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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한 흰쥐에서 신경손상부위에 따른
매근신경절 및 척수의 신경전달물질의 변동
김희진 · 김우경 · 백광서I . 강복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The Changes of Immunoreactivity for CGRP and SP in the Spinal Cord and DRG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the DRG and Injury Site of a Peripheral Neuropathic Rat.
Kim， Woo Kyung Kim， Kwang Se Paik， and Bok Soon Kang

Hee Jin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120-752， Korea
Peripheral nerve injury sometimes leads to neuropathic pain and depletion of calcitonin gene related-peptide
(CGRP) and substance P (SP) in the spinal cord. However， the pathophysiological mechanisms for depletion
of CGRP and SP following the neuropathic inj따y are still unknow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ee whether
the distribution of immunoreactivity for‘ CGRP and SP in the superficial dorsal hom and dorsal root ganglia(DRG)
was related to the distance between the DRG and injury site. To this aim， we compared two groups of rats;
one group was subjected to unilateral inferior and superior caudal trunk transections at the level between the
S3 and S4 spinal nerves (S34 group) and the other group at the levels between the SI and S2， between S2
and S3 and between S3 and S4 spinal nerve (S123 group). The transections in both groups equally eliminated
the inputs from the tail to the SI-3 DRG， but the distance from the SI/S2 DRG to the injury site was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mmunostaining with SP and CGRP antibody was done in the SI-S3 spinal cord and
DRG of the two groups 1 and 12 weeks after the injury.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 immunoreactivity for CGRP and SP in the ipsilateral superficial dorsal hom and DRG decreased 1
and 12 weeks after neuropathic nerve injury.
2. The immunoreactive area of SP and CGRP in the Sl dorsal hom was smaller in the S123 group than
in the S34 group， whereas that in the S3 dorsal hom was not significant1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The nurnber of SP- immunoreactive DRG cells decreased on the neuropathic side as compared to the sham
group’s in all DRGs of experimental groups except the Sl DRG of the S34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mounts of SP and CGRP in the dorsal hom and DRG following neuropathic
injury inversely decrease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the DRG and injury site
Key Words: Peripheral nerve inj따y， Allodynia， Substance P，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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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임상적으로도 신경
손상을 당한 환자 모두에서 동증이 유발되지는 않으며，
환자들간에도 통증의 정도차가 섬하고， 신경손상부위에
따라서도 근위부의 신경손상이 원위부에서보다 통증유
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onica， 1990).
최 근에 쥐꼬리에 분포하는 하미간(inferior caudal trunk)
의 중간을 손상시켜 쥐꼬리에 신경병증성 동증을 유발시
컨 설험동물모델이 개발되어 발표된 바 있다(Na et al，
1994) 이 모델은 여러 수준의 척수신경이 차례로 합쳐져

말초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면 만성신경질환인 신경
병증성 동증(neuropathic pain)이 유발된다. 이 통증은 자
발동(spontaneous burning pain)과 이 질동(allodynia) 및 통
각과민(hyperalgesia)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매우 복
잡한 유발기전이 관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아직
책임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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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되는 하미간의 중간을 손상시키므로， 손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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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와 손상받지 않은 부위플 완벽하거1 분리시킬 수 있
어 각각의 역혈을 알이볼 수 있으며， 배근신경전파 신경
손상부위간의 거리가 신경전마다 달라 이 둘간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딸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었다 이러한 점
을 이용하여 최근에 배근신경절내 교감신경섬유의 분포
릎 조사한 결과，선정손상부위외 배근신경절간의 거리카
카까울수록 선정병증성 통증의 유발과 밀접한 관계플 카
지 고 있는 교감신경섬유의 싹이 많이 자마나는 것으로
관찬되어(Kim et al， 1996)，신경이 손상된 부위로부터 선
정절까지의 거리 즉 신경손상부위가 신정벙증성 동증의
유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 시하였다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여러 신경전달물칠，특히 통각과
관련이 있는 substancc P(SP)와 calcitonin gcnc-rc1뼈 pcptidc
(CGRP)의 양이 변하는 갓으로 알려져 있으며，신정병증
성 통증과 이틀 물질과의 관련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좌골신경에 부분적 인 손상을 준 Bennett 모벨(1988)
에서 척수와 배근선정절내 SP와 CGRP의 면역반응도가
크게 감소하며(Cameron et al， 1991)， Kim과 Chung 모델
(제 5， 6 요수신정 결찰)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손상당한
제 5，6 요수후각내 SP와 CGRP가 대조측보다 적게 나타
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Park ct al，1993) 그러나 Vil1ar 등
(1991)파 Garrison 등 (1993)은 BCllllctt 모델(1988)에시 SP
는 갇소하지만 CGRP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
며，선정손상후에 NMDA 수용체 걸항져1릎 처리하띤 통
증이 완화펌과 동시에 감소된 SP도 정상수준으로 회복
된다고 하여(Garrison et al， 1993)，신경손상후에 동증의
유발과 함께 나타나는 신경전달물질의 변화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섣험에시는 쥐꼬리에 신경병증성 통증윤 유발
시킨 섣험모델을 이용하여 첫째，신경손상후 SP와 CGRP
가 척수와 배근신경전내에시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
고 둘째，만일 감소한다띤 신경손상부위외 배근신경절간
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릎 띤역조직화학법으로
조사함으로써，선정병증성 통증에 신경손상부위와 배근
신경절긴의 거리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알아 보고자 하
였다

