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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본 논문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르침을 베풀어주시고 예리한 지
적으로 끊임없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르쳐주신 임중우 교수님
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논문지도를 위해 애써주시고 아
낌없는 조언해 주신 남택상 교수님과 그리고 김종선 교수님
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역학교실의 최수정 선생님과 해부
학교실의 안수경 선생님의 효소결합 면역흡수 분석법과 면역
조직화학염색법과 같은 실험기법들을 가르쳐주심에 감사드립
니다.일일이 헤아릴 수 없지만 생리학 교실 모든 선생님들께
도 감사드리며 특별히 민경에게 이글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각기 다른 전공이지만 함께 연세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순령,진희,혜경,보금 그리고 영경이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10년 전,우리는 꿈을 공유 할 수 있었는
데 먼저 그 꿈을 실현하여 제게 힘이 되어준 배우 하재숙에
게 감사드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녀에게 제가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기도로 중보해 주신 화평교회 이재옥 목



사님과 천준호,강헌구,청년교구 이상헌 목사님께도 감사드
리며 화평교회동기들 희진,수진,금순,유래,소희에게 고마
움을 전합니다.약리학교실에서 모인 연대 목요성경공부모임
의 최형철 목사님 그리고 보람,지현,민주,경주,보미,선화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제게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멀리
시드니에서 주희,광저우에서 원영이 콜로라도에서 수민 서울
까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었던 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신혜,순영,문경,미조 그리고 경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무한한 지지
를 보내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 진주와 준노 그리고 어
느 곳이라도 함께 있을 성현과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10
영광,그 이전에 반드시 십자가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한 터널에서 끝도 보
이지 않는 시간의 때 하나님,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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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모카인 CCL3가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과민통 반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임임임 중중중 우우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이이 현현현 주주주

신경손상은 신경병증(neuropathy)과 이에 수반하는 통증을 초래한다.신경
손상 후 말초 및 중추신경계에서는 염증과 면역반응이 유도되고 염증중재물의
생성과 분비를 초래함이 보고되었다.이러한 염증중재물 중 케모카인 CCL3는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전구물로서,조직손상에 따른 염증상황이나 완전
신경 절단 상황에서 그 생성이나 분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CL3와
그의 수용체인 CCR1의 발현의 증가는 염증과 염증성 통증에 관계된 보고는
있으나,부분신경손상에 따르는 신경병증 통증 상황에서 CCL3와 CCR1의 발
현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CCL3가 말초신경의 부분손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 유발에

관여하는지 알아보는 일환으로서,부분신경손상 모델로 잘 알려진 제5요 척수
신경결찰(L5spinalnerveligation,L5SNL)쥐를 이용하여,CCL3가 신경병
증 통증 반응 생성에 관련되어 있는지 행동학적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고,신
경 손상 인접 부위에서의 CCL3의 발현 증가 여부를 조사하였다.마지막으로
CCL3의 수용체인 CCR1의 발현 변화 여부를 구심신경의 CCR1면역양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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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첫째 L5SNL에 의해 생성된 열적 및 기계적 과민통은 CCL3의

작용 억제제인 met-RANTES를 발바닥에 피하주사 했을 시 완화되었다.둘째
이러한 L5SNL유도 과민통 반응은 CCL3를 정상 쥐 발바닥에 피하주사 했
을 시에도 유사하게 생성되었다.셋째 L5SNL후 신경손상 부위의 말초 쪽인
좌골신경 부위에서 CCL3의 농도는 정상쥐의 경우에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는데,특히 신경손상 후 1일과 3일 째에 증가가 관찰되었다.한편 손상
반대 측 좌골신경조직과 좌우 측의 L4-및 L5-배근절에서는 CCL3농도의 변
화가 없었다.넷째 CCL3의 수용체인 CCR1에 면역 양성반응을 보이는 구심신
경은 좌우 측 L4-및 L5-배근절 모두에서 정상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수적으
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부분적 말초 신경손상에 의해 유발된 기계적 및 열적 과민

통 반응 유발에는 손상신경 부위에서 케모카인 CCL3의 발현 증가가 관여함을
보여준다.CCL3수용체인 CCR1을 보유한 구심신경의 수적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CCL3증가에 따른 CCR1의 증가를 가정한다면 단일 신경 내 CCR1
발현 증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CCL3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CCR1
길항제의 개발은 신경병증통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
핵심되는 말;신경병증통증,케모카인,CCL3,척수신경결찰,월레리변성,기계
적 통각과민,열적 통각과민,구심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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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모카인 CCL3가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과민통 반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임임임 중중중 우우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이이 현현현 주주주

III...서서서론론론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중추신경계의 손상의 결과로서 신경병증 통증이 유

발 된다1.이들 신경병증통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
도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타는 듯한 자발통(spontaneousburningpain),기
계적 또는 높은 온도의 유해 자극이 가했을 때 정상에 비해 통증을 강하게 느
끼는 통각과민(hyperalgesia),비유해성 기계 또는 열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으
로 인식하는 이질통(allodynia)등이 있다2.
신경손상 후 말초 및 중추신경계에서는 염증반응과 함께 면역과정이 유도

