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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흰쥐에서  교감신경성  통증에  대한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의  영향  

 

   말초의 신경손상은 작열통과 같은 만성적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곤 

한다. 작열통환자 중 많은 경우에 교감신경성통증이 나타나며 이에는 자발

성통증과 냉자극유발통증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감신경성 의존도가 있는 

통증에 관여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말초신경손상 후 생성되는 자발성통증과 냉자극유발통증을 매개

하는데 관여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 아형을 밝히고자 실시하였다. 

   신경병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L5 와 L6 요척수 신경을 결찰하였다. 수술 

후 동물을 실온이나 냉온도(5℃)의 금속판에 올려놓고 각 판으로부터 발을 

도피하는 시간을 5 분간 측정하여 전자의 경우를 자발성통증 그리고 후자

의 경우를 냉자극유발통증을 대변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각 통증행동

이 어떤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는 길항제를 신

경결찰 하기 전이나 후에 복강내로 투여해준 군과 신경결찰만 가해준 군을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단일신경섬유 기록법을 이용하여 결찰을 시행한 신

경(L5)이나 결찰을 하지 않은 신경(L4) 내의 일차 구심성섬유로부터 신경

활동을 기록하고 이들 섬유의 아드레날린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였다. 

   신경결찰 후 실온이나 냉온도의 금속판으로부터 발의 도피기간은 결찰 

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40 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지속되었

으며, 알파 수용체의 길항제인 phentolamine 에 의하여 그 증가가 억제되었

다. 자발성통증 행동은 알파-1 길항제인 prazosin 이나 알파-2 길항제인 

yohimbine 을 신경결찰 전이나 후에 투여했을 때 부분적으로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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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자극유발통증 행동은 prazosin 에 의하여 억제되었으며 yohimbine 에 의해

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L5 척수신경 내 손상 받은 구심성 신경섬유 중 

자발성방전을 보이는  Aβ-섬유의 반 정도에서 prazosin 이 아니라 yohimbine

에 의한 흥분반응을 관찰하였다. 한편 L4 척수신경 내 손상 받지 않은 구

심성 신경섬유 중 약 12% 정도는 yohimbine 이 아니라 prazosin 에 의하여 

흥분성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말초신경 손상 후 나타나는 자발성통증과 냉자극유발통

증이 교감신경성 의존적임을 보여주었고, 자발성통증의 생성에는 Aβ-섬유

에서의 알파-2 수용체와 C-섬유에서의 알파-1 수용체 모두가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며 냉자극유발통증의 생성에는 C-섬유의 알파-1 수용체가 주로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핵심되는말 : 아드레날린 수용체 , 작열통, 신경손상, 신경병증성 통증, 

prazosin, yohim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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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에서 교감신경성 통증에 대한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의 영향 
 

< 지 도  임  중  우   교 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  사업단  

최  병  옥 

 

I.  서  론 

 

   말초신경이 손상을 받은 후에는 신경병증성 통증이 빈번히 나타나는데 

이에는 자발성연소통, 이질통 그리고 과민통 등이 특징적으로 포함된다.1,2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교감신경활동에 의존하는 경우를 교감신경성통증

(SMP; sympathetically maintained pain)이라 한다. 교감신경성통증 역시 상술한 

증후군을 동반하는데, 교감신경성 통증을 보유한 환자에서는 자발성 연소

통을 포함하여 기계적 자극에 의한 이질통과 냉자극에 의한 과민통을 전형

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3 교감신경성통증의 치료에 교감신경 차단법이 임

상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교감신경차단의 시기나 방법에 

따라 일정치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과가 소멸되면서 증상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었다.1,4 더구나 이 질병에 대한 병태 

생리학적 발병 원인이나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가 보

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5 

   교감신경성통증 연구를 위한 여러 동물모델이 쥐를 이용하여 개발되었

는데, 이들 모델 쥐에서는 공통적으로 임상에서의 교감신경성통증 환자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발성 연소통 , 기계적 이질통 및 냉과민통과 유



 

사한 행동학적 징후가 관찰된다.6-8 이러한 징후는 신경손상후 교감신경차

단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신경손상전 교감신경차단에 의하여 생성되지 않음

도 보고되었다.9-11 이상의 결과는 이들 동물모델이 교감신경병성 통증에 대

한 좋은 실험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보고된 교감신경성통증의 유발기전에 대한 연구는 말초 및 중

추신경계의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설 및 

실험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말초신경계의 변화로서 신경손상후 교감

신경절후섬유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구심성 체감각 신경과 연결을 이룰 

것이라고 제안되었는데, 이는 교감신경활동이 체감각 신경을 통한 통각체

계에 영향을 주어 비정상적인  통증 유발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

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말초신경손상 후 교감신경섬유와 체감

각 신경간에 비정상적인 연결이 유도되었음에 대한 형태학적 증거가 제시

되었으며,12-15 이러한 형태학적 연결이 기능적으로 시냅스를 이루고 있음에 

관한 증거도 제시되었다.16-18  

   말초신경 손상후 유도되는 교감신경과 체감각 신경간의 시냅스를 통하

여 교감신경활동이 체감각 신경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즉, Perl19 은 

부분적 말초신경 손상 후 교감신경절후섬유가 퇴화되면서 그 근처에 존재

하던 체감각 수용체에서 아드레날린에 대한 과민감성이 발현되고 그 결과 

체감각 수용체가 아드레날린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비정상적

인 반응은 알파-2 수용체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임

상연구 결과 4,20 에 의하면 교감신경성통증환자 중 교감신경절제술 치료에 

의하여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재발된 환자의 경우에서 통증 생성 

부위에 아드레날린을 주사해 준 결과, 가해준 아드레날린에 의하여 통증이 

유발되었으며 반대편 정상 피부에 아드레날린을 가했을 때는 통증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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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음이 관찰되었는데 , 이 경우 아드레날린에 의한 통증 유발이 알

파-1 수용체의 활성화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였다. 

