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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흰쥐에서 Capsaicin이 전립선의 감각 신경에 미치는 영향 

 

목적: 국소적으로 전립선 내에 capsaicin 투여 후 감각 신경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여  전립선에서 capsaicin에 민감한 신경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방법: Capsaicin을 직접 전립선 내로 투여한 후 제2요수(L2) 척수신경절에

서의 영향을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CGRP)와 neurofilament 면

역반응 신경원의 변화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L2와 제8흉수(T8)의 척수에서

는 CGRP와 substance P(SP)의 면역반응성을 면역 조직화학적으로 관찰하

였다. 전립선 내에 투여한 capsaicin이 전립선 구심성 섬유를 탈감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capsaicin 투여 후 척수에서 c-fos의 발현을 L2, 제6요수

(L6)와 T8에서 시기별로 관찰하고 capsaicin 전처치 후 유해물질의 일종

인 xylene을 재차 투여 시 척수에서 나타나는 c-fos의 면역반응도를 L2와 

L6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전립선 내로의 capsaicin 직접 투여가 미치는 조

직학적 변화와 전립선 내 CGRP와 SP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결과: L2 척수신경절에서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는 capsaicin투

여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의의 있게 감소하여 투여 24시간에 최저치에 

도달한 후 1달까지 거의 양성 신경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neurofilament 양성 신경원의 수는 정상대조군과 비교해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L2 척수에서 capsaicin 투여 후 CGRP와 SP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의

의 있게 감소하였으나 용매투여군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전립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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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성 섬유가 종말하지 않는 T8 척수에서는 capsaicin 투여 후 CGRP와 

SP에 대한 면역반응이 capsaicin과 용매투여군 모두에서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apsaicin과 용매를 투여한 군 모두에서 L2 와 L6 척수에

서 c-fos 단백질에 양성을 나타내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투여 1달 

후에는 정상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T8 척수에서는 capsaicin과 용매를 투

여한 군 모두에서 c-fos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Capsaicin 전처치 후 xylene을 투여하였을 때 xylene 단독 투여 때보다 

L2 및 L6 모두에서 c-fos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capsaicin 투여 1주일 후 두드러져 전립선 내에 capsaicin 투여 시 

전립선의 감각 신경이 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립선을 CGRP, SP를 

항원으로 하는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관찰한 결과 정상대조군의 전립선에서

는 CGRP, SP 함유 신경섬유가 상피하 조직에서 다수 관찰되었으나 

capsaicin을 투여한 경우 전립선 신경 섬유의 CGRP, SP 면역화학 반응도

는 크게 저하되었으며 capsaicin 투여 1개월 후에도 면역반응도가 저하된 

채로 남아 있었으나 조직 자체의 변화는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흰쥐 전립선에는 capsaicin에 민감한 감각 신경이 존

재하며 capsaicin은 이를 탈감시키나 전립선 조직의 형태에는 변화를 초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립선으로의 국소적인 

capsaicin 투여는 전립선통의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전립선, 전립선통, 감각 신경, capsaicin,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substance P, c-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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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에서 Capsaicin이 전립선의 감각 신경에 미치는 영향 

< 지도 마상열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장 환 

 

I. 서론 

 

전립선통(prostatodynia)은 구미에서 비뇨생식기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

하는 환자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흔한 증후군이며 100여년 전부터 기술

이 되었고 감염, 자가 면역, 전립선 내 요의 역류, 그리고 내분비적 원인 등

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효

과적인 치료 또한 없는 실정으로 많은 환자들이 회음부, 하복부, 허리의 통

증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1 만성적인 환

자들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심근경색, 협심증, 크론병 환자들과 비슷한 

것으로 밝혀져 동통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2 전

립선의 자율신경은 사정시 전립선액의 배출 조절과 전립선비대증에서 발생

하는 요폐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4 감각 신경은 전립선

통의 증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5,6 따라서 전립선의 감각 신경

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전립선의 분비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립선통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 일 것이다. 

