium azide가 포함되도록 희석한 후 24시간 동안 진탕기

를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PBS 용액으로 세 번 세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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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ght microscopy illustrating inflammatory reaction of the each experimental group (A−F), (A, B) Normal histologic findings of the 

plantar surface of the paw of rat, control group, H&E, ×100, ×200. (C, D) Mild inflammatory reaction with perivascular infiltration of neu-

trophils, PGN-1 group, H&E, ×100, ×200. (E, F) Moderate to severe inflammatory reaction with diffuse perivascular infiltration of neu-

trophils, PGN-2 group, H&E, ×100, ×200.

0.5% biotinylated anti-rabbit IgG (Vector Laboratotries, USA)/ 

1.5% goat serum/0.3% Triton X-100/0.5 M PBS로 실온에서 

90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PBS 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새로 만든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Vector Labo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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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micrograph illustrating 

representative examples of c-fos im-

munoreactive neurons in the ipsilateral 

dorsal horn from the lumbar spinal 

cord segments. A large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s were 

observed in ipsilateral dorsal horn in 

the peptidoglycan intraplantar injected 

group but only a few c-fos immun-

oreactive neurons were present within 

the dorsal horn of control group. 

(A) Peptidoglycan injection group. 

(B) Control group.

Table 1. Percent Changes of Paw Thickness and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s 2 hours after Peptidoglycan Intraplantar 

Injection

% changes of paw 

thickness, (n = 5)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s, (n = 5)

Control

PGN-1

PGN-2

 10.5 ± 3.1*

21.8 ± 2.1

 58.2 ± 5.3
†

 12.7 ± 4.2

 26.5 ± 4.6

 53.7 ± 11.6
‡

Values are mean ± SEM. Control: intraplantar injection of 50 μl 

saline, PGN-1: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glycan 200 μg with 

50 μl saline, PGN-2: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glycan 500 μg 

with 50 μl saline. *P ＜ 0.05 vs. PGN-1 and PGN-2, 
†

P ＜ 0.05 

vs. PGN-1, 
‡

P ＜ 0.05 vs. Control. 

tries, USA)/0.3% Triton X-100/PBS로 실온에서 90분 동안 반

응시켰고, PBS 용액과 50 mM Tris buffer (pH 7.6)로 세척하

고 0.05% diaminobenzidine (DAB)에 10분 동안 담가두었다. 

이후 glucose oxidase를 첨가하여 13−15분 동안 반응시켜 

발색하 다. 발색된 편을 50 mM Tris 용액으로 두 번 세

척하고 슬라이드에 얹은 후 기 에서 건조시켰다. 건조

된 슬라이드를 증류수에 2분, ethyl alcohol (50, 70, 95, 100%)

에 각각 5분씩 탈수시키고 permount를 사용하여 유리덮개를 

부착한 뒤 2일간 건조시켜 염색표본을 만들었다. Molander 

등이[20] 묘사한 쥐 척수 단면도를 참조하여 lamina 1, 2에

서 c-fos 발 을 학 미경을 통해 수기로 세어 측정하

다(Fig. 2).

통계 분석

  각 군의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오차(mean ± SEM) 

로 표시하 다. 군 간의 염증 유발  c-fos 수에 한 비교

는 unpaired t-test를 시행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으며, 한 

군 간의 행동반응 검사에서 측정된 PWT는 two-way ANOVA

를 시행하여 유의성을 분석하 고 Bonferroni post tests를 통

해 사후 검정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

결      과 

Peptidoglycan에 의해 유발된 염증, 행동반응 검사  

c-fos 발  

  염증의 발생: Peptidoglycan에 의한 염증의 발생은 주사부

의 발바닥 두께를 측정하여 부종 발생 유무를 찰하

으며, 한 발바닥 조직을 취해 H&E 염색을 시행하 다. 

발바닥 두께를 측정한 결과 조군에 비하여 PGN-1군과 

PGN-2군에서 주사 후 30분부터 부종의 발생이 측정되었으

며, 특히 약물 주사 2시간 후의 결과에서 PGN-2군(58.2 ± 

5.3%)이 조군(10.5 ± 3.1%)  PGN-1군(21.8 ± 2.1%)과 비

교하여 통계학 으로 유의한 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되

었다(Table 1, Fig. 3). 약물을 주입한 부 의 발바닥 조직을 

취해 H&E 염색을 시행한 결과 부종으로 인하여 조직 간격

이 넓어지고 주 에 염증세포인 성구(neutrophil)가 모

여 있는 염증반응의 기 소견이 찰되었으며, PGN-2군에

서 다른 군보다 더 활발한 염증 소견이 찰되었다(Fig. 1). 