   병리적 상황하에서 관찰되는 여러 다른 형태의 통각행동의 생성에 있어

서 서로 다른 종류의 구심성 체감각신경이 관여할 것임이 제안되었다.21 이

는 교감신경성 통증 환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인 자발성 연소통, 

기계적 이질통 및 냉과민통의  경우 이들 각 증세의 유발에 관여하는 구심

성 체감각 신경이 서로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말초신경손상 후 

통각행동이 유도되는 모델 쥐를 이용한 연구에서 교감신경활동이 구심성 

체감각 신경을 활성화시키며 , 이때 서로 다른 종류의 체감각 신경의 활성

화가 서로 다른 종류의 아드레날린수용체를 매개하여 이루어짐을 관찰하여 

보고되었다.22,23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교감신경활동  의존적 통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통증 생성에 서로 다른 구심성 체감각 신경이 관여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종류의 체감각 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에는 서로 다른 종

류의 아드레날린수용체가 매개한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으로부

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초신경손상에 의하여 생성되는 교감신경활동에 

의존적인 여러 형태의 통각행동은 그 생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활성화가 관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규명하는 

실험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5~L6 척수신

경 결찰 모델 쥐를 이용하여 말초신경손상에 의하여 유도되는 자발성연소

통과 냉각통에 관하여 교감신경계에 대한 의존성을 조사하고 이들 통각 증

상의 생성에 관여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체감각 신경의 종류를 규명하

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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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교감신경성 통증 모델동물 제작 및 실험군 분류 

 

   실험동물로는 체중 150~250g 의 흰쥐(Sprague-Dawley)를 이용하였다. 

Halothane (2%), O2 및 N2O (2:1)의 혼합가스로 동물을 마취시킨 후, 요추부

위 피부의 털을 깎고 척추의 정중선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다음 주위 근육

을 젖혀 한쪽의 좌골신경으로 합쳐지는 세개의 요척수신경(L4~L6)들 중 하

나 또는 두개의 신경을 노출시켜, 이들을 3-0 견실(silk thread)로 묶어 결찰

한 뒤 근육과 피부를 다시 봉합해 모델을 제작하였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

어난 것을 확인한 다음, 동물을 사육실로 옮겨 생존시켰다. 실험은 신경결

찰만 가해준 군과 신경결찰과 아드레날린수용체 차단제 처치군으로 먼저 

분리하였는데, 후자의 경우는 아드레날린성 차단제의 전처치군과 후처치군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2. 행동 검사 

 

   자발성 통각행동 : 모델 쥐에서 자발성 연소통 유사 행동이 나타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서 동물을 실온상태의 동판 위에 올려놓고 외부로

부터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5 분 동안에 발을 바닥으로부터 

들어올리며 핥는 등의 도피반응을 보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도피반응시

간은 신경결찰을 받은 쪽과 받지 않은 쪽 발에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상의 행동검사를 신경결찰전에는 이틀동안 하루에 한번씩 그리고 결찰 후 

이주일 동안은 매일 그 후는 3 일 간격으로 한달 반 동안 실시하였다.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 : 모델 쥐에서 냉과민통 유사 행동이 생성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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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서 동물을 5℃로 일정하게 유지한 동판 위에 올려

놓고 5분 동안에 발을 동판 바닥으로부터 회피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검사 역시 결찰을 받은 쪽과 받지 않은 쪽 발에서 측정하였는데, 신경결찰 

전과 결찰 후 상술한 방법의 시간 간격으로 한달 반 동안 조사하였다. 

 

3. 약물 투여 

 

   사용한 약물은 여러 아드레날린수용체 아형의 차단제로서, 알파 차단제

인 phentolamine mesylate, 베타 차단제인 propranolol HCl, 알파-1 차단제인 

prazosin HCl, 알파-2 차단제인 yohimbine  HCl을 사용하였다. 각 약물은 탈

이온화물에 녹여서 복강내로 투여하였다(4 mg/kg). 

 

4. 전기생리 실험 

    

   앞서 언급한 행동검사에서 기계적 자극에 관한 통각행동을 보이는 모델 

쥐를 선택하여 전기생리 실험을 실시하였다. Pentobarbital sodium (40 mg/kg)

을 복막내 주사해 마취시킨 후 약물주입을 위한 경정맥과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에 삽관하였다. 제 13 흉추 부터 제 6 요추(T13~L6)까지 척수후궁절제

술을 시행하여 척수 및 L4~L6 의 후근절을 노출 시켰다. 머리와 척추를 정

위조정대에 복와위로 고정시키고 gallamine triethiodide (Flaxedil, 10 mg/kg, i.v.)

를 주사해 근마비 시킨 후 인공호흡기로 호흡시켰다. 이때 인공호흡은 end-

tidal CO2 농도가 3.5~4.0% 되게 그리고 직장내 온도는 자동 온도제어기가 

부착된 열방석을 이용해 37℃로 유지시켰다. 

   단일신경섬유의 신경활동 기록은 전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경섬유의 

갈래검사(teasing)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L4 나 L5 의 후근에서 해부 현미경

과 핀셋을 이용해 미세 신경다발을 분리한 후 그 끝 부분을 기록용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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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올려놓음으로서 구심성신경섬유의 신경활동을 기록하였다. 이때 참고

용 기록전극(reference recording electrode)은 주변 조직에 꼽았다. 기록 중인 

신경다발로부터 단일 임펄스가 기록될 때까지 신경다발을 분리함으로서 단

일 신경섬유를 얻었다. 단일 신경섬유로부터 기록된 신경임펄스의 신호는 

확장기를 거쳐 선별기 창(window discriminator)으로 입력시키고 이로부터 출

력되는 신호는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 나타내거나 자료수집분석기를 통해 

신경활동의 방전빈도 및 방전양상을 조사하였다. 교감신경의 자극을 위해

서는 교감신경절 후 섬유를 포함하는 T13~L1의 후근을 척수로부터 출력되

는 부위에서 절단한 후, 절단 원위부에 자극전극을 걸어 전기자극(10-sec 

trains, 0.5-ms pulses at 20~50 Hz, 3~5 mA)을 가해 주었다. 이때 자극전류의 기

록전극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자극전극이 위치하는 후근의 바로 원위부

에 접지용 전극을 걸어주었다.  