방

법

실험돌툴모델 제작
150-200 gm짜리 숫쥐(SIπague-Dawley)릎 4% hal이hane
과 산소의 혼합가스로 마취시킨 뒤 쥐 꼬리에 분포하는
상， 하미긴(superior， infenor caudal trunk)의 중간인 제 3，
4 천수선정사이를 1-2 mm 잘라낸 S34 설험군(n� 13)과，

제 1，2천수신경사이，제 2，3천수신경사이，제 3，4천수
신경사이를 각각 1-2 mm 잘라낸 S123 섣험군(n�13)으
로 나누어 꼬리에 신경병증성 통증윤 유발시켰다(Fig. 1)
Sham군(n�9)은 같은 방법으로 섣험하되 신경윤 장라내
지 않았다

행동검사
기계적 이질통(mechanical allodynia) 쥐를둥근 아크릴
동 (5.5 X 15，6.5 X 18 cm， 몸크기에 따;:>1 맞게 사용)에 넣
고 꼬리만 밖으로 빼내 판 위에 올려 놓았다 정상적으로
는 동증윤 유발시키지 않는 von Frcy hair(O.5 gm; 4.9 mN，
2.0 gm; 19.6 mN)를이용하여 각각 10벤씩 자극하여 회피
반응을 보인 횟수에 10을 곱해 반응 %로 표시하였다
냉이짐통(cold allodynia) 쥐릎 둥근 아크란 통에 넣고
꼬리만 밖으로 꺼내 늪어뜨린 후 4"C 물 속에 넣어 꼬리

거 회펴 반응을 보일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5번의 검사를5분간씩 사이틀두면서 시도하여
펑균한 값을 결과로 사용하였다 15초까지 회피하지 않
을때는 꼬리의 민갇화를 막기 위해 물속에서 꼬리를 빼
내고 15초 를 결괴 로 하였다 예비섣험결과 수술전이나
sham군은 거의 대부분 15초 까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온이짙통(warrn allodynia) 냉이질통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물의 온도플 40"C로 하였다
이상의 행동검사결과에서 신정에 손상을 주기 전에는
거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나，신경손상후에 정상적으로
는 동증을 유발하지 않는 기계적 자극이나 냉， 온자극을
줄 때 유의하게 증가된 회피반응을 보이변 동증이 유발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실험동울처리 수술천 및 수술후 시간멜로 행동검시에
대한 만응 여부릎 확인한 후 ，회펴반응을 잘 보이는 설험
동물을 대상으로 신경손상 l주 및 12주후에 띤역조직염
색을 시행하였다
표본제작 S odium pentobarbital(Nembutal 60 mg!kg)을
사용하여 마취시킨 후 heparin을 넣은 생 리식염수 용액을
섬장을 통 해 관류하고 4% paraformaldchydc， 0.1 % picric
acid 용액으로 관듀 고정한 후 ， 척수의 분전을 확인하여
제 1， 2， 3 친수와 양측의 배근신경첼윤 각각 적출하여
관류고정액과 동일한 고정액에 12시간 후고정한 다음，
30% sucrose용액에 4"C에서 2-3일간 탐구어 조직이 가
라앉을때까지 보관하였다 적출한 척수와 애근신경절은
냉동박절기를 이용하여 척수는 18 μrn， 후근신경절은 10
�m두께로 박절하여 gelatin coated slide에 붙여 사용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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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냉동보관하있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SP