되고 이것이 신경병증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이 제안되었다.즉 신경손
상에 반응하여 염증세포(비만세포,중성세포,대식세포 등)가 모여들고 상주하
는 면역세포가 활성화하여 여러 염증중재물의 생성과 분비를 초래함이 보고되
었다3,4,5.염증중재물 중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 케모카인(chemokine)은 2-4
개의 시스테인(cystein)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며 G-단
백 커플 수용체에 결합하는 특성을 보이는데,아미노기 말단의 시스테인
(cystein)의 수 및 위치 차이에 따라 4개의 아계(subfamily)로 분리된다.대부
분의 케모카인은 CC(CCmotif,β chemokine)과 CXC(α-chemokine)아계로 구
성되어있다6,7,8.N-말단에 두개의 시스테인이 있는 경우에는 CC아계로 분류되
며 CXC아계의 경우에는 2개의 시스테인과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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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아계 중 아미노기 말단에 두 개의 시스테인이 서로 인접되어 있는 케
모카인 아계(CC chemokine)에는 28개의 상동형(isoform)이 있다(CCL1-28).
이들 상동형 중 CCL2와 CCL3는 각각 단핵세포와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염
증전구물질로서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MCP-1)와 macrophageinflammatoryprotein-1a(MIP-1α)로 불리
어지기도 하고,조직손상에 따른 염증상황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신경병증 상
황에서 그 생성이나 분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9,10,11.
CCL2가 염증성통증과 신경병증통증에 기여할 것임이 다음의 실험결과에

기초하여 제안되었다.즉,염증이나 신경손상 부위에서 CCL2생성이 증가하
며,CCL2의 수용체인 CCR2의 mRNA 발현도 염증 조직이나 손상된 구심신경
에서 증가하였다9,12.또한 CCR2결여 생쥐(CCR2knockoutmice)에서 염증성
통증반응과 신경병증통증반응의 유발이 결여되어 있음도 관찰되었다12.한편
CCL3의 경우는 염증반응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염증 유발
시 염증조직 에서는 CCL3와 그 수용체인 CCR1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13,
CCR1수용체 길항제의 처치는 염증 정도를 완화시켰다14,15.그러나 신경병증
상황에서의 CCL3와 그의 수용체인 CCR1의 발현변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가 없다.
위에 언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실험에서는 CCL3가 말초 신경 손

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 유발에 관여하는지 알아보는 일환으로서,신경병증
통증 모델로 잘 알려진 제5요 척수신경결찰(L5 spinalnerveligation,L5
SNL)모델 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첫째 CCL3가 정
상 쥐에서 과민통반응을 유발하며 L5SNL에 의해 유발된 과민통 반응이
CCL3의 억제제에 의하여 완화되는지 조사하고,둘째 신경손상 부위에서
CCL3생성의 증가 여부를 조사하고,셋째 CCL3의 수용체인 CCR1의 발현증
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CCR1면역양성 구심신경의 수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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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제제제555요요요 척척척수수수 신신신경경경손손손상상상신신신경경경병병병증증증 통통통증증증모모모델델델제제제작작작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실험대상인 수컷 흰쥐(Sprague-Dawley,180-200g)
를 사용하였다.신경병증 통증 모델로 제5요 척수신경 결찰(L5SNL)술을 시
행하였다.실험동물을 고농도의 enfluerane(유도 3%,유지 2%)과 O2의 혼합가
스로 흡입 마취시킨 후,수술 처치를 시행하였다.좌측 제 5요 척수신경을 노
출한 후 수술용 견사(6-0)를 이용해 노출된 신경을 양쪽으로 두 군데 결찰한
후 결찰부위의 중간을 1mm정도 말초 쪽 부위를 절단하였다16.근육과 피부
를 다시 봉합한 후 회복실로 복귀시켰다.

222...행행행동동동학학학적적적 실실실험험험
제 5요 척수 신경병증 모델에 있어서 통증 반응의 유발여부 및 감소여부는

행동검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가가가...약약약물물물투투투여여여
CCL3(rat MIP-1α, Peprotech, Rehovot, Israel)와 CCR1 길항제인
met-RANTES17(R& D systems,Minneapolis,MN,USA)를 각각 정상 쥐와
모델 쥐의 좌측 발바닥에 주입한 후 발의 기계자극에 대한 민감도 변화를 조
사하였다. 각 물질은 주사하기 직전에 멸균한 0.1 M 인산염완충용액
(phosphatebufferedsaline,PBS,pH 7.4)에 녹여서 사용하였다.약물주입 방
법으로는 발바닥 내 피하주사(intraplantarinjection)를 시행하였다.쥐를 흡입
마취시킨 후에 Hamilton주사기에 부착된 바늘(26-gauge)을 좌측 발바닥 중
앙 부 피하에 삽입하고 서서히 약 2분에 걸쳐 약물을 주입(CCL38㎍/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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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하였다(n=2).이때 약물 주입 시나 주입완료 후 주사바늘 제거 시에 약
물이 역류되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지를 수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확인
하였다.각 경우 대조군으로서 동일 량의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같은 방법으로
주입하였다.모델 쥐의 경우 약물을 신경 손상 후에 3일째에 주입하였다.