 

5. 통계 처리 

 

   모든 실험성적은 평균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통각행동에 관해서 좌우

측 발간의 차이와 약물투여 전과 투여 후 일정 시간대에 있어서의 차이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약물투여군과 신경결찰만을 가해준 

대조군 간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대에 있어서의 차이는 Mann-Whitney rank 

sum test 로 분석하였다. 신경결찰 후 전시간에 걸친 통각행동에 있어서 약

물투여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 유무에 관한 판정은 Kruskal-Wallis test 로 분

석하였으며 , 약물투여군에 있어서 약물투여전과 투여 후 전시간에 걸친 통

각행동 변화에 관한 차이 유무에 관한 판정은 Friedman test 로 분석하였다. 

모든 경우의 통계검사에서 P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만 의의 있는 차이

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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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말초신경손상 후 유도되는 통각행동의 교감신경성 의존도 

 

   L5~L6 척수신경 결찰 모델 쥐에서 결찰 받은 쪽 하지가 약한 강도의 

기계적 자극에 대하여 통각반응을 보임을 잘 알려져 있다. 이 모델 쥐에서

는 기계적 이질통 유사 행동 이외에 자발성 통각 행동 및 냉자극 유발 통

각 행동이 관찰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두 통각 행동에 관하여 교감

신경성 의존도를 조사하고 , 이를 중재하는데 공헌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 

종류를 조사하였다.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은 방법란에서 소개한대로 동

물이 실온이나 5℃로 고정시킨 금속판으로부터 발을 얼마나 도피하는지의 

정도로서 측정하였다. 즉, 동물을 각 금속판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5 분간의 측정기간 동안 각 금속판으로부터 발을 도피하는 

총시간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 쥐나 모델 쥐의 결찰 받지 않은 쪽 

발의 경우, 실온으로 유지시킨 금속판 위에서는 발의 도피반응을 전혀 관

찰할 수 없었으며 5℃ 금속판 위에서는 5 분의 측정기간동안 약 25~40 초 

정도의 도피반응을 보였다. 그림 1 은 한쪽(왼쪽)의 L5~L6 척수신경 결찰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양쪽 발에서 유도되는 실온 금속판이나 5℃ 금속판으

로부터의 도피반응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1A 에서 보다시피, 신경 결찰 

전에는 양쪽 발 모두가 실온 금속판에서 전혀 도피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신경 결찰 후에는 결찰 받은 쪽 발의 도피반응이 현저히 증가함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약 5 일 후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 증가 정도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결찰 반대 쪽 발의 경우는 전체 측정 기간동안 도피반

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5℃ 금속판으로부터의 도피반응의 경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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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는 신경 결찰 전에는 양쪽 발 모두 약 25~40 초 가량의 도피반응을 보

였고, 신경 결찰 후에는 결찰 반대 쪽 발은 그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결찰 

쪽 발은 도피반응의 정도가 현격히 증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가

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실온 금속판과 5℃ 금속판으로부터의 도피반응 양

상을 비교해볼 때, 후자의 경우가 전자에 비하여 도피반응의 정도가 심하

였고 이러한 심화된 도피반응이 결찰 후 더욱 오랜 기간동안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경 결찰 후 관찰되는 실온 금속판으로부터의 도피행동

을 자발성 통각행동으로, 그리고 5℃ 금속판으로부터의 도피행동을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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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말초신경 손상  후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시간  경과

에  따른  변화 . 
 

왼쪽  L5~L6 척수신경  결찰  전에는 실온  금속판에서  도피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결찰  후에는  도피반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A, 닫힌  원). 결찰  반대  쪽  발의  경우
는  전체  측정  기간동안  도피반응을 보이지  않았다(A, 열린  원). 5℃  금속판으로부
터의  도피반응의  경우(B)는  신경 결찰  전에는  양쪽  발  모두  약  25~40 초  가량의 
도피반응을 보였고 , 결찰  후에는  결찰  반대  쪽  발은  그  상태를  유지하였으나(열린 
원) 결찰  쪽  발은  도피반응의 정도가  현격히 증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
가된  상태를  유지하였다(닫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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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드레날린성 차단제의 전처치 및 후처치가 통각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이 교감신경활동에 의

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알파 수용체의 차단제인 

phentolamine (4 mg/kg)을 신경 결찰 하기 전에 복강 내로 주사하여 전처치

해 주고 각각의 통각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자발성 통각행동의 경우(그림 2A), phentolamine 의 전처치가 신

경결찰에 의한 자발성 통각행동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이러한 억제현상은 

약 일주일간 의의 있게 지속되었다.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경우(그림 

2B)도, phentolamine 의 전처치가 신경결찰에 의한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생성을 현저하게 억제하였으며 이러한 억제는 약 9 일간 지속되었다. 한편 

동일한 실험을 베타 수용체 차단제인 propranolol 을 이용하여 전처치 해 본 

결과 신경 결찰에 의해 유도되는 두 통각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관찰

하였다. 이 결과는 신경 결찰 모델 쥐에서 관찰되는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

자극 유발 통각행동이 교감신경활동에 의존성이 있으며 이들 통각행동의 

발현을 유도하는데 알파 수용체가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알파 수용체가 신경 결찰에 의한 자발성 및 냉자극 유발통증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 들 통각행동이 이미 발현되어 유지되는 단계에서

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를 조사하였다. 즉 신경 결찰에 의해 발현되는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을 관찰한 후 phentolamine 을 복

강 내로 주사하는 후처치가 이미 발현된 각각의 통각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3 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경 결찰 후 3

일간 생성된 자발성 통각행동을 관찰 한 다음 phentolamine (4 mg/kg)을 복

강 내로 주사해 준 결과 통각행동은 현저하게 억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억제양상은 약 4 일간 유지되었다(그림 3A). 또한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경우도, 신경 결찰 후 생성된 통각행동이 phentolamine (4 mg/kg)의 후처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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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약 7 일간 억제됨을 관찰하였다(그림 3B). 이들 결과는 알파 수용체

가 신경 결찰에 의해 이미 생성된 자발성 및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유지

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말초신경 

손상에 의하여 생성되는 교감신경 의존적 통증인 자발성 통증과 냉자극 유

발통증의 경우 알파 수용체가  이들 통증의 유도 및 유지 모두에 중요하게 

공헌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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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hentolamine 의  전처치가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에  미

치는  영향 . 
 