Capsaicin(8-methyl-N-vanillyl-6-nonenamide)은 고추에서 매운 맛

을 내는 물질로서 초기의 강렬한 자극 후에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무감

각을 초래한다.7 Capsaicin은 감각 신경 섬유에만 작용을 하며 특히 말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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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무수신경섬유 중 C 섬유(unmyelinated C-fiber)와 같은 직경이 가는 

통각 전달 신경(thin nociceptive nerve)을 자극하여 결국 탈감

(desensitization)을 일으키는데 이를 ‘capsaicin-desensitization’이라고도 

하며8,9 이는 통각 전달에 관여하는 신경펩타이드인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CGRP)와 substance P(SP)의 고갈에 의해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따라서 척수신경절 및 척수 후각에서의 CGRP

와 SP의 변화를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염색하여 관찰함으로써 capsaicin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증의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증하는 방법

으로 조기발현유전자(immediate early gene)인 c-fos의 생산 물질인 

c-fos 단백질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관찰하는 형태학적 검정 방법이 

capsaicin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12,13  

Capsaicin에 대한 연구는 Jancso 등이 신생 흰쥐에 capsaicin을 투여한 

후 화학유해물질에 대한 탈감과 척수신경절에서의 신경원 중 통각에 관여하

고 neurofilament 단백질에 대한 면역화학반응을 보이지 않는 B형 척수신

경절 세포의 파괴를 관찰한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4 이후 

Abelli 등은 흰쥐에서 전처치로서 capsaicin을 전신적으로 투여한 후 

xylene과 같은 유해물질을 방광 내에 주입한 결과 전처치 없이 xylene만 

주입했을 때와는 달리 내장기의 동통(visceral pain)을 시사하는 행동 변화

를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한 후 흰쥐 방광의 통각에는 capsaicin에 민감한 

일차 구심성 신경(primary afferent nerve)이 관여한다고 하였다.15 Maggi 

등은 흰쥐 방광 점막에 capsaicin을 도포한 후 기타 전신에 있는 capsaicin

에 민감한 신경에는 영향없이 국소적으로 탈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16 Capsaicin에 민감한 신경은 사람에서 피부, 기관지, 혀, 그리고 소

장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7-21 방광에서의 존재는 과민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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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환자에서 방광 내에 capsaicin을 투여한 후 과반사의 소실을 관찰함으로

써 밝혀지게 되었다.22  

만성적인 동통의 치료에 있어 감각 신경을 선택적으로 억압시킬 수 있다

면 기존의 진통제를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Craft 등은 흰쥐 방광 내에 

capsaicin을 직접 주입하고 국소적으로 구심성 섬유의 탈감을 시사하는 흰

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국소적인 도포로도 심부 장기(deep structure)

의 감각 신경을 탈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3 임상적으로 capsaicin을 

사람의 피부에 도포하면 통증이 유발된 후 통증 감각이 저하되며 1회 도포

로 24시간까지 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24 현재 여러 부위의 통증 치료와 과

민성 방광이 나타나는 척수 손상 환자나 간질성 방광염 환자에서 비수술적

인 방법으로 병적인 배뇨반사를 차단하는 치료제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증을 담당하는 감각 신경의 탈감을 초래하는 

capsaicin을 전립선 내에 투여한다면 전립선의 파괴 및 기능 변화를 초래하

지 않으면서 전립선통 때 발생하는 통증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립선의 일차 구심성 섬유는 흰쥐 척수에서 방광 경부의 

일차 구심성 섬유와 비슷하게 주로 제2요수(L2)와 제6요수(L6) 및 각각의 

척수신경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25 capsaicin에 민감한 지의 여부

와 전립선 내에 직접 capsaicin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보고

는 없는 실정으로 본 실험에서는 흰쥐의 전립선 내에 capsaicin을 투여한 

후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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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체중 약 200-300gm의 성숙한 수컷 Sprague-Dawley계 흰쥐 68마리

를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은 전립선에 capsaicin 또는 용매를 투여하고 1시

간, 2시간, 24시간, 1주, 1달 후에 각각 5마리씩 희생시켰다. 전립선 내에 

xylene을 투여한 군에서는 xylene 단독 투여, capsaicin 전처치 24시간과 

7일 후 xylene을 재투여하고 각각 5마리씩 희생시켰다. 정상대조군 3마리

에 sham operation을 시행하고 capsaicin만 투여한 군과 동일하게 관찰하

였다.  

 

2. 약제 투여 

  가. Capsaicin 투여 

Capsaicin(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은 용매(10% 

ethanol, 10% Tween 80, 80%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stock solution을 

4mM로 만든 후 각 개체당 0.125㎖을 주사하여 capsaicin 주사량이 0.5μ

mole이 되도록 하였다. 흰쥐는 ether를 흡입시켜 마취시킨 후, 정중앙 하복

부 피부를 약 2cm 종절개하고 복직근은 절개하지 않고 좌우로 벌려 전립선

을 노출시킨 후 26G 바늘을 이용하여 전립선의 우측 복엽(ventral lobe) 

내에 약제를 투여하였다. 용매투여군은 용매(10% ethanol, 10% Tween 80, 

80% 생리식염수) 0.125㎖만을 투여하였다. 주입 후 복부를 봉합하고 

gentamycin 1mg을 근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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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ylene 투여 

Xylene투여군은 capsaicin투여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xylene을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capsaicin을 투여하여 전처치 한 후 24시간과 7일 후에 같은 

방법으로 개복하여 전립선의 우측 복엽에 xylene을 주사하였다. Xylene은 

용매(10% ethanol, 10% Tween 80, 80%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30%가 

되도록 한 후 총량 0.125㎖을 주사하였다.  