나나나...열열열적적적 과과과민민민통통통증증증
실험동물을 투명한 유리바닥 위에 위치한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넣

은 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15분 동안 환경에 적응 시켰다.열자극은 광
원을 아래에서 유리바닥을 통과하여 쥐의 발바닥 중앙 부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쪼여 줌으로서 가해주었다18.신경병증 통증 모델 쥐의 경우 발을
오므리게 되어 중앙부위가 바닥에 닿지 않을 때에는 바닥에 닿는 부위 중에
일차적으로 가장 중앙에 가까운 부위를 쪼여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 뒷
부분을 쪼여주었다.광원의 강도는 정상 쥐 발바닥에 쪼여 주었을 때 발이 회
피할 때까지의 시간 즉 발회피시간이 11±1초 되게 조정하였다.조직의 손상
을 피하기 위하여 가해주는 열자극을 20초가 넘지 않게 하였다.5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한 것의 평균을 결과로 얻는다.왼발과 오른발을 무작위적으로 양쪽
모두 측정하였다(n=9).

다다다...기기기계계계적적적 과과과민민민통통통반반반응응응
실험동물을 금속철망(망 간격,0.5x0.5cm)으로 된 바닥 위에 위치한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8x8x25cm)안에 넣은 후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
레스를 피하도록 15분간 환경에 적응시켰다.동물이 적응한 후에 가는 필라멘
트(vonFreyfilament;3.61,3.84,4.08,4.31,4.56,4.74,4.93,5.18로서 0.35,
0.53,0.78,2.5,3.7,5.2,6.0,12.5g에 상응)가 부착된 자극기를 사용하여 필라
멘트를 뒷발바닥에 가해주면서 발의 회피반응 여부를 조사하였다.여기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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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필라멘트의 최저 강도를 발회피반응 역치(paw
withdrawalthreshold,PWT)라고 정의하고 이를 구하여 기계적 통증반응의
지표로 삼았다.회피 반응의 역치는 기존에 발표된 상하 검증법(up-down
testingparadigm)으로 측정하였다19(n=6).

333...면면면역역역염염염색색색법법법

가가가...표표표본본본제제제작작작
CCR1의 양성 신경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시행

하였다.신경병증 통증 모델 쥐의 경우에는 제 5요 척수신경 결찰 3일 후에
실시하였다.휜 쥐를 마취한 후 0.1M PBS로 심장을 통해 관류하고,4% 중성
완충 포르말린 고정액(0.1M PBS를 용매로 이용,pH 7.4)으로 관류고정 하였
다.배근절을 적출한 후 4% 중성완충 포르말린 고정액에 4시간동안 고정한
뒤,4℃에서 sucrose가 첨가된 PBS에 담가 두었다(10%,20%,30% sucrose
용액에서 각각 4시간,4시간,12시간).배근절은 동결절편 제작용 포매제
(optimalcuttingtemperature,OCT compound,Torrance,CA,USA)를 이용
하여 통상 표본 제작과정에 따라 포매한 뒤 저온도 미세절단기를 이용하여
-21℃에서 14㎛로 조직을 동결 절편하였다.절편된 조직은 양이온으로 처리
된 슬라이드(Probeonplus-slide,FisherScientific,Pittsburgh,PA,USA)에
붙인 후 -80℃에서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하였다.

나나나...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 화화화학학학염염염색색색법법법(((iiimmmmmmuuunnnooohhhiiissstttoooccchhheeemmmiiissstttrrryyy)))
배근절에서 CCR1의 양성신경세포의 확인을 위해 먼저 박절된 절편조

직은 배경염색을 막기 위해 PBS로 세정하여 포매제를 잘 씻어낸 후 1시간 동
안 blocking한 후, 1:100으로 희석한 anti-CCR1 항체(Santa 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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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Santa cruz,CA,USA)를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처리한 뒤
PBS세척하였다.이에 이차항체인 biotinylatedanti-rabbitIgG 항체를 1시간
동안 처리하고 PBS로 세척하였다.그 뒤 HRP-conjuagatedstreptavidin을 붙
인 후 상온에서 10동안 incubation하였다(Histostain-plus kit,Zymed,San
Francisco, CA, USA). 이를 3,5-diaminobenzidine(DAB)으로 발색하였다
(DAB-pluskit,Zymed,SanFrancisco,CA,USA).면역양성 신경세포의 수
를 계수하기(counterstaining)위하여 헤마톡실린(hematoxylin)로 적절하게 핵
염색을 실시하였다.에탄올 계열로 탈수하고 xylene으로 투명시킨 후 봉입과
정을 거친 후 현미경 관찰을 하였다(n=6).