알파  수용체의  차단제인 phentolamine (4 mg/kg)을  신경  결찰  하기  전에  복강  내로 
주사(각  그림의 아래에 표시한 화살표 )하여  전처치해  주고  자발성  및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Phentolamine 의  전처치는  신경결찰에  의한  자발성 
통각행동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A)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생성  역시  현저히 억
제하였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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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hentolamine 의  후처치가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에  미

치는  영향 . 
 
신경결찰  후  3 일간  생성된 자발성  및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을 관찰  한  다음 
phentolamine (4 mg/kg)을  복강  내로  주사(각  그림  아래에  표시한  화살표 )하여  후처
치  해  주고  각  통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Phentolamine 의  후처치는 
이미  생성된  자발성  통각행동(A)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B)를  억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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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파 수용체 아형 차단제의 전처치나 후처치가 자발성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 단계에서는 이들 각 통각행동의 유도 및 유지에 어떤 알파 수용체

의 아형이 중요하게 공헌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즉, 알파-1 또는 알파-2 

수용체의 차단제로서 각각 prazosin 이나 yohimbine 을 사용하여 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약물의 전처치 또는 후처치가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림 4 는 신경 결찰 후 발현되는 자발성 통각행동에 

있어서 알파-1 수용체의 차단제인 prazosin (4 mg/kg)이나 알파-2 수용체의 

차단제인 yohimbine (4 mg/kg)의 전처치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

림에서 보다시피 , 자발성 통각행동의 발현이 prazosin 이나 yohimbine 의 전

처치에 의하여 억제되었는데, 이러한 억제 효과는 앞에서 보여준 

phentolamine 의 전처치에 의한 억제 효과(그림 2A)와 비교해보면 그 억제 

정도가 각 경우 부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은 각 수용체의 차단제의 

후처치가 이미 발현된 자발성 통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 경

우도 각 약물의 후처치는 억제 효과를 보였는데, phentolamine 의 후처치에 

의한 억제 효과(그림 3A)와 비교해 볼 때 그 억제 정도가 부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는 말초 신경 손상에 의하여 발현되는 자발성 통각행동

은 교감신경활동에 의존적인데, 이러한 통각행동이 유도되고 유지되는데 

있어서는 알파-1 수용체와 알파-2 수용체 모두의 활성화가 필연적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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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azosin 이나  yohimbine 의  전처치가  자발성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 
 
알파-1 수용체의  차단제인 prazosin (4 mg/kg)이나  알파-2 수용체의  차단제인 
yohimbine (4 mg/kg)을  신경  결찰  하기  전에  복강  내로  주사(각  그림의 아래에  표시
한  화살표)하여  전처치해  주고  자발성 통각행동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 자발성  통
각행동의  발현은  prazosin (A)이나  yohimbine (B)의  전처치에  의하여  억제되었다 . 이
러한  억제  효과는  앞에서  보여준 phentolamine 의  전처치에 의한  억제  효과(그림 
2A)와  비교해보면  그  억제  정도가  각  경우  부분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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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azosin 이나  yohimbine 의  후처치가  이미  생성된  자발성  통각행동에  미치

는  영향 . 
 
신경결찰  후  3 일간  생성된  자발성  통각행동을  관찰  한  다음  prazosin (4 mg/kg)이나 
yohimbine (4 mg/kg)을  복강  내로  주사(각  그림  아래에  표시한  화살표)하여  후처치 
해  주고  통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이미  생성된 자발성  통각행동은 
prazosin (A) 뿐  아니라  yohimbine (B)의  후처치에  의하여  억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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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파 수용체 아형 차단제의 전처치나  후처치가 냉자극 유발 통각
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한편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발현에 있어서 prazosin 이나 yohimbine 의 

전처치나 후처치가 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6 과 그림 7 에 나타내었다. 

그림 6 에서 보다시피 ,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은 prazosin 의 전처치에 의하

여 그 통각행동의 유도가 억제되었으나(그림 6A), yohimbine 의 전처치에 의

해서는 신경 손상 직후 만 제외하고는 통각행동의 유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6B). 이미 발현된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에서 각 약물의 후처

치에 의한 효과는 그림 7 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prazosin 은 억제 

효과를 보였는데 반하여(그림 7A), yohimbine 은 억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7B). 이 결과는 말초 신경 손상에 의하여 발현되는 냉자극 유발 통

각행동 역시 교감신경활동에 의존적이며 , 이러한 통각행동이 유도되고 유

지되는데 있어서는 알파-1 수용체의 활성화가 주된 요인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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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razosin 이나  yohimbine 의  전처치가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 
 

Prazosin (4 mg/kg)이나  yohimbine (4 mg/kg)을  신경  결찰  하기  전에  복강  내로  주사
(각  그림의  아래에  표시한  화살표)하여  전처치해 주고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발현은 prazosin 의  전처치에  의해서는 
억제되었으나(A) yohimbine 의  전처치에  의하여  양향을  받지  않았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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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razosin 이나  yohimbine 의  후처치가  이미  생성된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신경결찰  후  3 일간  생성된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을 관찰  한  다음  prazosin (4 
mg/kg)이나  yohimbine (4 mg/kg)을  복강  내로  주사(각  그림  아래에 표시한  화살표)
하여  후처치 해  주고  통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미  생성된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은  prazosin 의  후처치에 의해서는 억제되었으나(A) yohimbine 의  후처
치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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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상 받은 구심성 신경섬유의 교감신경성 반응도 
 

   손상 받은 구심성 신경섬유의 신경활동의 기록은 결찰 부위와 연결된 

L5 후근에서 분리한 단일 신경섬유에서 실시하였다. 기록중인 단일 구심성 

신경섬유에서 교감신경의 전기자극에 의하여 반응을 보이는 신경섬유를 조

사하였다. 이때 교감신경의 자극을 위해서는 T13 이나 L1 의 전근에 30 Hz

의 강직성 자극(tetanic stimuli)을 10 초간 가해주었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의 전기자극에 의해 흥분되는 구심성 신경섬유의 반응은 자극 개시 후 