빚 CGR P에 대한 항치1릎 사

용한 ABC(A vidin-biotin-hoκe'‘dish peroxida‘e complex)

망법으로 인익조각화학염색을 시행하있 다{Hsu et al， 1981)
조 직 의 투괴성을 놈이기 위하여 0.02% triton X-l이 올 포
힘한 용액내에서 오는 녀1응을 진행사켰나 시i를 1%
ßSA(OOvinc scrum albumin)와 10% NGS(α)mml goat scrum)
으갚 1시간 처히하여 \11듀이정 항원 으1 반응음 악고，40C
에서 1: 60α11l과 1: 160，이11l 으김 각각 회 시한 SP，CGRP
1 차 장체(Pcnimlllar샤，BclmlJl1l，CA，USA)에 48시 간 반응시
킨 후，PBS(phc‘phatc buffcrcd salinc)5，?_ 수세하고 상 온에
서 bi이ino ] 울어 있는 2차 장세(Vcctor시)에 l시간 반a시
켰다 다시 ]%，3“ NGS으] 수새한 후 ABC (VccLor사，
Burlingame，CA， USA) 용액에 섣온에서 l사간 반응시키
고 3， 3' -diaminobenzidine (DAB) 용액으로 방색시컸다

악색렌 표본은 당수와 우맹화과정을 기치 덮개유리블 씌
우1 영구표본응 만틀었다
광학현미경관칭 및 분석 척수후각내 substance P와
CGRP에 염 색인 걱냐]의 면적응 영상분석기(image analyzer，
An<tlvtical Me3씨Iring System샤， UK)륜 사용하여 계즉하
고， 매근신경갤옹 전체 신경절을 연속섣편하여 SP와
CGRP 에 양성만응응 보이 는 신경세도의 수릎 셰이 비 교
하였다 계수는 액이 뚜렷하까 확인되는 선갱세포의 수
풍 셰어‘ 이 를 Kc�:nigm“rk(1970)의 방엠에 따파 깅 쟁하였
다
통계분석
설엠결괴는 nωn-S.E.M으김 표 시하고，행동검사결과
는 Fricdman Analysis외 Matm Whitncy U-tcst，SP와 CGRP
영껴질과는 parrc니 l-lcsL듬 히여 p값이 0.05보다 낮윤 때
유의한 깃으모 한정히였디

결

과

행동검사
↑주군

기계적 이질통 정상적으로는 가떠운 촉끼으로 느끼
지는 von Frey hair(4.9 m.N， 19.6 1띠”로 꼬려의 에민한 갓
을 건드i:'l 회피1간응을 나타내는 빈도플 즉정하였다
5123군고1 534 군 보두 신경에 손상을 주기 전에는 이느
von flιy hair에도 거의 회피빈응을 나나내 지 않았으나，
신갱손상 후 7일에는 유의하게 증가펀 회:;:r]빈응을 보여
기져1석 이질몽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5， Fig
2A，B) 그러나 두 문간에는 신칭을 슨상시키기 진‘ 후에

A

8

Fig. 1. A schcmatic di“gram(don;al 、/icw) il1ustrωng thc
composilion ofitlfcn이(hlack aπ0'1'.') and sllpcnor(opcl1 aπow)
cauclal tmnks and the level of tmnsection(X). The curved
aITOW indicatcs thc S1 spinal ncrvc. A; thc infcricπ end
Sl1perior cal1dal trunks were transected al the level between
lhc S3 and S4 �pil1al ncrvc�、�(S34 gtOLlp). B; lhc in!'cn(π and
Sl1perior cal1d외 trunks were transecled a1 the levels belween
tl1c S1 and S2， och“:ιn 52 and 53 and bctwccn 53 and 54
spinal nerves(S123 grOllp)