따라서 PGN을 주사한 부 에 염증이 유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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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figure shows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ipsilateral dorsal horn 2 hours after induction of inflam-

mation by injection of different doses of peptidoglycan (PGN). 

PGN-2 group had a greater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s 

than control or PGN-1 group. Control: intraplantar injection of 50 μl 

saline, PGN-1: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glycan 200 μg with 

50 μl saline, PGN-2: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glycan 500 μg 

with 50 μl saline. Values are mean ± SEM. *P ＜ 0.05 vs. Control.

Fig. 4. The figure shows percent changes of paw withdrawal time 

(PWT) produced by noxious thermal stimulus after induction of 

peptidoglycan induced inflammation. After induction of inflam-

mation, PWT decreased as time pass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GN-1 and PGN-2 group. Control: intraplantar 

injection of 50 μl saline, PGN-1: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

glycan 200 μg with 50 μl saline, PGN-2: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glycan 500 μg with 50 μl saline. Values are mean ± SEM. 
*,†P ＜ 0.05 vs. Control.

Fig. 3. The figure shows percent changes of paw thickness 2 

hours after induction of peptidoglycan-induced inflammation. The 

paw thickness was increased in PGN-2 group with control and 

PGN-1 group. Control: intraplantar injection of 50 μl saline, 

PGN-1: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glycan 200 μg with 50 μl 

saline, PGN-2: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glycan 500 μg with 

50 μl saline. Values are mean ± SEM. *P ＜ 0.05 vs. PGN-1 

and PGN-2, †P ＜ 0.05 vs. PGN-1.

  회피반응: 각 군에서 약물 주사 후 열 자극에 의한 행동

반응 검사 결과 조군에 비하여 PGN-1군, PGN-2군 모두에

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 자극에 한 회피반응시간(paw 

withdrawal time)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약물 주사 

후 1시간과 2시간째에 두 실험 군 모두에서 의의 있는 결

과를 보 으며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Fig. 4). 

  c-fos의 발 : 약물주사 2 시간 후에 출한 척수에서 발

된 c-fos의 수는 조군(12.7 ± 4.2)과 비교하여 PGN-2군

(53.7 ± 11.6)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증가가 찰되었다. 

그러나 PGN-1군(26.5 ± 4.6)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c-fos의 

수는 증가되었지만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1, Fig. 5).

  이상의 세가지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자들은 침구 에 

한 bee venom 처치 실험에서 사용할 동물모델의 PGN 

주입 용량은 500 μg/50 μl saline으로 결정하 다.

Peptidoglycan의 염증  통각과민에 한 bee venom 

침구  처치 효과

   Bee venom 침구  처치의 항염증 효과: 백서의 뒷

발바닥에 PGN을 피하주사 하여 유발된 염증성 부종은 생

리식염수를 침구 에 처치한 NSA-PGN군(침구  생리식

염수 ＋ 발바닥 PGN)보다 bee venom을 침구 에 처치한 

BVA-PGN군(침구  bee venom ＋ 발바닥 PGN)에서 더 작

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 으며(47.9 ± 9.0% vs 25.8 ± 3.1%), 

PGN 주사 후 2시간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2, Fig. 6).

  Bee venom 침구  처치의 진통효과: 열 자극에 한 

회피반응시간을 측정한 결과 bee venom을 침구 에 처치

한 BVA-PGN군(침구  bee venom ＋ 발바닥 PGN)과 조

군(침구  생리식염수 ＋ 발바닥 생리식염수)사이에 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생리식염수를 침구 에 처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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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figure shows percent changes of paw thickness two 

hours after intraplantar injection of peptidoglycan (PGN 500 μg/50 μl 

saline) to evalu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bee venom (BV) 

pretreatment (10 μg/ 50 μl saline). Ipsilateral paw thicknes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PGN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SA-PGN and BVA-PGN group. Control: saline 

pretreatment into acupoint and intraplantar injection of 50 μl saline, 

NSA-PGN: saline pretreatment into acupoint and PGN intraplantar 

injection, BVA-PGN: BV pretreatment into acupoint and PGN in-

traplantar injection. Values are mean ± SEM. *P ＜ 0.05 vs. 

NSA-PGN and BVA-PGN, 
†

P ＜ 0.05 vs. NSA-PGN.