1~2 초부터 나타났으며 자극 기간동안 지속되었고 자극이 종료된 후에도 

10 여초 간 유지되었다. 이러한 교감신경성 흥분성은 베타 수용체 차단제인 

propranolol 의 정맥 내 주사(100 ㎍/㎏)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알파 수

용체 차단제인 phentolamine 의 정맥 내 주사에 의해서는 흥분성이 차단됨

이 관찰되었다. 이는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구심성 섬유의 흥분 반응이 베

타 수용체가 아닌 알파 수용체를 중재하여 이루어 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

러한 방법으로 교감신경성 흥분성을 보이는 구심성 신경섬유를 조사해 본 

결과 108 개의 Aβ-섬유 중 24 경우에서, 47 개의 Aδ-섬유 중 5 경우에서 

그리고 35개의 C-섬유 중 1 경우에서 흥분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교감신경

성 흥분성을 보이는 구심성 신경섬유가 대부분 굵은 신경섬유를 갖는 구심

성 신경임을 의미한다. 한편 정상 쥐에서는 L4~L6 후근에서 분리한 여러 

종류의 단일 신경섬유를 대상으로 시험해본 결과 교감신경성 흥분성을 보

이는 경우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구심성 섬유에서 관찰된 교감신경성 흥분성이 알파 수용체

의 두 아형 (알파-1, 알파-2) 중 어떤 아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조사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감신경 자극에 의하여 흥분성 반응을 보이는 

구심성 신경의 신경활동을 기록하고 이러한 흥분성 반응이 알파-1 이나 알

파-2 수용체의 길항제인 prazosin 또는 yohimbine 을 정맥내 주사해 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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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림 8 은 이러한 실험의 한 예를 보

여준다. 이 경우 기록중인 구심성 신경섬유는 교감신경 자극(그림 3A)이나 

정맥 내로 투여해준 norepinephrine (그림 8B, 2 ㎍/㎏)에 의하여 흥분성 반응

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흥분성 반응은 알파-1 수용체

의 길항제인 prazosin 의 정맥 내 투여(100 ㎍/㎏)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그림 8C), 알파-2 수용체의 길항제인 yohimbine 의 정맥 내 투여

(100 ㎍/㎏)에 의해서는 현저히 억제되었다(그림 8D). 이러한 실험은 16 개

의 Aβ-신경섬유에서 실시하여 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는 말초신경 손상 후 손상 받은 구심성 체감각 신경에서 아

드레날린에 대한 감수성이 유도되는데, 이러한 아드레날린성 감수성은 특

히 구심성 Aβ-신경섬유에서 알파-2 수용체를 매개하여 이루어 질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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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손상  받은  구심성 신경섬유에서 관찰된 교감신경성  흥분성에 알파-1 및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가  미치는  영향 . 

 
기록중인  구심성  신경은 교감신경 자극(A)이나  norepinephrine (i.v. 2 ㎍/㎏; B)에  의
하여  흥분성  반응을  보였다 . 이러한  흥분성 반응은  알파-1 수용체  길항제인 
prazosin (i.v. 100㎍/㎏)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C), 알파-2 수용체  길항제
인  yohimbine (i.v. 100 ㎍/㎏)에  의해서는  현저히  억제되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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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상 받지 않은 구심성 신경섬유의 교감신경성 반응도  
 

   부분적 말초 신경 손상 시 손상 받지 않은 축삭을 가진 구심성 체감각 

신경을 분리하여 연구하기란 쉽지 않다. 본 과제에서는 L5~L6 척수 신경 

결찰 모델 쥐에서 L4 후근에 포함되어 있는 구심성 체감각 신경은 말초 

쪽 축삭이 손상 받지 않고 체감각 수용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L4 후근으로부터 분리한 단일 신경섬유를 대상으로 교감신경성 반응도

를 조사하였다. 교감신경 자극에 의하여 흥분성 반응을 보이는 구심성 신

경섬유는 주로 통각섬유 , 즉 C-섬유이었으며 Aβ-섬유인 촉각신경섬유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95 개의 C-섬유 중 11 개에서, 38 개의 Aδ-섬유 

중 1 개에서 그리고 58 개의 Aβ-섬유 중 0 개). 이는 앞서 조사한 손상 받

은 구심성 신경의 교감신경성 흥분성이 주로 Aβ-섬유에서 관찰되었음과

는 대조를 이룬다. 

   다음 단계로 L4 후근에 포함된 구심성 통각섬유에서 관찰된 교감신경

성 흥분성이  알파 수용체의 두 아형 중 어떤 아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서 실행한 방법대로 먼저 교감신경 자극에 

의하여 흥분성 반응을 보이는 통각섬유의 신경활동을 기록하고 이러한 흥

분성 반응이 알파-1 이나 알파-2 수용체의 길항제인 prazosin 또는 

yohimbine 을 정맥내 주사해 주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림 9는 이러한 실험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 경우 기록중인 통각 신경섬

유(conduction velocity, 1.31 m/sec)는 pinch자극과 교감신경 자극 모두에 흥분

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림 9A). 알파-1 수용체의 길항제인 prazosin 을 정

맥 내 투여(100 ㎍)로 전처치 한 직후 교감신경 자극은 기록중인 통각섬유

의 흥분성 반응을 유발하지 못하였으나(그림 9B), 알파-2 수용체의 길항제

인 yohimbine 의 정맥 내 투여(100 ㎍)로 전처치 한 직후에는 교감신경 자

극이 통각섬유의 흥분성 반응을 계속 유도하였다(그림 9C). 한편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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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각섬유에서 알파-1 수용체의 효능제인 phenylephrine (10 ㎍)을 대퇴 동맥

의 분지를 통하여 동맥 주사하여 말초 피부 근처로 투여한 결과 흥분성 반

응이 관찰되었으며(그림 9D), 알파-2 수용체의 효능제인 clonidine (10 ㎍)을 

같은 방법으로 투여한 결과 흥분성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9E). 이러

한 실험은 16 개의 통각섬유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3 경우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는 말초신경의 부분적 손상 후 손상 받지 않은 구심성 체감

각 신경 중 일부 통각신경에서 아드레날린에 대한 감수성이 유도되는데, 

이러한 감수성은 말초 통각수용체에서 발현되며 알파-1 수용체를 매개하여 

이루어 질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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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손상  받지  않은  구심성  신경섬유에서  관찰된 교감신경성 흥분성에  알파-

1 및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관련  약물이  미치는  영향 . 
 