시오 유악한 치이기 없었다
"
냉이질동1 꼬리를 4 C 플에 암그:;r 회피 반응응 보엠
때까지의 시간응 재아 산역쇠고f\è 하였다 두 균 모}「 신
경에 손상응 주기 전에든 거의 회펴1간응응 나타내 지 않
았으나， 신경손상 후 7 일에는 유으1하게 싸은 호131만응응
Qú:1 냉이잔등이 생겼응응 안 수 있었다(p<0.05， fig
2C). ':T라나 두 군간에는 선정을 손상시 키 기 전，후에 시
로 유의한 차이가 없였다
'
온이질동， 꼬리릎 4띠 C 울에 당:l고 회피 1간응을 보일
때까지의 시간올새어 실험섣고|호하였다 두꾼오두신
정에 슨상을 주기 전에는 거의 회괴빈응융 나타내 지 않
았으나 ， 신칭슨상 후 7일에는 유의하 거1 빠든 회고1반응올
꾀여 온이.:U용이 생겼음음 알 수 있었다(p < 0.05， Fig
2D) 그러나 우 군간에는 신껑을 슨싱시키기 진，후이1 서
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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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ail responses to mechanical(A， B) 이띠 rhennal stimuli(C， D) of 1 、、eek group
111C 111Catl( + S EM) rcsponsc frcqucncy in lhc casc of m cchanical slimulaliml atld lhc mcan(
SEM) t.ι、PO"ι latc꺼cy in tl1C casc of thcrma 1 stimuhltiα1 arc 끼ottcd “gam“ thc c xpc끼 mcnt al
days(PRE， 1 day before nerve injmy; P OD 7， 7 days after neπ'e injury). The post-injury
”ωι1 ι crc signifïcanLly dilTcrcl1l From l11C prc-i띠ury SCOTCS(끼 p<0.05 hy fricdman
Analysis). Bet“een the S34 (n-8) and SI23{n-8) grOllp、 no sign ifi cant difference was
d、lCCLCd in cÎlhcr prc- OT pOSl-Î11jury scorcs(p<0.05， Mann-Whiulcy U-tcst)

12주문
기계적 이질동; S123규괴 S34규 오두 선정에 슨상을
주기 씨 에는 야느 、mn Frcy hair에도 거의 회이만응을 나
타내지 않았으 니 ， 신경손상 후 7엮어] 유의하게 증기 왼 회
i111간응이 8주까시 지속되다가 CL 후 1간응이 감소하든 경
향음 나다내였다(p<0.05， Pig. 3A， ß) 그버나 두 군간에
는 신경율 손싱 시키기 진，후에 서오 유으1한 차이 가 없었디
냉이실동， 두 군 모두 신경에 손상을 주기 선에는 기의
회311만응을 나다내지 않았으나， 신정손상 후 7잉에 유의
하게 빠은 회피빈 응이 4주까지 지속야다가 그 후 덩1 응은
거의 소멜J.l었다ψ 0.05， Fig. 3。 그러나 두 균긴에는
신경응 손상시키기 선，후에 서로 유의한 치이가 없었다
온이질동， 누 군 모누 선정에 손상을 주기 선에 는 거의
회311만응을 나다내지 않았으나， 신정손상 후 7잉에 유의
하씨 빠은회피반응이 4주까지 지속뇌디시 그후반응은

거의 소멸되었마(p\0.05， Fig. 3D) 그라나 두 군간에 는
산갱을 슨상시키기 전 ，후에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면엮조직화학적 연구
↑주군
천수의 CG디P 암성섬유와 SP앙성섬유의 분포 천수의
CGRP 양성섬유외 SP 양성섬유의 띤역반응성은 영싱 분
석 기 의 년적멜도측정프보그객을 이용히여 정량적민 족
정치로 나다내였으여 ， 신경손상.lJ...위에 따든 효파릎 보기
위하여 S34꾼 빚 S123균의 제 1，2，3 져1수의 신깅을슨상
시킨 좌측의 CGRP와 SP 양성우각의 T;l적응 Sham군.i!1
비교하었다 Slwm균의 좌우 영측의 유악한 치이는 없었

기 때문에 이릎 힘하여 하나의 대죠군으로 나타내었다
CGRP 앙성후각의 면적 CG R P 양성섬유는 저수의
RcxαJ J응간과 JJ층까익 이깐 옥이1 띠집뇌어 있었디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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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îl respolιes to mechanîcal(A.B) and thermal stim씨(C，O) of 12-，veek group. Details
arc lhc samc as ror Fig. 2. * indιalCS slgm이canL difTcrcncc OClιccn l바 prc- and p ’l-1nJl따
value(p <0.05 by Friedman Analysis). Be “een the S34(n-5) and S123(n-5) gr'이1κ m
“gnific<lnt difflιrcncc was dct띠ιxi in cηl1C1" plι 이 post-injury scorcs(P<0.05，M<lnn-\Vhitncy
U-tesL)

군과 S123군의세 1， 2， 3 천수 모든 부위에시 대조군에
비하여 CGRP 영정후각으} 띤적은 유악하게 직었다(p<
0.05， Fig. 4， Fig. 12)
S34군과 S123군 우군융 비요하이 "'-띤 져1 1 ， 2 선수의