다다다...관관관찰찰찰 및및및 계계계측측측
각 배근절 내에서 CCR1에 대해 양성으로 발색된 세포의 수와 총 배

근절 세포 수를 세어 비율로 나타내었다.총 세포의 계수 시 hematoxylin에
진하게 염색된 세포만을 포함하였다.배근절 세포의 세포체 직경은 세포체 원
주의 장축과 단축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계측하였다.장축과 단축의 측정
은 영상자료 분석 프로그램(Meta-Morphimageanalyzer,UniversalImaging
Corp.,Downington,PA,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배근절세포는 직경의
크기에 따라 30㎛ 이하는 소형세포,30-50㎛는 중형세포,그리고 50㎛ 이상
은 대형세포로 분류하였다20.

444...효효효소소소결결결합합합 면면면역역역흡흡흡수수수 분분분석석석법법법(((eeennnzzzyyymmmeee---llliiinnnkkkeeeddd iiimmmmmmuuunnnooosssooorrrbbbeeennnttt aaassssssaaayyy;;;
EEELLLIIISSSAAA)))

실험동물은 제5요 척수 신경 손상 후,1,3,5,7,14,21일째로 분류하
였다.신경손상 후 왈레리변성(Walleriandegeneration)이 진행되는 좌골신경
(sciaticnerve,n=6)및 반대측 좌골신경과 좌우측 L4-및 L5-DRG(n=4)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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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다.좌골신경은 신경손상을 한 부위에서 2cm 떨어진 곳에서부터
1.5cm를 잘라 적출하였다.반대측은 대칭되는 같은 지점의 좌골신경을 적출
하였다.채취한 표본을 -80℃ 냉동고에서 실험을 시행하기 직전까지 보관하였
다.실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표본을 4℃에서 녹인 후 좌골신경과 배근절은 단
백질 분쇄를 막는 억제제(proteaseinhibitor)를 포함한 lysisbuffer(20mM
imidazole-HCl,pH 6.8,100mM KCl,1mM MgCl2,10mM EGTA,1.0%
TritonX-100,10mM NaF,1mM sodium molybdate,1mM EDTA,1µg/
㎖ of leupeptin, aprotinin, and PMSF, sigma, Roche) 에서 균질화
(homogenization)를 시켰다21.원심분리 (10,000g,4℃,10min)를 한 뒤,상층
액을 취하고 ELISA kit(ratMIP-1α,AntigenixAmereica,NewYork,NY,
USA)에 지시에 따라 ELISA 분석을 시행하였다.표준 곡선(standardcurve)
은 CCL3(ratCCL3,AntigenixAmereica,NewYork,NY,USA)를 이용하여
100ng/㎖부터 1/2씩 순차적으로 희석하였고(serialdilution)광학밀도는 450
nm파장에서 분석하였다22.

555...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계측한 모든 자료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배근절 내 면역반응

양성 신경세포의 개수에 관해 다른 처리를 받은 그룹 간의 비교와 CCL3의 농
도에 관해 신경손상 후 시간 경과가 다른 그룹간의 비교는 unpairedt-tests를
통해 분석하였다.행동학적 실험에서 피하주사한 약물에 대한 회피반응 변화
는 주사 전 대조값과 약물 주사 시간 경과 후 값 간의 paired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각 경우에 있어서 p값이 0.05보다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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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과과과

111...정정정상상상 쥐쥐쥐와와와 모모모델델델 쥐쥐쥐의의의 발발발바바바닥닥닥 피피피하하하에에에 주주주사사사한한한 CCCCCCLLL333과과과 CCCCCCRRR111길길길항항항제제제에에에 의의의
한한한 열열열 및및및 기기기계계계자자자극극극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발발발 민민민감감감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CCL3를 정상 쥐 발바닥에 주입 하였을 때 제5요 척수신경 손상 시 생성된
과민통 반응과 유사하게 과민통 반응이 생성되었고,제5요 척수 신경손상 모
델에서 관찰된 과민통 반응은 met-RANTES를 주입하여 CCR1의 활성을 차
단할 결과 통증반응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이때 열과민통 반응의 감소가 기
계과민통 반응의 감소에 비하여 감소정도가 약했다.
그림-1에 경우 CCL3의 정상 쥐 발바닥에 주입 시 기계적 및 열적 과민통