 

3. 표본 제작 

각 약제를 투여한 흰쥐를 시기에 따라 ether를 사용하여 마취시킨 후, 

2% sodium nitrate와 2% heparin을 넣은 생리식염수 용액을 심장을 통해 

관류하고, 4% paraformaldehyde용액으로 관류하여 고정한 다음 척추궁절

제술(laminectomy)을 시행하여 L2 척수신경절 및 제8흉수(T8), L2, L6 

척수 분절을 적출하였으며, 개복하여 전립선을 적출하였다.  L2 척수신경절

은 약제 투여 24시간, 1주, 1달 후의 실험 동물에서만 적출하였다.  

가. 척수신경절 

척수신경절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파라핀에 포매한 후 6㎛ 두께로 연

속절편을 제작하고, CGRP와 neurofilament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

다.   

나. 척수 

적출된 척수는 paraformaldehyde에 담가 4℃에서 24시간 고정한 후 

vibratome을 사용하여 50㎛로 박절하고 T8, L2, L6 척수에서 c-fos, T8, 

L2 척수에서 CGRP, SP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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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립선 

전립선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파라핀에 포매한 후 6㎛ 두께로 연속절

편을 제작하고, CGRP, SP 면역조직화학염색과, hematoxylin-eosin(H-E)

염색을 시행하였다.  

 

4. 면역조직화학염색 

박절한 조직은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여러 번 세척하고 

1% sodium borohydride로 1시간 처리하여 남아있는 고정액 성분을 제거

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3%의 과산화수소 용액

에 10분간 처리하고, 다시 PBS로 여러 번 세척한 후 10% normal goat 

serum(Chemicon International Inc., Temecula, CA, USA)으로 실온에서 

1시간 처리하여 비특이항원의 반응을 막고, 조직을 1:1000으로 희석한 

rabbit anti-CGRP 항체(Peninsular Lab., Belmont, CA, USA), 1:200으로 

희석한 rabbit anti-SP항체(Peninsular Lab., Belmont, CA, USA), 1:50으

로 희석한 anti-c-fos 항체(Peninsular Lab., Belmont, CA, USA)에 실온

에서 각각 하룻밤 반응시켰다. PBS로 세척하고 biotinylated goat 

anti-rabbit IgG (이차항체, Chemicon International Inc., Temecula, CA, 

USA)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PBS로 세척한 후 

avidin-biotinylated horseradish peroxidase complex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0.05% diaminobenzidine-tetrahydro- chloride(DAB,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0.01% 과산화수소를 첨가한 

용액으로 발색시켜 증류수로 씻은 후 통상의 방법으로 탈수, 투명 과정을 

거쳐 덮개유리를 씌워 관찰할 수 있는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모든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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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항상 시기별로 capsaicin투여군과 용매투여군을 동시에 처리하였다.  

 

5. 관찰 및 분석 

척수분절에서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T8, L2, L6 척수의 후각에서 

c-fos 항체에 염색된 신경원의 수를 계수하고, CGRP와 SP항체에 염색된 

부분은 Optimas 6.1 영상분석기(Analytical Measuring System, Seattle, 

WA, USA)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L2 척수신경절에서 CGRP 면역반응세포와 neurofilament 면역반응세포

의 수를 계수하였다. 면역반응양성 세포는 핵이 뚜렷한 세포만으로 정하였

다. 계수 자료와 측정치를 각 군별로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는 

Windows용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ann-Whitney U-test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학적으로 p<0.05일때 의의 있게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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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L2 척수신경절의 CGRP 및 neurofilament 단백질 면역반응도의 변화 

Capsaicin투여군과 용매투여군 모두 CGRP를 항원으로 하는 면역조직화

학염색에서 면역반응 양성 구조는 갈색의 과립으로 나타났다. L2 척수신경

절에서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는 capsaicin투여군과 용매투여군

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용매투여군에서는 양성 신경원의 수가 서서히 

감소하여 1주일에 최저치를 보였다가 투여 1달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한데 

반해 capsaicin투여군은 투여 직후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투여 24시간

에 용매투여군에 비해 약 절반 정도의 양성 신경원 세포만 관찰되는 최저치

를 나타냈으며 이후 1달에 거의 양성 신경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아 

capsaicin 투여 24시간 이후 capsaicin투여군과 용매투여군의 차이는 통계

학적으로 의의가 있었다(그림 1A). 같은 척수신경절에서 A형의 신경 세포

체에 염색되는 neurofilament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capsaicin

과 용매투여군 모두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그림 1B).  