Fig. 7. The figure shows the effect of bee venom (BV) pretreat-

ment (10 μg/ 50 μl saline) on paw withdrawal time (PWT) either 

saline or peptidoglycan (PGN) intraplantar injection (PGN 500 μg/ 

50 μl saline). BV or saline was injected 30 min before either sal-

ine or PGN intraplantar injection. The BVA-PGN group shows the 

significant increase of PWT 2 hours after BV pretreatment into an 

acupoint. Control: saline pretreatment into an acupoint and intra-

plantar injection of 50 μl saline, NSA-PGN: saline pretreatment in-

to an acupoint and PGN intraplantar injection, BVA-PGN: BV pre-

treatment into an acupoint and PGN intraplantar injection. Values 

are mean ± SEM. *P ＜ 0.05 vs. Control and BVA-PGN.

Table 2. Percent Changes of Paw Thickness and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s 2 hours after Bee Venom Pretreatment

% changes of paw 

thickness, (n = 5)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s, (n = 5)

Control

NSA-PGN

BVA-PGN

 13.0 ± 3.5*

 47.9 ± 9.0

 25.8 ± 3.1
†

 16.6 ± 0.3

  33.2 ± 4.5
‡

 26.0 ± 3.5 

Values are mean ± SEM. Control: saline pretreatment into an acu-

point and intraplantar injection of 50 μl saline, NSA-PGN: saline 

pretreatment into an acupoint and PGN intraplantar injection, 

BVA-PGN: BV pretreatment into an acupoint and PGN intraplantar 

injection. *P ＜ 0.05 vs. NSA-PGN and BVA-PGN, 
†

P ＜ 0.05 

vs. NSA-PGN, 
‡

P ＜ 0.05 vs. Control. 

Fig. 8. The figure shows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ipsilateral dorsal horn two hours after either saline or pepti-

doglycan (PGN) intraplantar injection (PGN 500 μg/50 μl saline) 

to see the effect of bee vemon (BV) pretreatment (10 μg/ 50 μl 

saline). BV or saline was injected 30 min before either saline or 

PGN intraplantar injection. NSA-PGN group had a greater number 

of c-fos immunoreactive neuron than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SA-PGN and BVA-PGN group 

Control: saline pretreatment into an acupoint and intraplantar in-

jection of 50 μl saline, NSA-PGN: saline pretreatment into an 

acupoint and PGN intraplantar injection, BVA-PGN: BV pretreat-

ment into an acupoint and PGN intraplantar injection. Values are 

mean ± SEM. *P ＜ 0.05 vs. Control.

NSA-PGN군(침구  생리식염수 ＋ 발바닥 PGN)에서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회피반응 시간이 차 빨라지는 양상을 

보 으며, 조군  BVA-PGN군과 비교하 을 때 PGN 주사 

후 2시간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7). 

  Bee venom 침구  처치의 c-fos 발  억제효과: 출

된 척수에서의 c-fos의 발 은 조군(16.6 ± 0.3)에 비하여 

NSA-PGN군(33.2 ± 4.5), BVA-PGN군(26.0 ± 3.5)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보 으며, NSA-PGN군에 비하여 

BVA-PGN 군에서 더 은 수의 c-fos 발 을 나타내었지만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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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외상이나 감염 는 수술 등으로 말  조직이 손상되게 

되면 손상 부 와 주 에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통각과민

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염증성 통증에 의한 통각과민 등 

다양한 형태의 통증을 연구하기 하여 여러 가지 실험

인 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재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

고 있다[3]. Peptidoglycan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합체로, 특히 그람 양성 박테리아 세포벽의 요한 구성 

성분이다. 그람 음성 박테리아 세포벽의 요한 구성 요소

인 lipopolysaccharide (LPS)는 매우 강한 염증 유발 성질을 

나타내지만 PGN은 LPS에 비해 다소 약한 염증 유발 성질

을 가지고 있다. 그 지만 PGN은 한 인체에서 류마티스 

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을 유발하는 요한 원인이며, 

동물 실험에서 주사 후 여러 부 의 에 염증  부식

성 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6]. 박테리아

에 감염될 경우 PGN의 요한 역할은 macrophage와 같은 

자연면역 활성세포의 수용체인 CD14  toll-like receptor-2 

(TLR2)와 작용하여 cytokine  염증 구물질 등을 분비하

여 박테리아 감염의 여러 가지 증상  증후(fever, inflam-

mation, malaise, arthritis, hypotension)를 발 하게 된다[7,8].