반응의 생성효과를 살펴보았다.이는 제5요 척수 신경손상 신경병증 모델 시
생성되는 과민통 반응과 유사하였다.그림-1에서 A는 정상 쥐에 CCL3(8㎍
/PBS30㎕)을 주입한지 1시간 후부터 3,5,8시간 후에 발바닥에 가해준 열
자극에 대한 발회피 반응을 보이기까지의 시간을 조사하였는데,발회피시간은
CCL3주입 후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대조군의 값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감소함
으로서 열적 과민통반응을 보였다.반면 발바닥에 가해준 기계자극에 대한 발
회피반응의 역치는 대조군의 값에 비하여 CCL3주입 후 1시간 후에 유의미하
게 감소함으로서 기계적 과민통반응을 보였다(그림-1B).
제5요 척수 신경손상에 의해 유도된 열적 과민통반응과 CCL3가 관련이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CCL3수용체인 CCR1의 길항제을 국소적으로 손상 측
발바닥에 주입한 후에 열 자극에 대한 발회피시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신경손상 후 감소하였던 발회피시간은 met-RANTES
(7.5㎍/PBS30㎕)주입 후 30분부터 시작 하여 5시간가량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반전되어 증가하였다.즉,신경병증 모델 쥐에서 열자극에 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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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정정정상상상 쥐쥐쥐에에에서서서 CCCCCCLLL333을을을 발발발바바바닥닥닥에에에 주주주입입입한한한 후후후 시시시간간간 경경경과과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기기기계계계 및및및 열열열자자자극극극에에에 대대대
한한한 발발발회회회피피피반반반응응응 역역역치치치의의의 변변변화화화...(A)정상 쥐에 CCL3주입군이 대조군인 식염수 주입군에 비하여
1시간 후부터 5시간 까지 열자극에 대한 발회피반응 역치가 감소하였다.(B)정상쥐에서 기계
자극에 대한 발회피반응 역치는 CCL3주입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주입 1시간 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각 경우 CCL3는 8㎍/PBS30㎕,식염수는 30㎕ 주입하였다.

회피시간은met-RANTES를 주입 전 4.8017±0.2298초에서 주입 후 9.6350
± 0.2322초로 증가하였다.한편 제5요 척수신경손상에 의해 유도된 기계적
통증반응에 대한 CCR1길항제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를 그림-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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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 제제제555요요요 척척척수수수신신신경경경 손손손상상상 모모모델델델 쥐쥐쥐에에에서서서 생생생성성성된된된 열열열적적적 과과과민민민통통통반반반응응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발발발바바바닥닥닥에에에 주주주입입입한한한
mmmeeettt---RRRAAANNNTTTEEESSS의의의 효효효과과과...모델 쥐에서 신경손상 후 열자극에 대한 발회피역치가 감소함을 보임
으로서 열적 과민통반응를 보였다.이 상태에서 CCR1의 길항제인 met-RANTES(7.5㎍/PBS
30㎕)을 신경손상 동측의 발바닥 피하에 주입하였더니 감소하였던 발회피역치가 반전되면서
증가하였다.이러한 반전은 생리식염수를 주입(30㎕)해 준 대조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5시간 가
량 유의미하게 지속되었다.(*p<0.05, **p<0.05, ***p<0.001 Mann-Whitney Rank Sum 

Test)

그림-3 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경손상 후 감소된 발회피 역치는
met-RANTES 주입 전 1.8407± 0.4016g 에서 주입 30분 뒤에 5.1803±
0.3653g으로 증가하였는데,이러한 증가는 5시간가량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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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제제제555요요요 척척척수수수신신신경경경 손손손상상상 모모모델델델 쥐쥐쥐에에에서서서 생생생성성성된된된 기기기계계계적적적 과과과민민민통통통반반반응응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발발발바바바닥닥닥에에에 주주주입입입
한한한 mmmeeettt---RRRAAANNNTTTEEESSS의의의 효효효과과과...모델 쥐에서 신경손상 후 기계자극에 대한 발회피역치가 감소함을
보임으로서 기계적 과민통반응를 보였다.이 상태에서 CCR1의 길항제인 met-RANTES(7.5㎍
/PBS30㎕)을 신경손상 동측의 발바닥 피하에 주입하였더니 감소하였던 발회피역치가 반전되
면서 증가하였다.이러한 반전은 생리식염수를 주입(30㎕)해 준 대조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5시
간 가량 유의미하게 지속되었다.(*p<0.05,**p<0.05Mann-WhitneyRankSum Test)

222...배배배근근근절절절 내내내 CCCCCCRRR111---면면면역역역반반반응응응 양양양성성성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