양성후각익 떤적응 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니， 세 2.
3 천수부위에 서 는 }「 군간에 유의한 지이가 없였다 (p <
0.05. Fig. 5) 위의7깅�l로 꼴 띠1 손상부위와 신경전사이
의 거리가 기까울수록 SP 인익반응 양싱도의 감소쪽이

CGRP 양싱후각의띤직은 시로 유의한 지이릎 보였으y，
지11 3 천수부위에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0.05， Fig. 4) 위의결과로 옹 이1 손상부위와 선정섣 사

큰것응 안 수있었다

이의거"1카 가까울수휴 CGRP 띤역1간응 양생도의간소
폭이 큰 것을 암수 있었나
SP앙성후각의 연적 SP양성성유도끽수의Rcxα11층
띤괴 n‘층만의 "1깥 쪽에 밀집되어 있었다 S34꾼의 제
2， 3 천수와 S123군의 제 1， 2， 3 천수 오는 부위에서
CGRP 양성후각의 면적고l 11}잔까지깅 미조군에 비하여
SP oJ:성 후각의면적은 유의하끼 /1었다(p < 0.05， fig. 5，
Fig. 13)
S34군과 SI23군 두군율 비교하여 보연 저1 1 첸수으 1 SP

천수신경절의 CGRP 앙성세폭와 SP 앙성세폭 S34군
과 SI23군의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응 ? 즉과 Shom군간
에는 CGRP와 SP 양성세초의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얘운에 이를 합하여 하나의 니1조규으호 나다내었다
CGRP 앙성세폭의 수 S34규괴 S123꾼의 제 1.2，3 친
수 신경설 오든 쑤위에서 디1조꾼에 비하여 CGR P 양성세
포으1 수는 간소하는 경향음 료였으나， 흥계적으김 유 으1
한 간소는 S123군의제 1 천수신경절괴 S34균의 제3 천
수신갱 설에서만 나타났다(p < 0.05， Pig. 6) 그이나 S34꾼
괴 SI23균 걱 군간에는 옹계적으로 유의힌 자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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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s rcpι�SCnl lhc nι\ans for lhc 11Lnnoc'ts of CGRP-lR cclls
in the S1-S3 DRG. # iI띠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hc sl1am 얀…1p and cxpcri mcnlal groups(p<ü.ü5 by pairc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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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hüto1l1iσüg11lphs of CGRP im1l111nüstιincd sαtions

S1 d이sal h011l(A and B‘ x 160)
。f 1 、veek group and S1 DRG(C and D， x320) of 12-week group. rhe ipsilmeral sides of S1 23 group(B‘
D) dc1110nslralc a dccrcasc 01' !hc im111U11OTCac!ivily rc1alivc !o lhc 셔1a111 grOllp’‘A， C)

SP 양성세포의 수 CGR P 양성세포의 수와 마찬가지로
S34군피 S123군 두군간에는 통계석으로 유의힌 차이가

없었지만， 대조군에 1'1하여 손상부위외 산경선l간의 끼리
가기상빈 S34군의 씨 1 천수신경진을 세외한모든섣
힘군에서 SP 양싱세초의 수는 등→겨1끽으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05， rîg η
위으1 결과효 볼 때 슨상부위와 신갱성간의 거리까 가
까윷수콕 SP 앙성셰포의 수의 감소폭이 큰 깃응 안 수
있였다
12주문
천수의 CGRP 앙성섬유와 SP 양성섬유의 분포1

신경손상 12주후에는 1주후
에 니 타났민 S34군과 S123군 누 군간의 세 1， 2천수에시
의 유의한차이블을수없었으며，두f의 제 1‘ι3져1수
CGRP 양성후각의 면적

fr01l1

모든 부위에시 대즈군에 비하여 l주후1대보다 CGR P 양
성후각의 변적은 현지하거1 석었다ψ<0.05， Pig. 8)
SF 양성후각의 면적 CGRP 앙성후각의 띤석괴 ul찬
기지로 신경손상 12주후에는 l주후에 나타났인 S34군과
5123군 두 군간의 제 1 친수에시의 유의한 차이릎 응 수
없었으며， 두 꾼의 제 1，2，3 친수 [든 부우1에서 나1조군
에 비하여 1주후때보다 SP 양성J?각의 r이적은 현지하끼
적었다(p<0.05， Fig. 9)
천추신경절의 CGRF 양성세포와 SP 앙섬세포1
CGRP 앙성세폭의 9. 534군과 SI23군

두군간에는 동

겨1석으호 유의한 차이기 없었지\it， 미조군011 1-11히여 손
상부위외 신 성 진간의 거리기 기상 맨 S34군의 셰 1 천수
신경진응 씨1외한 모든 섣각1 군에시 CGR P 영성세포의 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1 감소하였다(p ，< 0.05， fig. 10，

259

신경영증성 동증을 유일한 흰쥐에서 신경손상부위에 따른 배근신경절 및 석수의 신경전달울질의 연동

-8

A
t

’-?