  자들은 이러한 peptidoglycan을 국소부 에 주사하 을 

때 국소 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PGN

을 백서의 발바닥에 피하 주사하여 주사 부 에 염증  

통각과민 상이 나타나는지 찰하여 보았다. 포르말린을 

이용한 통각 반응을 찰하는 모델 이외에 lipopolysaccharide, 

carrageenan, Freund's complete adjuvant (FCA), turpentine, 

capsaicin, bee venom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염증  통증유발 

모델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약물들에 한 주사 

용량  약물에 한 반응 등의 실험 방법  결과에 한 

보고들도 많이 있어 재에도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PGN을 국소부 에 주사하여 염증 반응을 확인한 연구

가 드물기에 자들은 PGN의 실험용량을 정하기 하여 

본 실험 에 비 실험으로 PGN이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지 확인하기 하여 다양한 용량(50, 100, 200, 500 μg)을 

이용하여 염증 반응을 찰하여 본 바 100 μg 이상의 용량

에서 용량에 따라 염증반응이 증가되어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 다. 이에 근거하여 본 실험에서는 200 μg과 500 μg

을 사용하여 일차 실험을 하기로 결정하 다. 한 비 실

험에서 염증 유발에 한 시간별 측정을 주사 후 30분, 1시

간, 2시간, 4시간 별로 확인해 본 결과 2시간에서 최 치를 

보 으며, 4시간에서는 2시간과 비슷하거나 2시간 보다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본 실험 측정 시간에서 4시간은 

제외하 다. 

  이상의 결과들에 근거하여 PGN의 주사용량에 따른 염증 

 통각과민에 한 일차 실험을 하게 되었으며, 실험 결과 

조군에 비하여 PGN-1군, PGN-2군 모두에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열 자극에 한 회피반응 시간(PWT)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PGN 주사 후 1시간과 2시간째에 두 군 

모두 의의 있는 결과를 보 으며 이때 두 군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염증 유발은 2시간에서 PGN-1

군에 비하여 PGN-2군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찰되었으며, 한 부종이 발생한 조직에서 H&E 

염색을 시행한 결과 PGN-2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보다 더 

활발한 염증반응의 기 소견이 찰되었다. c-fos 한 

PGN-2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결과를 보 다. 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PGN이 국소 인 염증 유발과 

그에 따른 통각과민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c-fos의 발 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었다. 

  동물실험에서 통증을 측정하는 방법은 체 으로 유해

자극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계량화하는 방법과 기 생리학

으로 신경 도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종양유 자인 c-fos의 생산물질인 c-fos 단

백질을 면역조직학염색으로 찰하는 형태학  검증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c-fos는 조기발  유 자 의 하나로

서 종양유 자로 알려져 있고 이 유 자로부터 발 되는 

핵단백질인 fos는 다른 핵단백질 jun과 결합하여  다른 

목표 유 자 발 을 조 한다. 한 유해성 자극이 주어진 

후 척수후각에서 염색되어 나타나는 c-fos 단백질은 신경세

포 활성화의 지표로서 리 활용되고 있다[21]. 여러 가지 

통증자극(온도, 화학, 기계  자극 등)에 의해 통각을 달

하는 일차 구심성 섬유가 주로 시냅스를 구성하는 척수후

각의 lamina I, II와 V 부  신경세포에 c-fos가 발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상 인 통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주로 병  지속  통증에 의한 추내의 감작 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2]. 

  본 일차 실험의 결과 PGN을 이용한 하나의 염증  통

각과민 동물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 때 사용할 PGN의 피하주사 용량은 500 μg이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다만 염증 유발 등의 결과가 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서 만성 염증 등의 장기간의 염증 모델로 사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침 치료(acupuncture) 방법은 역사 으로 오래 부터 사용

되어 온 통 인 방법으로써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를 

심으로 동양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서구에서도 침 요

법이 도입되어 체요법으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침 치

료는 여러 질환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지만 염을 포함

한 근골격계 질환  염증성 질환에서 항염증 반응과 진통

작용 등 임상 으로 유용한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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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이나 통증에 한 침 치료는 특정한 침구 (acupoint)을 

자극하여 항염증 효과나 진통효과를 얻는 방법으로써 진통

효과에 해서는 특정한 침구 이 자극되면 Aδ  C 등 

일차 말 신경섬유에 구심성 활동 를 유발하며 이러한 

자극 신호가 추신경계에 달되어 enkephalin, monoamines 

등 내인성 아편유사물질이 분비되어 상  추신경계로 

달되는 통증을 차단하고 하향성 진통기능을 활성화시켜 통

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serotonin, norepin-

ephrine 등 비아편유사물질도 진통 작용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0,11]. 침 치료에서는 침구 을 