이  통각섬유는  말초  수용체에  가해준  pinch 자극(Pi)과  교감신경에  가해준  전기자
극(SS)에  대하여  격렬한  흥분성  반응을  보였다 (A). 이러한  흥분성  반응은  알파-1 
수용체의  길항제인  prazosin (i.v. 100㎍)의  전처치에 의하여  억제되었으나 (B), 알파-2 
수용체의  길항제인  yohimbine (i.v. 100㎍)의  전처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C). 한
편  동일한  통각섬유에서 알파-1 수용체의 효능제인  phenylephrine (10 ㎍)을  대퇴동
맥의  분지를  통하여  동맥  주사하여 말초  피부  근처로  투여한  결과  흥분성  반응을 
관찰하였으며 (D), 알파-2 수용체의  효능제인  clonidine (10 ㎍)을  같은  방법으로  투여
한  결과  흥분성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E). 이  통각섬유의  신경전도속도는  1.31 
m/sec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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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에서 행동학 실험을 통해서는 부분적 말초신경 손상(L5 와 L6 

척수신경 결찰)을 받은 쥐에서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이 

생성되는데 이들 통각행동이 교감신경성 의존적임을 관찰하였고, 자발성 

통각증상의 유도나 유지는 알파-1 및 알파-2 수용체의 작용에 의하며 냉자

극 유발 통각증상의 유도나 유지는 알파-2 수용체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

짐을 밝혔다. 또한 전기생리학 실험을 통해서는 손상 받은 구심성 신경 중 

특히 촉각신경(Aβ-신경섬유)에서 알파-2 수용체를 매개하는 교감신경성 

흥분 반응과, 손상 받지 않은 구심성 신경 중 일부 통각신경(C-신경섬유)에

서 알파-1 수용체를 매개하는 교감신경성 흥분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들 

결과는 자발성 통증의 유도 및 유지에는 손상된 촉각신경에서의 알파-2 수

용체 발현과 손상 받지 않은 통각신경에서의 알파-1 수용체 발현이 모두 

중요하게 공헌할 것이며, 냉자극 유발통증의 유도 및 유지에는 손상 받지 

않은 통각신경에서의 알파-1 수용체 발현이 중요하게 공헌할 것임을 시사

한다. 

   모델 쥐에서 관찰된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각자극 유발 통각행동이 교감

신경성 의존적이었음은 일차 체감각 신경에서 노아드레날린에 대한 감수성

이 유도되었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정상상태에서는 말초의 구심성 

체감각 신경이 노르아드레날린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말초 조직손

상에 따른 부분적 신경손상 후에는 노르아드레날린에 대해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말초부위에서 원심성인 교감신경과 구심성인 체감각 

신경 간에 접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조직학적 근거는 여러 말초신경 손상 모델 쥐를 이용한 형태학적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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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바 있다.12,24,25 본 연구에서도 전기생리실험을 통하여 모델 쥐의 구

심성 신경섬유 일부에서 교감신경의 전기자극에 의한 흥분성 반응을 관찰

함으로서 교감신경-체감각 신경 간 접합이 신경손상 후 유도되었음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교감신경의 전기자극에 대해 흥분성 반응을 보인 손상된 축삭을 가진 

구심성 신경은 대부분 A-신경섬유를 가진 신경이었음을 관찰하였는데, 이

는 말초신경 손상 후 후근절 내에서 유도된 교감신경 섬유싹이 주로 큰 직

경의 후근절 세포체를 주로 둘러싸고 있음을 관찰한 형태조직학적 실험 결

과 12,26 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교감신경성 통증에 있어서 교감신경과  A-신

경섬유를 가진 감각신경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다. 즉 원심성 교감신경 활동이 구심성 A-신경섬유를 통해 척수내로 입력

되고 이러한 비정상적 입력이 이차적으로 척수 내에 존재하는 통각정보 전

달에 관련된 신경세포로 하여금  A-신경섬유를 통한 입력에 대하여 항진된 

반응을 보이게 끔 가변성 변화(plasticity)를 유도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A-

신경섬유를 통해 말초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에 의해 척수내 신경세포에서 

유도된 가변성 변화에 대한 증거로서 본 실험실에서는 말초신경 손상 모델 

쥐에서 척수후각세포가 무해성 자극에 대해 증가된 반응도를 보이는 감작

현상을 관찰한 바 있다.27 

   교감신경-감각신경 상호작용에서 아드레날린이 알파 수용체를 매개하여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증거가 임상 및 동물실험을 통해 제시되었다. 교감

신경성 통증 환자에서 통증 부위의 피부에 알파 수용체 길항제인 

phentolamine 을 가해주었을 때 통증이 완화됨이 보고되었으며,28,29 좌골신경 

절단 모델 쥐에서 절단 부위의 신경종 내에서 알파-2 수용체의 작용제인 

clonidine 이 구심성 신경에 매우 높은 농도로 결합되어 있음이 관찰되었

다.30 또한 Sato 및 Perl31 은 부분적 말초신경 손상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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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손상 받지 않은 감각 신경섬유 중 특히 C-신경섬유의 말초 쪽 피

부 부위에서 아드레날린에 대한 과민감성 반응이 유도됨을 관찰하였고 이

러한 반응은 알파-2 수용체의 길항제에 의해 억제됨을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손상 받은 Aβ-신경섬유 중 일부에서 교감신경과 상호작용이 유