양

D:
•
/‘ι

.‘f

13 메이0011이ogra미1:'; of SP immWloslairιd sιctions Ir01l1 51 dorsal hα끼(A and B‘ xlα)) of
l-wcck group and 51 DRG(C <ll1d D， X320) of 12-wcck group 깨c ipsilatcral sidcs of S123 grouJ끼ß，
D) dcmon잉ralc a dcιrcasc of lhc immU11이'"이ivily rc1alivc [0 ll1C sha111 group's(A， C)
Fig.

Fig. 12)
위의 결괴i 블 때 순싱부위와 신경정간의 기리기 기
끼윤수꼭 CGRP 양성시1j[으1 수의 감소폭이 큰 것을 영

수있었다
SP

앙성세폭으| 수 534규괴 5123규의 제 l‘ 2， 3 천수

상과는 닫러 선정이 분포했던 부위에 신경벙증성 동증을
일으킨디 이 동증은 자딴옹(sp011lancous hU111itlg pain)과
이질흥(311odynia) 및 흥각괴 띤이ypcralgc“a) 등 다양한 형

태로 니바냐며， 알껴진시 100넌 이상이 되있으나 ， 이 에
대한기진은이식 정확히 박혀지지 않아근본적인 치료

앙1닝을 〕보브는 상대이다(Mitchcll， 1872; Dcvor‘ 1983)

산갱실 ]보든 부위에서 다1조군에 비하여 SP 양성새포의
수는 풍개직으표 유의하게 깎스하었다(p<O.05， Fîg. 11，
Fig. 13) 그러냐 534운괴 5123문 두문긴에는 흥계적으으

이 동증을 유만시키지는 않는다 신갱순싱을 당한 한 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 설엄동을의 일부는 몽증이 유안되지 않으며， 유얀뇌

한지나 산학1응플응 흥해 음 때 모든 신경손상이 똑감

너리도 개셰간의 통증의 정도치가 심하다 그러나 Bonica
(1990)는 한자을을 분�-l해 본 결괴 정중신갱이나 자공신

고

찰

부분적인 맏초신경슨상은 신갱이 완전히 섣만5.]는 순

경 등 근우1 부의 신경손상이 원위부의 신경슨상보L다 옹증
유양융이 높다고 보고하여 신경손상 부위가 동증유딸과
판겨1까 았음을 암시하였다 Lcc 등(1994)은 신경맹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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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증과 밀접한 관게를가지고 있는 교감신경섬유의 분포
를 몇 가지의 쥐뒷다리 섣험모델에시 비교한 결과， 좌골
신경에 손상을 준 Bcnnctt 모델( 1988)이나 Sc1tzcr 모델
(1990)보다는 좀 더 근위부에 신경손상을 준 Kim과 Chung
모벨(1992)에서 교감신경의 섬유싹이 많이 자라닝을 보
고하였다 또한 Kim 등(1996)은 쥐꼬리모엘(Na et al，
1994)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는대， 이 모넨에서는 여러 수
준의 척수선정이 차례로 합쳐져 간을 헝성하므로 그 중
간을 손상시키면 손상받은 부위와 손상받지 않은 부위플
완벽하게 분리시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갇은 신경절을
신경손상부위와 애근신경전간의 거리에 따라 손상위치
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신경전내로 침투해 자
라나는 전후 교감신경섬유의 양은 손상부위와 배근신경
절간의 거리가 가까울수콕 증가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릎
제시하였다(distance hypothesis) 이러한 결과는 Bennett
모벨(1988)이나 Seltzer 모벨(1990)보다는 근위부에 선정
손상을 준 Kim과 Chung 모델( 1992)에서 교감선정절제에
의한 동증완화효과가 더 갤 나타나고(Kirn 앉 al， 1993;
Choi et al， 1994)， 배근신경절내 교감신경섬유싹도 더 많
이 자라나며， Kim 과 Chung 모델(1992)이 다은 섣험모델
에 비하여 보다 교감신경에 의존적이라는 결괴 (Lcc ct al，
1994)와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신경이 손
상된 부위로부터 신경절까지의 거리 즉 신경손상부위가