찾아서 자극하는 것이 요한데 침구 을 자극하는 침의 

재료는 통 인 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기 으로 

자극하는 방법(electroacupuncture) 등 다른 형태의 침 치료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24,25].  다른 방법으로, 

Chen 등이[26] bee venom을 말 에서 국소 으로 피하주사

하면 wide-dynamic range neuron에서 protracted, tonic mono-

phase spike 반응이 1시간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후에 bee venom을 이용하여 침구 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침요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18,27,28]. 벌(honeybee)에서 추출된 bee venom은 오래 

부터 통 으로 아시아를 심으로 류마티스 염과 

같은 만성염증성 질환의 통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Bee 

venom의 성분은 크게 polypeptides (melittin, apamin, mast 

cell degranulating peptide 등), enzymes (hyaluronidase, phos-

pholipase A2 등) amines (histamine, dopamine 등)  기타 여

러 가지 다양한 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Bee venom에 

노출될 경우 자극반응, 알러지반응, 염증반응, 통증 등 다양

한 임상 증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진통  항염증 작용 등 

치료 효과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성 성분 

에서 특히 melittin, apamin, phospholipase A2 등이 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30].

  본 실험에서는 bee venom을 침구 에 피하주사 하는데 

이용하기로 하 으며 이때의 bee venom은 bee venom 자체

의 약물효과 보다는 침구 을 자극하는 효과를 보기 하

여 사용하기로 하 다. 일차 실험에서 확립된 PGN의 피하

주사에 의하여 유발되는 염증  통각과민 동물모델을 이

용하여 백서의 침구 에 bee venom을 피하주사하 을 때 

나타나는 항염증 효과  진통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Bee venom을 주사할 침구 은 PGN을 주사한 뒷다리의 

경골결 (anterior tubercle of tibia) 외측 5 mm, 하측 5 mm 

부 로 정하 다[29]. Bee venom을 피하 주사하 을 때 통

증반응을 나타내고[10],  bee venom 자체의 항염증작용 

 진통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사용할 bee venom

의 용량을 결정하기 하여 비실험을 하 다. 비실험은 

백서의 발에 염증을 유발하기 에 bee venom 1, 5, 10, 50, 

100 μg을 침구 에 주사한 후 항염증 효과를 찰한 바 10 μg 

부터 유의한 항염증 효과를 보 으며 10 μg 이상의 용량에

서는 유의한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비실험의 결

과를 바탕으로 bee venom의 침구  자극 효과를 높이고 

bee venom 자체의 항염증 효과는 최소로 하기 한 bee 

venom의 실험 용량은 10 μg으로 결정하 다. 

  본 실험에서 백서의 침구 에 bee venom을 피하주사 한 

후 PGN을 뒷발바닥에 주사하 을 때 나타난 PGN의 염증 

 통각과민에 한 bee venom의 침구  주사 효과를 살펴

보면 통각과민에 하여는 1시간, 2시간 모두에서 유의한 

진통 효과를 보 으며 항염증 효과는 2시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냈다. c-fos의 발 에 한 억제 효과는 통계학 으로 

의의는 없었지만 더 은 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

을 종합하여 볼 때 백서의 침구 에 한 bee venom 10 μg

의 처치가 PGN에 의한 염증  통각과민에 하여 항염

증 효과  진통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os의 발 에 한 억제 효과는 통계학 으로 의의는 없

었지만 bee venom을 치치한 군에서 다소 억제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상 개체 수가 어서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PGN을 이용한 

국소 염증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델에서 

bee venom을 침구 에 주사하여 항염증 효과와 진통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그람 양성 박

테리아의 세포벽 구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고, 한 염증 

반응에 따른 다양한 cytokine이나 염증 구물질  항염증

물질 발  여부 등을 측정하여 보다 효율 으로 염증 유무

를 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과 상 실험 

개체수가 었던  등이 본 연구의 한계성을 보일 수 있

다고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bee venom을 침구 에

만 주사 후 처치 효과를 측정하 고 비침구 (sham point)

에 한 실험은 같이 병행하지 못한 도 bee venom의 침

구  처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이라 할 

수 있겠다. 한 동물모델로서는 peptidoglycan에 의한 염증 

유발 실험이 2시간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 염증 연구에는 용할 수 있겠지만 만성 염증 연구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 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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