배근절에서 CCR1의 항체를 사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방법으로 염색한
표본에서 면역반응에 양성을 보이는 신경세포는 주로 직경이 작은 신경원에서
발견되었는데,그 전형적인 예를 그림-4에서 나타내었다.이러한 CCR1면역
반응 양성 세포를 모델쥐와 대조군의 제5요 척수 배근절에서 계수하여 직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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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배배배근근근절절절 내내내 CCCCCCRRR111양양양성성성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를를를 보보보여여여주주주는는는 예예예...(A)정상 쥐의 좌측 L4배근절.(B)
정상 쥐의 좌측 L5배근절.(C-F)척수신경손상 모델 쥐의 손상측 L4(C),반대측 L4(D),척수
신경손상 모델 쥐의 손상측 L5(E),반대측 L5(F)배근절.▲표시는 CCR1면역반응 양성인 신
경세포를 나타낸 것이며 대부분 작은 직경의 신경원이었다.Scalebar100㎛,배율 4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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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배배배근근근절절절 내내내 CCCCCCRRR111양양양성성성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 비비비율율율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척척척수수수신신신경경경 손손손상상상 쥐쥐쥐와와와 정정정상상상 쥐쥐쥐 간간간의의의
비비비교교교...(((A-E)는 특정 배근절 내에서 크기 별로 배근절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히스토
그램로서 총 세포와 CCR1양성세포로 구분하였다.정상 쥐의 경우 L4와 L5배근절(A)에서,그
리고 모델 쥐의 경우 손상 측 L4(B)와 반대측 L4(C),손상 측 L5(D)와 반대측 L5(E)의 배근절
에서 분석하였다.(F)는 A-E의 결과를 작은직경(<30㎛),중간직경(30-50㎛),큰직경(>50㎛)
의 배근절세포로 재구분하여 각 세포그룹 내 다섯 배근절에서 보이는 CCR1양성 세포 빈도를
나타내었다.CCR1양성 세포 빈도는 세 그룹 모두에서 모델 쥐의 손상 측 L4와 L5배근절,그
리고 비손상 측 L4와 L5배근절 어느 경우도 대조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씩 증가하는 크기를 가진 신경세포에 포함되는 수의 분포를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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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림-5에 나타내었다.각각의 배근절에 존재하는 총 신경세포 수의 평균
값은 모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또한 정상 쥐의 제4요 배근절
내 CCR1면역양성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통증모델 쥐의 손상 측
L4/L5-배근절과 반대 측 L4/L5-배근절 내 CCR1면역양성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33...손손손상상상신신신경경경 부부부위위위에에에서서서의의의 CCCCCCLLL333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제5요 척수 신경손상 이후에 말초 쪽으로 왈레리변성이 진행되는 좌골신경
부분에서와 중추쪽인 배근절에서 CCL3의 농도변화를 효소결합 면역흡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그림-6에서 좌골신경의 경우 신경손상을 가한
이후에 1,3,5,7,14,21일째 되는 실험군에서 확인하였다(각 그룹,n=6).
CCL3의 농도의 증가는 손상을 받지 않은 정상 쥐인 대조군(n=6)에 비해 특히
1,3일째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정상 쥐의 좌골신경의 CCL3농도는 41.9702
±3.7754ng/㎖ 이며,통증 모델 쥐에서 신경손상을 가한 뒤 1,3일째에 손상
부위 좌골신경의 CCL3농도는 각각 89.4758± 7.4121ng/㎖과 80.6943±
7.9750ng/㎖로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배근절 내 CCL3농도변화의 경우는 정상 쥐,모델 쥐 손상 측,모델쥐 손

상 반대 측의 L4-배근절과 L5-배근절에서 조사하였다(정상 쥐,n=4;모델 쥐
각 그룹,n=4).그림-7에서 보듯이,L4배근절 CCL3농도는 정상 쥐에 비하여
모델쥐의 손상측이나 손상 반대측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L5배근절 CCL3농도 역시,그림-8에서 보듯이 정상 쥐에 비하여
모델쥐의 손상측이나 손상 반대측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비록 통계적 의의는 없었더라도,L4및 L5배근절 내 CCL3농도
는 신경손상 후 1일째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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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정정정상상상쥐쥐쥐,,,모모모델델델쥐쥐쥐 손손손상상상측측측,,,모모모델델델쥐쥐쥐 반반반대대대측측측의의의 좌좌좌골골골신신신경경경 간간간에에에 CCCCCCLLL333농농농도도도 비비비교교교...제5요 척
수신경 손상 후 1일과 3일 째 손상 측 좌골신경에서 대조군의 경우에 비해 CCL3농도가 2배
가량 증가하였다(n=6,*p<0.05,**p<0.005,***p<0.001,unpairedt-tests).그러나 반대측 좌
골신경의 경우는 대조군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각 그룹에서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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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정정정상상상쥐쥐쥐,,,모모모델델델쥐쥐쥐 손손손상상상측측측,,,모모모델델델쥐쥐쥐 반반반대대대측측측의의의 LLL444배배배근근근절절절 간간간에에에 CCCCCCLLL333농농농도도도 비비비교교교...제5요
척수신경 손상 후 손상받지 않은 비손상 구심신경의 세포체가 포함되어있는 L4배근절에서는
정상쥐의 배근절에 비교하여 CCL3농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n=4).손상 반대측 L4배근절
의 경우도 차이가 없었다.각 그룹에서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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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정정정상상상쥐쥐쥐,,,모모모델델델쥐쥐쥐 손손손상상상측측측,,,모모모델델델쥐쥐쥐 반반반대대대측측측의의의 LLL555배배배근근근절절절 간간간에에에 CCCCCCLLL333농농농도도도 비비비교교교...
제5요 척수신경 손상 후 손상받은 비손상 구심신경의 세포체가 포함되어있는 L5배근절에서는
정상쥐의 배근절에 비교하여 CCL3농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n=4).손상 반대측 L5배근절
의 경우도 차이가 없었다.각 그룹에서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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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본 실험에서는 제5요 척수신경 결찰(L5SNL)모델 쥐와 대조군을 이용하
여,손상신경이 분포하는 뒷발피부에서 CCL3의 작동을 차단한 결과 이 모델
에서 관찰된 기계적 및 열적 과민통 반응이 완화됨을 보였다.또한 CCL3를
정상 쥐 발바닥에 주입하였을 때 L5SNL모델 쥐에서 관찰된 기계적 및 열
적 과민통과 유사한 반응이 생성되었다.그리고 L5SNL후 신경 손상 부위의
말초 쪽인 좌골신경 조직에서 CCL3의 농도가 정상 쥐의 경우와 비교하여 유
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특히 신경손상 후 1일과 3일 째 날에 증가가 관찰되
었다.마지막으로 CCL3의 수용체인 CCR1에 면역 양성반응을 보이는 구심신
경은 좌우 측 L4-및 L5-배근절 모두에서 정상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수적으
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L5SNL후 확립된 기계적 및 열적 과민통 반응이 손상측 발피부에 국소
적으로 주입해 준 CCR1길항제인 met-RANTES에 의해 완화됨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흰쥐 발바닥 피부에서 지속적인 CCL3의 활성화가 과민통 반응의
유지(maintenance)에 기여함을 의미한다.한편 CCL3가 과민통 반응의 유도
(induction)에 기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CL3와 met-RANTES를 동시
에 주입하여 CCL3작용을 차단 후 L5SNL가 과민통증 반응을 유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만약 met-RANTES를 전처치한 뒤 L5SNL
에 의한 기계적 및 열적 과민통증반응의 유도가 억제된다면 CCL3가 L5SNL
에 의한 과민통 반응의 유도에 관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CCL3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 상황에서 주로 대식세포로부터 분비 된다21.