도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알파-2 수용체를 매개하여 이루어짐을 관찰하였

으며 통각행동 실험을 통해서는 자발성 통각행동이 알파-2 수용체 차단제

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억제됨을 관찰하였다(그림 9 및 그림 10). 이들 결과

는 손상 받은 촉각신경에서 알파-2 수용체가 발현되고 이를 통해 교감신경

활동이 중추로 입력되어 자발성 통각행동이 생성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결찰을 받지 않은 척수신경(L4)과 연결된 L4 후근 내에 존재하는 

구심성 신경은 말초 쪽의 축삭이 손상 받지 않고 피부의 체감각 수용체와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구심성 신경섬유 중 통각신경(C-신

경섬유)의 일부(약 12%)가 교감신경 자극이나 아드레날린에 의하여 흥분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교감신경성 흥분반응은 주로 알파-1 수용체를 중

재하여 이루어짐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척수신경 결찰 모델 동물에서 

적출한 피부-신경 표본을 이용한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피부에 분포하는 

통각섬유의 일부에서 피부에 관류해준 알파-1 수용체 효능제에 의한 흥분

성 반응을 관찰한 실험 결과 32 와 일치함을 보인다. 이들 실험결과는 교감

신경성 통증환자에서 통증부위의 피부에 알파-1 수용체 효능제인 

phenylephrine 을 가해 주었을 때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임상 결과 20

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의 통각행동 실험에서 발에 가해진 냉자극에 의

한 통각행동이 알파-2 수용체 차단제보다는 알파-1 수용체 차단제에 의하

여 의의 있게 억제됨을 관찰하였는데(그림 11 및 그림 12), 이는 발 피부에 

존재하는 통각수용체에서 알파-1 수용체 발현이 유도되었을 것임을 시사한

다. 한편 Birder 및 Perl33 은 말초신경손상 후 후근절 내에 존재하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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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통각신경섬유의 세포체에서 알파-2 수용체에 대한 면역반응도가 

증가함을 관찰함으로서 이들 통각섬유와 연결된 통각수용체에서의 알파-2 

수용체의 발현을 제안하였다. 물론 구심성 통각신경의 세포체 내 알파-2 

수용체의 발현이 이 신경의 말초 피부 쪽의 통각수용체에서 알파-2 수용체

의 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정은 피부조직 내 

통각수용체에서 발현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 종류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차후 이루어져야 명확히 규명될 것이다. 

   말초신경손상 후 손상 받지 않은 구심성 신경섬유와 연결된 통각수용체

에서 알파-1 아드레날린성 수용체가 발현되면 이러한 수용체는 교감신경활

동에 의하여 신경임펄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임펄스는 중추로 입력되면서 

통각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이때 관찰할 수 있는 통증의 형태로서 자발

성 통증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교감신경의 자발적 신경활동에 의하여 신경

말단으로부터 유리되는 노아드레날린에 의하여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발

현시킨 통각수용체가 흥분되고 그 결과 자발성 통증이 유도될 것이다. 이

는 작열통 환자에서 자주 관찰되는 자발통에 관한 가능한 설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신경 손상 주변부위 즉 손상  받지 

않은  통각수용체  일부에서  알파-1 효능제에  대한  감수성이 유도됨과 자발적  통각

행동이  알파-1 차단제인  prazosin 에  의하여 일부  억제됨을 보인  결과에  의하여  뒷

받침되어  진다 . 따라서 본  실험에서 이용된  모델  쥐에서  관찰된  자발적 통각행동

은  그  생성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손상  받은  촉각신경에서 발현된 알

파-2 수용체  뿐  만  아니라  손상  받지  않은  통각신경에서  발현된  알파-1 수용체  모

두가  중요하게  공헌할  것임을  시사한다 . 

   본 연구결과는 또한 알파-1 차단제가 말초신경손상 모델 쥐에서 관찰된 

냉자극 유발 통각반응의 억제 뿐 아니라 손상 받지 않은 통각 신경섬유의 

교감신경성 흥분반응의 억제를 보였다. 이는 냉자극 유발통증과 통각수용

체의 노아드레날린에 대한 감수성 유도가 알파-1 수용체에 의함일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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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통각수용체에서 알파-1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발

현되고 그 결과 냉자극 유발통증이 생성될 것임을 시사한다. 통각수용체에

서 알파-1 수용체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통한 냉자극 유발 통각반응을 설명

하는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첫째는 냉자극에 의해 

말초로 출력되는 교감신경성 신경활동이 항진되고 말초의 교감신경말단으

로부터 유리되는 노아드레날린의 양이 증가한 결과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함유한 통각수용체의 흥분성이 증가되어 통증의 정도가 항진될 가능성이다. 

이는 교감신경활동을 증가시켜주는 cold pressor test 를 이용한 말초로의 혈

류량 조사에서 작열통 환자의 경우가 정상인에 비하여 신경손상 부위로의 

혈류량이 감소됨을 보인 임상연구 결과 34 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둘째 가능

성은 말초신경손상 후 냉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통각수용체의 민감화 즉 감

작(sensitization)이다. 이 경우는 신경손상 후 통각수용체가 정상상태에 비하

여 냉각자극에 대한 반응 역치값이 저하되어 격렬한 신경임펄스를 생성하

고 이러한 신경임펄스가 중추로 전달되면서 항진된 통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Ali 등 32 은 부분적 말초신경 손상 동물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 손

상된 신경의 지배를 받는 피부에 분포하는 통각신경섬유의 흥분성이 정상 

동물의 그것과 비교하여 항진되어 있음을 관찰함으로서 통각수용체의 감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말초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 받았을 때 살아남은 구심성 신경섬유에 연

결된 통각수용체의 민감화는 손상 받은 구심성 신경섬유에서 발생하여 말

초 쪽으로 전달되는 격렬한 신경임펄스에 의하여 신경말단(즉 통각수용체)

으로부터 방출된 substance P 와 같은 신경펩타이드의 작용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통각신경섬유로부터 substance P 를 고갈

시키는 capsaicin 을 작열통 환자에게 처치해준 결과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임상연구결과 35 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지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좌골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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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손상시킨 모델 쥐에 대한 연구는 손상 받은 쪽 하지에서 신경