 

2. L2와 T8 척수 후각의 CGRP 및 SP 단백질 면역반응도의 변화 

L2 척수 후각에서는 capsaicin투여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CGRP 면역

양성 세포의 면적 밀도가 투여 2시간 후까지 의의 있게 감소되었으나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투여 24시간 이후에는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그림 2A). SP의 경우 CGRP와 마찬가지로 투여 2시간 후에 가장 낮

은 면역반응 양성을 보였으나 시간에 따른 회복은 CGRP보다 상당히 느려 

투여 1달 후에도 정상대조군에 비해 계속해서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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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B). 용매투여군에서는 어느 시기에도 CGRP와 SP의 면역반응도 감

소를 관찰할 수 없었다. 

T8에서는 capsaicin투여군과 용매투여군의 CGRP 및 SP 면역 양성 세포 

면적 밀도가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투여 1시간부터 1달까지 차이가 없었

으며 두 군 사이의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  

 

3. 척수 후각의 c-fos 단백질 면역반응도의 변화 

척수 후각에서 c-fos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는 면역조직화학염색 표본에

서 면역반응 양성 구조는 척수 후각 신경원의 핵에 짙은 갈색의 과립형태로 

나타났다. L2 척수 후각에서는 capsaicin과 용매를 투여한 군 모두 투여 2

시간 후에 c-fos 단백질에 양성을 나타내는 세포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

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투여 1달 후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4). L6 척수 후각에서는 capsaicin 투여 2시간 후에 그리고 용매 투여 1시

간 후에 c-fos 단백질에 양성을 나타내는 세포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

으며 L2에서와 마찬가지로 두군 모두 투여 1달 후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T8에서는 두 군 모두에서 c-fos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세포가 관찰되

지 않았다(그림 5). 

 

4. Capsaicin 전처치 후 xylene 투여에 의한 척수 후각의 c-fos 단백질 면

역반응도의 변화  

전립선 내에 xylene을 투여한 군과 capsaicin 투여 24시간, 그리고 1주 

후 전립선 내에 xylene을 다시 투여한 군의 L2, L6 척수에서 c-fos 의 면

역반응도를 측정한 결과 capsaicin 투여 24시간 후에 L2에서는 c-fos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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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반응도가 xylene만 투여하였을 때와 비슷하였으나 L6에서는 약 반으로 

감소되어 있었다. Capsaicin 투여 1주일 후에는 xylene을 다시 투여했을 

때 L2와 L6에서 c-fos 면역반응이 모두 24시간군보다 더욱 감소되었다

(그림 6).  

 

5. Capsaicin 투여 후 전립선 조직의 변화 

각 시기별로 전립선 조직을 H-E염색하에 관찰한 결과 capsaicin 투여 

후 특별한 조직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7). 각 시기별로 적출한 

전립선에 대해 CGRP와 SP 면역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두 가지 염색법 

모두에서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주로 간질과 상피의 기저세포층을 따라 관찰

되었다. 그러나 시기별로 비교하였을 때 CGRP와 SP의 발현이 변하여 

capsaicin 투여 2시간 후에는 정상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투여 

후 24시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투여 1주일부터는 발현이 거의 관찰

되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은 투여 1달 후에도 지속되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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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전립선통은 남성의 절반 이상에서 일생 중 1회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흔한 질환이다.26 그러나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뚜렷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로, 비침습적이고 대증적인 좌욕에

서부터 침습적인 경요도전립선절제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을 뿐

이다. 전립선에서의 통증은 전립선에 분포하는 감각 신경에 의해 전도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 중 통각 전달에 관여하는 일차 구심성 무수신경

섬유인 C 섬유를 통해 척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따라서 전립

선통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의 제거를 위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전립

선에 분포하는 C 섬유를 차단할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주로 통증이 문제가 

되는 전립선통의 증상 완화를 위한 매력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Capsaicin은 이러한 C 섬유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여 억제하며 실제 대상

포진 때 나타나는 신경통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어 전립선통에도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전립선에 분포하는 감각 신경이 capsaicin에 

민감한 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척수신경절의 세포는 세포체의 크기가 큰 A형 신경원과 크기가 작은 B형 