면역보강제(adjuvant)를 피하에 주입한 관절염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 염증조
직 내 CCL3의 mRNA 발현이 증가하고 CCL3항체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세
포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14,15.이는 염증상황 시 CCL3생성에 관여하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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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많은 양의 CCL3가 분비될 것임을 의미한다.한편,
좌골신경을 완전절단(completetransection)한 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 절단된
신경 주변부위에서 CCL3의 증가9와 CCL3의 mRNA의 증가를 보고하였다24.
이는 신경손상 상황에서도 염증상황 시와 유사하게 CCL3생성이 증가함을 보
여준다.이 결과는 좌골신경에 부분적 신경손상을 가해준 모델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즉,L5SNL으로부터 말초 쪽인 좌골신경 부위에서
CCL3의 농도가 정상 쥐의 경우와 비교하여 손상 후 1일과 3일 째 날에 증가
하였다.이곳 좌골신경부위에는 왈레리변성(Walleriandegeneration)을 보이는
손상신경 축색과 손상 받지 않은 구심신경의 축색들이 밀착하여 함께 뒤섞여
존재하는데,이러한 상황에서 증가된 CCL3가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세포 중에
는 손상 받지 않은 구심신경을 생각할 수 있다.CCL3의 증가는 그 수용체인
CCR1의 발현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정상 쥐의 구심신경의 신경세포
체에는 CCR1이 발현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25.따라서 신경병증 상황에서
손상 받지 않은 구심신경에서 CCR1발현이 더욱 항진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부분적으로 말초신경에 손상이 가해진 신경병증 상황에서

CCR1의 발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이때 손상 받은 구심신경과
손상 받지 않은 구심신경에서의 CCR1발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CCR1
면역 양성 세포의 수적 변화를 검사하였다.이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병
리적 상황에서 특정단백질을 발현하는 신경세포가 여러 성장인자(trophic
factor)의 작용으로 인하여 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는 점이다
26,27,28.그러나 본 실험결과는 부분신경 손상 후 손상 측이나 손상 반대 측 모
두에서 CCR1면역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의 수적 변화가 손상신경세포나 비
손상 신경세포에서 관찰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적인 면에서의 변화와는 상관
없이 신경세포 내 CCR1발현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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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암과 관련한 MIF(macrophagemigrationinhibitoryfactor)의 경우 이
들을 포함하는 세포의 수적 변화 없이 그 발현이 항진됨이 보고 된 바 있다29.
따라서 L5SNL후 좌골신경 부위에서 발현되는 CCR1의 세포내 단백질이나
mRNA 수준에서의 양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차후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말초신경의 부분손상에 따른 신경병증 시 손상 말초 쪽 신경에서 생성된

CCL3가 기계적 및 열적 과민통 반응 유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아
직 밝혀진 바가 없다.그러나 다음 실험결과는 그 기전 설명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즉,정상 쥐에서 CCL3의 수용체인 CCR1은 C-및 Aδ-구심신경에
존재하며25,염증상황에서는 CCL3와 CCR1의 발현이 증가한다30.또한 CCL3는
열과 캡사이신의 수용체인 TRPV1채널을 민감화시킨다20,31.따라서 이들 결과
에 기초하면,부분적 말초신경 손상 후 손상신경의 말초 쪽으로 진행되는 왈
레리변성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염증반응이 유도되고 그 결과 CCL3를 포함하
는 여러 염증전구물질이 분비될 것이다.특히 CCL3는 비손상 침해수용성 구
심신경에서 항진되어 발현되는 CCR1에 작용하여 TRPV1채널과 함께 여러
채널을 민감화하고,이를 통해 침해수용성 구심신경이 민감화 한 결과 행동학
적으로 과민통 반응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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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제5요 척수 신경손상 신경병증 모델 쥐에서 부분적 말초신
경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병증통증에 말초의 CCL3가 기여할 것임 밝히고
자,제5요 척수 신경결찰모델 쥐를 이용하여 1)신경손상 동측 발바닥 내 피
하주입한 CCL3작용 차단제가 신경병증 통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2)CCL3의 수용체인 CCR1를 발현하는 구심신경의 수적변화를 제5요 척수 배
근절(손상된 구심신경 세포체 존재)과 제4요 척수 배근절(비손상 구심신경세
포체 존재)에서 조사하고,3)신경손상 부위의 말초 쪽 좌골신경 부위에서
CCL3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CCL3의 정상 쥐 발바닥에 주입 시 기계적 및 열적 과민통 반응이 생성되
었다.이는 제5요 척수 신경손상 시 생성된 과민통 반응과 유사하였다.