러한 실험동물모텔에서 관찬되는 동각과민과 관련이 있
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Aanonscn ct 따， 1992). Kim파
Chung 모델에서도 손상당한 제 5， 6 요수후각내 SP와
CGRP가 대조측보다 적 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Park ct
따， 1993)， Villar 등(1991)과 Gaπ1800 등(1993)은 Bennett 모벤
에서 신경손상후 SP는 갇소하지만 CGRP는 변화하지 않
는다고 보고하는 등 부분적인 말초신경손상에 의하여 나
타나는 선정전달물질의 변화에 대하여 아직 정확히 밝혀
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쥐꼬리에 신정손상을 주어 신경벙증성
통증을 유발시킨 결과， 배근신경전괴 척수후각에서 SP와
CGRP가 모두 신경손상 l주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애근신경전내 SP， CGRP함유 신경세포의 수가 감소
하는 이유로는 첫째， SP외 CGRP의 유전자 발현이나 그
양은 신경성장인자에 의하여 조절되는갓으로 알려져 있
으므로ιinsay & Harmar， 1989)， 신정손상후 맏초로부버
매근신경절내로 신경성장인자의 유엽이 차단되어 SP，
CGRP의 합성이 감소되거나‘ 둘째 신경전달물질의 합성
은 선정세포의 활성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므로(Rao ct al， 1992)， 신경손상후 애근신경전에서 증
가되는 비정상적인 임펠스 발사에 의하여 SP， CGRP의
합성이 감소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Nahin ct 따，
1994) 척수후각내 CGRP의 감소는 구성성맏단에서의 양
이 감소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SP 감소는 일

신정병증성 통증에 있어 어떤 중요한 의미릎 갖는다고
추측할수 있다
말초선정이 손상되면 동각과 관련이 있는 선정전달물
질인 SP와 CGRP의 양이 변하는 것으로 딸려져 있다 SP

차구성성 섬유의 변화 외에 중추내의 변화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리 할수 있다(Bennett et al， 1989) 따리서 실
제로 척수내 선정전달물질의 면역반응도가 적게 관찰된

플 국소투여하면 척수후각세포들이 흥분하며‘ 척수내로
주입하면 통각과민반응을 보일 뿐만 이니라， 말초부위에
유해자극을 주거나， C 신경섬유를혈성화시키면 후각내

것은 선정손상후 배근신정절내에서 신정전달물질의 합
성이 감소하여 그 구섬성 말단에서의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구심성 말단이나 척수내 중간뉴우

SP의 분비가 증가하는 등， SP가 통각의 전달괴 조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증거릎 통하여 거1시된 바
있다(Besson & Chaouch ， 1987) 또한 capsalcm을 처리하띤
척수내 CGRP양이 60%까지 갇소하며(Franco-Cereceda et
al， 1987)， CGRP 분비가 척수후각내 SP 분비를촉진시켜
기 게적 유해자극전도를증가시키는 것(Oku et al， 1987)

런 자체의 활성의 증가로신경전닫물젤의 분비가 증가되
어 SP: CGRP이 고갈되기 때문일 수 도 있으므로(Garrison 앉
따， 199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기 더 진행되
어야 한갓으로 생각된다 또한 척수내 SP， CGRP의 띤역
반응도는 신경을 손상시킨 측뿐 아니라‘ 반대측에서도
갇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Garrison et al， 1993)， 본 설험
에서도 척수후각내 SP， CGRP면역반응도는 신경을 손상
시키지 않은 우측에시도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측 후각으로 교차해 틀어가는 신경
섬유나 척수로 하행해 내려오는 신경섬유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생각된다(Bashaum et al， 1978)
통각과민중 adjuvant 흑은 formalin 등에 의한 염증의
정우는 신경손상에 의한 때와는 달리 신경성장인자와
SP， CGRP가 모두 증가하며(McCarson & Goldstein， 1990)，
이때 증가된 SP 빚 CGRP는 염증에서 나타나는 동증과민

등으로 보아 CGRP도 동각의 전달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골신경에 부분적인 손상을 주어 신경병증성 통증윤
유발시킨 Bcnnctt 모델(1988)에서는 애근신경전내 GAP-43，
GAL， NPY， VIP 등의 mRNA양은 크게 증기 하나， CGRP，
SP 등의 mRNA 양은 감소하며(Nahin et al， 1994)， 척수와
애근신경절내 SP와 CGRP의 띤역만응도거 크게 갇소한
다(Carneron et al， 1991) 이때 척수후각의 laminae 1， IT에
서 SP의 수용체와의 결합은 증가하는데， 이는 적어도 이