신경원으로 나누어지며 C 섬유는 척수신경절에서 크기가 작은 B형 신경원

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28 이러한 섬유에는 통각과 관련된 일차 구심

성 섬유의 표지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CGRP가 특이적으로 있고 

capsaicin 투여 시 척수 후각과 척수신경절에서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9-31 본 실험에서 capsaicin을 흰쥐의 전립선에 국소적으로 주입

했을 때 전립선의 구심성 섬유의 신경원이 위치하는 L2 척수신경절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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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초래하는지 관찰한 결과 CGRP는 주로 B형 신경원에 발현되었으며 

capsaicin 투여 24시간 후에 정상대조군의 약 절반으로 의의 있게 감소하

였고 이러한 변화는 capsaicin 투여 1달에도 지속되었다. 반면 용매만을 투

여 한 군에서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CGRP 양성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부분 20% 이내에서만 감소하여 정상대조군과 의의 있는 차이

가 없었으며 1달째에는 정상대조군과 같이 회복되었다. 반면, 촉감(touch 

sensory)과 고유감각(proprioception)에 관여하며 크기가 척수신경절의 B

형 신경원에 비해 큰 A형 신경원에만 염색되는 neurofilament염색에서는 

capsaicin과 용매투여군 모두에서 시기별로 정상대조군과 변화를 보이지 않

아 전립선으로의 국소적인 capsaicin 투여는 척수신경절에서 CGRP의 고갈

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통각에 관여하는 B형 신경원에만 

영향을 미쳐 다른 연구자들이 capsaicin을 전신적으로 투여한 후 관찰한 결

과와 일치하였다. 

Capsaicin은 척수 후각에서 CGRP와 SP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L2 척수 후각에서는 capsaicin 투여 후  CGRP와 SP 모두 감

소한 반면 용매를 투여 했을 때에는 정상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립선의 구심성 섬유의 종말과 관련이 없는 T8 척수 후각에서는 

capsaicin 또는 용매 투여에 관계 없이 CGRP와 SP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

다. 즉, Maggi 등이 흰쥐 방광에 capsaicin을 투여한 후 탈감 현상은 전신

에 영향 없이 국소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한 것16과 같이 본 실험에서

도 모든 척수 후각을 관찰한 것은 아니지만 전립선의 감각 신경이 종말하는 

척수 부위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Capsaicin이 전립선의 구심성 섬유를 자극하는지 다시 확인하고 통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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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립선 내에 capsaicin 주입 후 척수 후각에서c-fos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조기발현유전자인 c-fos 는 방광 자극 2시간 

후 척수에서 최고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본 실험에서도 전립선 

내에 capsaicin 투여 시 척수 후각에서 c-fos 단백질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이는 방광에서와 같이 투여 2시간에 가장 높게 발현되었으며 이후 감소하

여 투여 한 달째에는 정상대조군과 같이 거의 발현이 되지 않았으며 L2, 

L6에서 모두 발현이 된 반면, CGRP와 SP 염색에서와 마찬가지로 T8에서

는 발현이 되지 않았다. 

Capsaicin의 탈감 효과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전립선 내에 capsaicin에 

민감한 신경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립선에 capsaicin을 전처치하고 

시기별로 심한 통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xylene을 투여한 결과 

capsaicin 투여 1주일째에는 xylene을 재투여해도 xylene을 단독 투여했

을 때보다 c-fos 단백질의 발현이 의의 있게 낮게 관찰되었다. 이는 

capsaicin으로 전처치한 후 방광에 화학 유해물질을 가했을 때 c-fos 양성 

세포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보고한 방광에서의 탈감각 실험13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립선에서의 감각 신경은 capsaicin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전립선 내에 capsaicin 투여 후 시간에 따른 전립선의 조직

학적 변화를 H-E염색에서 관찰한 결과 1달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그

러나 CGRP와 SP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는 변화를 보여 정상대조

군의 전립선에서는 CGRP, SP 함유 신경섬유가 상피하 조직에서 다수 관찰

된 반면 capsaicin을 투여한 경우 전립선 신경 섬유의 CGRP, SP 면역화학 

반응도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capsaicin 주입 1 주일 후에 크게 저하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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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capsaicin 투여 1개월 후에도 면역반응도가 저하된 채로 남아 척수신경

절과 척수 후각에서의 변화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Malmgren 등이 

흰쥐 방광 내에 capsaicin 투여 10일 후 방광 전체에서 CGRP와 SP의 면

역반응도가 감소한 것을 관찰한 것33과 일치하는 것으로 capsaicin의 국속

적인 주입 시 주입 장기에 분포하는 감각 신경의 말초에서도 CGRP와 SP

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흰쥐 전립선에는 capsaicin에 민감한 감각 신경이 존재하

며 capsaicin을 전립선에 주입했을 때 조직의 형태에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립선으로의 국소적인 capsaicin 투여

는 전립선 자체에는 영향 없이 전립선통의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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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흰쥐의 전립선 감각 신경이 capsaicin에 민감한 지 알아 보기 위해 

capsaicin을 직접 전립선 내로 투여한 후 척수신경절, 척수, 전립선에서 통

각에 관련된 표지들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L2 척수신경절에서 CGRP 양성 반응세포의 감소는 capsaicin투여군에서

만 관찰되었다.  