2.제5요 척수 신경손상 시 유발된 기계적 및 열적 과민통증 반응은 손상 동
측 발바닥 피하 주사를 통해 국소적으로 가해준 CCR1의 길항제인
met-RANTES에 의해 완화되었다.

3.제5요 척수 신경손상 후 신경 손상 부위의 말초 쪽인 좌골신경 조직에서
조사한 CCL3의 농도는 정상 쥐의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신경손상 후 1일과 3일 째 날에 증가가 관찰되었다.한편 손상 반대측
좌골신경과 좌우측의 L4-및 L5-배근절에서는 CCL3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했다.

4.CCL3의 수용체인 CCR1에 면역 양성반응을 보이는 구심신경은 신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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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과 반대 측의 L4-및 L5-배근절 모두에서 정상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수적
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CCR1면역양성세포는 주로 작은직경과 중간직경
크기의 세포에서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부분적 말초 신경손상에 의해 유발된 기계적 및 열적 과민
통 반응 유발에는 손상신경 부위에서 케모카인 CCL3의 발현 증가가 관여함을
보여준다.CCL3수용체인 CCR1을 보유한 구심신경의 수적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CCL3증가에 따른 CCR1의 증가를 가정한다면 단일 신경 내 CCR1
발현 증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CCL3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CCR1
길항제의 개발은 신경병증통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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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heinvolvementofperipheralchemokineCCL3inhyperalgesia

followingperipheralnerveinjuryinrats

HyunJuLee
Departmentofmedic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oongWooLeem)

Peripheralnerveinjuryoftenleadstoneuropathicpain.Whena
nerve is damaged,immune cells infiltrated lead to release of
numerousinflammatorymediatorsincludingchemokines.Chemokines
areproducedandreleasedfrom macrophagesduring inflammation.
Therehavebeen many studiesconcerned with upregulation ofa
proinflammatory chemokine CCL3 and its receptor CCR1 in
inflammatory pain states.However,itis notelucidated to date
whetherCCL3andCCR1areinvolvedinmediatingneuropathicpain
followingperipheralnerveinjury.
ThegoalofthisstudyistoinvestigatewhetherCCL3isinvolved

innerveinjury-inducedneuropathicpainusinganL5spinalnerve
ligation (L5SNL)ratmodelofneuropathy.To achievethis,we
examined 1) whether CCL3 is related to the induction or
maintenanceofheatandmechanicalhyperalgesiafollowingL5SNL,
2) whether CCL3 expression following L5 SNL changed in



- 29 -

degenerating axonsin theaffected sciaticnerve,and 3)whether
CCR1expressionfollowingL5SNLchangedinunaffectedL4-and
affectedL5-afferentneurons.
Theresultsobtainedwereasfollows.First,intraplantarinjection

ofCCR1antagonistmet-RANTESintothehindpaw oftheratwith
L5 SNL attenuated both L5 SNL-induced mechanicaland heat
hypersensitivities.Second,intraplantarinjection ofCCL3 into the
hind paw ofthenaiveratmimicked theeffectsofL5SNL by
showingincreasedmechanicalandheatsensitivitiesofaffectedhind
paw.Third,followingL5SNL,thelevelofCCL3increasedinthe
sciaticnervewithdegeneratingaxonsonpost-injurydays1and3.
NochangesinCCL3levelwereobservedinthecontralateralsciatic
nerve and L4/L5 DRGs ofipsi- and contra-lateralsides.Lastly,
following L5 SNL,CCR1-expressing DRG neurons showed no
changesinnumberinbothunaffectedL4andaffectedL5DRGsas
comparedwithDRGsofnaiverats.
TheresultssuggestthatchemokineCCL3isinvolvedinnerve

injury-induced hyperalgesia via increased expression in the
degenerating nerve following nerve injury. A specific CCR1
antagonistmayprovideanoveltherapeuticoptionforthetreatment
ofneuropathicpain.
---------------------------------------------------------
KeyWords:neuropathicpain,chemokine,CCL3,spinalnerveligation,
Wallerian degeneration, mechanical hyperalgesia, thermal
hyperalgesia,noci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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