신경병증성 통증응 유발한 흰쥐에서 신경손상우위에 따른 배큰신경절 및 적수의 신경전달툴짐의 변동

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려져 있다 따라서 만초염증과
말초신경손상은 통증이 유발된다는 점에시는 공통점을
갖지만， 말초염증에시는 신경성장인자와 SP 빛 CGRP가
모두증가하는 반면，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시킨 섣험
모벨에서는 이플 모두가 갇소하여(Heurnann 앉 al， 1987)，
이 두 증상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맏초에서의 기전은 전
혀 다픈갓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
발된 정우，NMDA 수용체 길항저1인 MK-80l을 처리하면
동증이 완화됨과 동시에， SP도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며
(Garri5on et al， 1993)，신경성장인자를 손상된 신정부위
에 주입해도 통증이 완화된다(Rcn ct al，1995) 반면에 염
증시 일어나는 통각괴민은 NMDA 수용체 걸항거1나 신경
성장인자항체를 처리하면 동증은 완화되고 증가되었던
SP，CGRP기 정 상으로 올아오는 등(Woolf et al， 1994)，상
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갓으로 보아 두 통증군에
대한 연구는 좀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 연구에서는 SP와 CGRP의 변화가 신경손상부
위와 선정절간의 거리에 따리 어떻게 나타나는가를보기
위하여 S34군과 SI23 실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경손상 l주후 척수후각내 CGRP 면역반응도는
신경손상부위와 신경전간의 거리가 시로 같은 제 3 천수
의 경우는두군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가없었으나，손상
부위와 신정절간의 거리기 서로 다픈제 1，2천수에서는
거리가 좀 더 기까운 S123군이 더 갇소하며， SP띤역반응
도는 제l 천수에서만 두 군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릎 보
였다 또한 신경절내 SP 양성세포의 수도 손상부위와의
거리가 가장 먼 S34군의 제 l 천수신경절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마서 손상부위와 신
경전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SP，CGRP의 감소폭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S34군에 비하여 SI23군에서
SP， CGRP의 감소가 크게 일어 난다는 결과는 암에서 언
급한 엄상적으로 근위부의 신정손상(본 설혐의 SI23군
에 해딩)이 원위부의 신경손상(본 질험의 S34군에 해딩)
보다 통증유발이 잘 일어난다는 사설과 연관이 있는 갓
으로 생각되며， 선정손상부위와 배근선정절간의 거리가
신경맹증성 동증과 관련이 있으리리는 것을 암시하는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행동검사결과에서는 S123군이
S34군보다 회피반응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므로，본 섣험만으
로는 신경손상후 나타나는 동증의 유멜정도와 그에 따른
신정전달물질의 감소정도릎 연관지을 수는없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똑같은 신정손상을 주었을 때 행동만응을
잘 보이는 실험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간에서도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를 비교해 보는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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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경손상 방법이나 신정손상부위에 따마 SP와
CGRP가 최대로 감소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신경을 완전전단한 경우 SP， CGRP의 mRNA는 신
경손상후 7-14일에 최대로 감소하며，SP，CGRP는 3060 일후 최대로 떨어지는 만띤，Bennett 모벨(1988)에서는
SP，CGRP mRNA카 신경손상 14일후에(N따rin et al， 1994)，
캡타이드는 20일후 에 최대로 감소하며(Bennett et al ，
1989)，근위부의 신경손상이 원위부보다 더 빠르게 mRNA
양이 변화한다고 보고되었다(Chong et a1， 1992) 본 실험
에서 신정손상후 시간경과에 따른 결과플 비교하여 보
면，1주후 보다는 12주후 에 SP，CGRP의 양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섣험모텔에서 최대로 신경전닫물칠이
감소하는 시기는 적어도 신경손상 7일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동검사의 결과는 회파반응이 l주후 유의
하게 증가하여 4주，8주플 거쳐 지속되다가， 12주후에는
모든회파만응이 소멸되어 정상으로 돌아오는갓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신경손상후 동증이 거의 소멸되는 상태
에 이르는 12주후에 관찰되는 SP， CGRP 갇소는 동증이
나타나는 l주때와는 다른기전에 의할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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