2. L2 척수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CGRP와 SP의 감소는 capsaicin투여군

에서만 관찰되었고 T8 척수에서는 정상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전립선 내에 capsaicin 투여 시 L2, L6 에서 c-fos 발현이 증가하였으

나 T8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4. Capsaicin 전처치 후 전립선 내에 xylene 투여 시 c-fos의 발현이 증가

하지 않았다.  

5. Capsaicin을 전립선 내에 투여 시 1달까지 조직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

았으나 CGRP, SP 함유 신경섬유의 면역반응도는 크게 저하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capsaicin은 흰쥐 전립선의 구심성 신경섬유를 탈감 시키며 

전립선 조직의 형태에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전립선으로의 국소적인 capsaicin주입은 전립선통의 조절에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18 

참고문헌 

 

1. Nickel JC. Prostatitis: myths and realities. Urology 1998; 51: 362-6. 

2. Wenninger K, Heiman JR, Rothman I, Berghuis JP, Berger RE. Sickness impact of 

chronic nonbacterial prostatitis and its correlates. J Urol 1996; 155: 965-8. 

3. Bruschini H, Schmidt RA, Tanagho EA. Neurologic control of prostatic secretion in the 

dog. Invest Urol 1978; 15: 288-90. 

4. Caine M. Role of sympathetic blocking agents in outflow obstruction. Clin Sci 1986; 70: 

63-8.  

5. Drach GW, Meares EM, Fair WR, Stamey TA. Classification of benign diseases 

associated with prostatic pain: prostatitis or prostatodynia? J Urol 1978; 120: 266-70. 

6. Weidner W. Prostatitis - diagnostic criteria, classification of patients and 

recommendations for therapeutic trials. Infection 1992; 20: 227-31. 

7. Fitzgerald M. Capsaicin and sensory neurons - a review. Pain 1983; 15: 109-30. 

8. Szallasi A, Conte B, Goso C, Blumberg PM, Manzini S. Vanilloid receptors in the 

urinary bladder: regional distribution, localization on sensory nerves, and species-related 

differences. Naunyn-Schmiedeberg's Arch Pharmacol 1993; 347: 624-9. 

9. Lazzeri M, Beneforti P, Turini D. Urodynamic effects of intravesical resiniferatoxin in 

humans: preliminary results in stable and unstable detrusor. J Urol 1997; 158: 2093-6.  

10. Lynn B. Capsaicin: actions on nociceptive C-fibers and therapeutic potential. Pain 

1990; 41: 61-9. 

11. Holzer P. Capsaicin: cellular targets, mechanisms of action, and selectivity for thin 

sensory neurons. Pharmacol Rev 1991; 43: 143-201. 



19 

12. Birder LA, de Groat WC. Increased c-fos expression in spinal neurons after irritation of 

the lower urinary tract in the rat. Neuroscience 1992; 12: 4878-89. 

13. Cruz F, Avelino A, Coimbra A. Desensitization follows excitation of bladder primary 

efferents by intravesical capsaicin, as shown by c-fos activation in the rat spinal cord. 

Pain 1996; 65: 553-7. 

14. Jancso G, Kiraly E, Jancso-Gabor A. Pharmacologically induced selective degeneration 

of chemosensitive primary sensory neurones. Nature 1977; 270: 741-3. 

15. Abelli L, Conte B, Somma V, Maggi CA, Giuliani S, Geppetti P, et al. The contribution 

of capsaicin-sensitive sensory nerves to xylene-induced visceral pain in conscious, 

freely moving rats. Naunyn-Schmiedeberg's Arch Pharmacol 1988; 337: 545-51. 

16. Maggi CA, Lippe IT, Giuliani S, Abelli L, Somma V, Geppetti P, et al. Topical versus 

systemic capsaicin desensitization: specific and unspecific effects as indicated by 

modification of reflex micturition in rats. Neuroscience 1989; 31: 745-56. 

17. Jancso N, Jancso-Gabor A, Szolcsanyi J. The role of sensory nerve endings in 

neurogenic inflammation induced in human skin and in the eye and paw of the rat. Br J 

Pharmacol 1968; 32: 32-41. 

18. Lundberg JM, Martling CR, Saria A. Substance P and capsaicin-induced contraction of 

human bronchi. Acta Physiol Scand 1983; 119: 49-53. 

19. Duner-Engstrom M, Fredholm BB, Larsson O, Lundberg JM, Saria A. Autonomic 

mechanisms underlying capsaicin-induced oral sensation and salivation in man. J 

Physiol 1986; 337: 87-96. 

20. Geppetti P, Fusco BM, Marabini S, Maggi CA, Fanciullacci M, Sicuteri F. Secretion, 

pain and sneezing induced by the application of capsaicin to the nasal mucosa in man. 

Br J Pharmacol 1988; 93: 509-14. 



20 

21. Maggi CA, Patacchini R, Santicioli P, Giuliani S, Turini D, Barbanti G, et al. Specific 

motor effects of capsaicin on human jejunum. Eur J Pharmacol 1988; 149: 393-5. 

22. Maggi CA, Barbanti G, Santicioli P, Beneforti P, Misuri D, Meli A, et al. Cystometric 

evidence that capsaicin-sensitive nerves modulate the afferent branch of micturition 

reflex in humans. J Urol 1989; 142: 150-4. 

23. Craft RM, Carlisi VJ, Mattia A, Herman RM, Porreca F. Behavioral characterization of 

the excitatory and desensitizing effects of intravesical capsaicin and resiniferatoxin in 

the rat. Pain 1993; 55: 205-15. 

24. Culp WJ, Ochoa J, Cline M, Dostson R. Heat and mechanical hyperalgesia induced by 

capsaicin. Cross modality threshold modulation in human C nociceptors. Brain 1989; 

112: 1317-31. 

25. Pascual JI, Insausti R, Gonzalo LM. Urinary bladder innervation in male rat: 

termination of primary afferents in the spinal cord as determined by transganglionic 

transport of WGA-HRP. J Urol 1993; 150: 500. 

26. Collins MM, Barry MJ. Epidemiology of chronic prostatitis. Curr Opin Urol 1998; 

8:33-7. 

27. Danuser H, Springer JP, Katofiasc MA, Thor KB. Extrinsic innervation of the cat 

prostate gland: a combined trac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udy. J Urol 1997; 157: 

1018-24. 

28. Winter J. Characterization of capsaicin-sensitive neurones in adult rat dorsal root 

ganglion cultures. Neurosci Lett 80: 134-40, 1987. 

29. Chung K, Lee WT, Carlton SM. The effects of dorsal rhizotomy and spinal cord 

isolation on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labeled terminals in the rat dorsal horn. 

Neurol Sci Lett 1988; 90:27-31. 



21 

30. Traub RJ, Allen B, Humphrey E, Ruda MA. Analysis of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like immunoreactivity in the cat dorsal spinal cord and dorsal root ganglia 

provide evidence for a multisegmental projection of nociceptive C-fiber primary 

afferents. J Comp Neurol 1990; 302:562-74. 

31. McNeil DL, Chung K, Carlton SM, Coggeshall RE.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immunostained axons provide evidence for fine primary afferent fibers in the dorsal 

and dorsolateral funiculi of the rat spinal cord. J Comp Neurol 1988; 272: 303-8.  

32. Birder LA, deGroat WC. Increased c-fos expression in spinal neurons after irritation of 

the lower urinary tract in the rat. J Neurosci 1992; 12: 4878-85. 

33. Malmgren A, Ekblad E, Sundler F, Andersson KE, Andersson PO. Muscarinic 

supersensitivity in the rat urinary bladder after capsaicin pretreatment. Acta Physiol 

Scand 1990; 138: 377-87. 



22 

A 

100

200

300

400

500

600

control 24 hrs 1 week 1 month

n
o
. 

o
f 

C
G

R
P
 p

o
s
it
iv

e
 n

e
u
ro

n
s

vehicle

capsaicin

 

 

100

200

300

400

500

600

control 24 hrs 1 week 1 month

n
o
. 

o
f 

N
F
 p

o
s
it
iv

e
 n

e
u
ro

n
s vehicle

capsaicin

 

그림 1. L2 척수신경절에서 CGRP와 neurofilament(NF) 양성 신경원의 시

간에 따른 변화. A. Capsaicin투여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1달까지 CGRP 

양성 신경원이 감소 되어 있었으나 용매투여군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 

NF 양성 신경원은 capsaicin과 용매투여군 모두에서 정상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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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2 척수 후각에서 CGRP와 SP 양성 신경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 

CGRP 양성 신경원(A)과 SP 양성 신경원(B)은 capsaicin투여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다. 용매투여군은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CGRP와 SP 양성 신경원의 차이가 없었다.  

*p<0.05 

C: 정상대조군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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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8 척수 후각에서 CGRP와 SP 양성 신경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 

CGRP 양성 신경원(A)과 SP 양성 신경원(B)은 capsaicin과 용매투여군 모

두에서 정상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 정상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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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2와 L6척수 후각에서 c-fos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 L2(A)와 L6(B)에서 capsaicin 투여 2시간 후 c-fos단백질 면역반

응 양성 신경원이 가장 많았으며 1달째에 대조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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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8 척수 후각에서 c-fos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시간에 따른 

변화. Capsaicin과 용매투여군 모두 정상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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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psaicin 전처치 후 xylene을 투여하고 측정한 c-fos 단백질 면역반 

응도의 변화. L2와 L6에서 capsaicin 투여 후 1주일에 xylene을 투여 했을 때 

c-fos  단백질 면역반응도가 감소되어 있었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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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apsaicin 투여 후 전립선 조직의 시기별 변화(H-E 염색). 정상대조

군(A, x200)과 capsaicin 투여 1주(B, x400), 1달(C, x400)까지 뚜렷한 조직

학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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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apsaicin 투여 후 전립선에서 CGRP 면역반응도의 변화. 정상대조군

(A, x800)과 capsaicin 투여 24시간(B, x800)에서는 다수의 CGRP 면역반

응 양성 신경이 관찰되었으나 capsaicin 투여 1주(C, x800)에는 감소하여 투

여 1달(D, x800)에도 지속되었다. 화살표는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을 나

타냄.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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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apsaicin on the sensory nerve  

of the rat prostate 

Jang Hwan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Yol Mah) 

 

INTRODUCTION: Prostatodynia is a common and chronic debilitating disease 

manifested by pain referable to the prostate such as perineal, inguinal, lower back, and 

suprapubic pain. It has been estimated that more than half of all men suffer from this 

entity some time in their lives. Although infection, autoimmunity, and intraprostatic 

reflux are some of the candidates for its cause the etiology and pathogenesis of 

prostatodynia remains unclea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apsaicin, a 

selective nociception blocking agent, on the prostatic afferent and determined the 

presence of capsaicin sensitive nerve at the rat prostate.  

MATERIALS AND METHODS: Adult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used for the 

experiment. Capsaicin(4mM) or vehicle(10% ethanol, 10% Tween 80, 80% normal 

saline) 0.125㎖ each was injected directly into the right ventral prostate and sacrificed 

at 1, 2, 24 hours, 1 week and 1 month after injection. Five rats were sacrificed at each 

time interval.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CGRP) and neurofilament(NF) 

immunohistochemistry was performed at the L2 dorsal root ganglion(DRG). CGRP 

and substance P(SP) immunohistochemistry was performed at L2 and T8 dorsal horn, 

and the prostate. The change in the number of c-fos positive cells was determined at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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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and T8 dorsal horn. Change in c-fos positive cells was also compared between 

those injected with xylene only and those injected with xylene 24 hours and 1 week 

after capsaicin pretreatment. The prostate was observed under hematoxylin-eosin(H-E) 

staining for histological change after capsaicin injection. 

RESULTS: The number of CGRP positive cells decreased nearly half at the L2 DRG 

24 hours after capsaicin injection and remained decreased up until 1 month. However, 

the number of NF positive cells did not change suggesting the effect of capsaicin only 

on B-type neurons. Decrease in CGRP and SP at the dorsal horn was observed only at 

L2 after capsaicin injection. There was no change at T8 and after vehicle injection. The 

number of c-fos positive cells after capsaicin and vehicle injection reached a peak at 2 

hours at L2 and at 2 and 1 hour, respectively, at L6. However, c-fos positive cell was 

not observed at T8 even after capsaicin injection. In animals pretreated with capsaicin, 

injection of xylene induced fewer c-fos positive cells at both L2 and L6 compared to 

animals injected with xylene only. H-E staining of the prostate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histological change of the prostate after capsaicin injection. However, 

CGRP and SP positive nerve fibers was not observed 1 week after capsaicin treatment.  

CONCLUSION: Direct injection of capsaicin into the rat prostate induced depletion 

of CGRP and SP, neurotransmitters relatated to pain conduction, at the DRG, dorsal 

horn and prostate suggesting that the prostatic afferent is affected by capsaicin. The 

decreased c-fos positive cells observed after capsaicin pretreatment further supports 

this observation and demonstrates that capsaicin injection can desensitize nociception 

originating from the rat prostate.                                                                   

 

Key Words: prostate, prostatodynia, sensory nerve, capsaicin,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substance P, c-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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