펩타이드의 방출이 증가되고 염증반응이 생성됨을 보고하였다.36 이러한 연

구결과에 기초하면 통각수용성 신경섬유의 손상은 말초 쪽 신경말단으로부

터의 신경펩타이드의 방출을 야기하여 말초 조직에서 신경인성 염증

(neurogenic inflammation)을 유도하고 이러한 염증이 이웃하는 통각수용체의 

흥분성을 증가시키는 민감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민

감화된 통각수용체가 아드레날린에 대한 감수성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도 신

경펩타이드나 염증 유발 인자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생체에서 방출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열자극에 대한 

역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capsaicin 을 전처치하여 민감화시킨 피부에서

는 열자극에 대한 감수성을 현저히 증가시켰고 이러한 항진된 열과민성은 

알파-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의하여 매개되었음을 관찰한 임상연구결과 37 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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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L5~L6 척수신경 결찰 모델 쥐를 이용하여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교감신경성 의존도에 관한 특성과 구심성 체감각 신경섬

유의 교감신경자극에 대한 반응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델 쥐의 신경 결찰 받은 쪽 하지에서 관찰된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

자극 유발 통각행동은 모두 교감신경성 의존도를 보였다. 

2. 자발성 통각행동의 경우는 알파-1 수용체의 차단제인 prazosin 이나 알

파-2 수용체의 차단제인 yohimbine 각각의 신경 결찰 전 처치에 의하여 

그 생성이 부분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이미 생성된 통각행동 역시 각 약

물의 신경 결찰 후 처치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억제되었다. 

3.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경우는 prazosin 의 전처치와 후처치가 각각 통

각행동의 생성과 이미 생성된 통각행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나 

yohimbine 의 전처치나 후처치는 이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 손상 받은 구심성 체감각 신경 중 일부 Aβ-신경섬유에서는 알파-2 수

용체를 매개한 아드레날린성 감수성(adrenergic sensitivity)이 유도되었다.  

5. 손상 받지 않은 구심성 체감각 신경 중 일부 C-신경섬유에서는 알파-1 

수용체를 매개한 아드레날린성 감수성이 유도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자발성 통증의 유도 및 유지에는 손상된 촉각신경(Aβ-

신경섬유)에서의 알파-2 수용체 발현과 손상 받지 않은 통각신경에서의 알

파-1 수용체 발현이 모두 중요하게 공헌할 것이며, 냉자극 유발통증의 유

도 및 유지에는 손상 받지 않은 통각신경(C-신경섬유)에서의 알파-1 수용체 

발현이 중요하게 공헌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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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pheral nerve injury often leads to chronic neuropathic pain such as causalgia. 

A subset of patients with causalgia has a sympathetically maintained pain, which is 

sometimes spontaneous and is often evoked by cooling stimuli. However, our 

knowledge on adrenergic receptor types responsible for mediating this type of pain is 

lacking.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ubtypes of adrenoceptors 

involved in mediating spontaneous pain and cold-evoked pain that developed 

following peripheral nerve injury. 

   Neuropathic lesion was performed by a unilateral ligation of L5 and L6 spinal 

nerves of rats. Behavioral signs of cold-evoked pain and spontaneous pain were 

examined for 5 minutes by measuring cumulative duration of time that the rat lifted 

its foot off a metal plate held at cold(5℃) or room temperatures. Whether each pain 

behavior was affected by antagonists of various subtypes of adrenoceptors, which 

were administered intraperitoneally before and after the ligation,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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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nal activity was recorded from primary afferent fibers in L4 non-ligated or L5 

ligated spinal nerves using a single fiber recording technique and adrenergic 

sensitivity of these fibers was examined.  

   After ligation, duration of foot lifting on the ligated side at both cold and room 

temperatures increased as compared to the pre-operative period. These increases 

maintained for the entire 40-day test period and were suppressed by treatment with 

alpha antagonist phentolamine. Pain behavior at room temperature (spontaneous pain) 

was partially depressed by either alpha-1 antagonist prazosin or alpha-2 antagonist 

yohimbine when each drug was treated before or after ligation. Pain behavior at cold 

temperature (cold-evoked pain) was suppressed by prazosin, but not by yohimbine. 

Of injured afferent fibers in L5 ligated spinal nerves, about half of Aβ-fibers 

showing spontaneous discharges were excited by yohimbine, not by prazosin. Of 

uninjured afferent fibers in L4 non-ligated spinal nerves, about 12% of C-fibers were 

excited by prazosin, but not by yohimbine.  

The results suggest that peripheral nerve injury develops spontaneous pain and 

cold-evoked pain that are sympathetically dependent, and that both alpha-1 receptors 

expressed in C-fibers and alpha-2 receptors expressed in Aβ-fibers may play a 

critical role for the generation of spontaneous pain whereas alpha-1 receptors 

expressed in C-fibers are primarily important for the generation of cold-evoked pain. 

 

 

Key Words: adrenoceptor, causalgia, nerve injury, neuropathic pain, prazosin, 

yohimbine 


	흰쥐에서 교감신경성 통증에 대한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의 영향 최병옥 2000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 사업단 박사
	표지
	I. 서 론
	II. 재료 및 방법
	1. 교감신경통증 모델동물 제작 및 실험군 분류
	2. 행동 검사
	3. 약물 투여
	4. 전기생리 실험
	5. 통계 처리

	III. 결 과
	1. 말초신경손상 후 유도되는 통각행동의 교감신경성 의존도
	2. 아드레날린성 차단제의 전처치 및 후처치가 통각행동에 미치는 영향
	3. 알파 수용체 아형 차단제의 전처치 및 후처치가 자발성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4. 알파 수용체 아형 차단제의 전처치 및 후처치가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5. 손상 받은 구심성 신경섬유의 교감신경성 반응도
	6. 손상 받지 않은 구심성 신경섬유의 교감신경성 반응도

	IV. 고 찰
	V. 결 론
	Reference
	참고 문헌
	영문 요약

	LIST
	그 림 목 차
	그림 1. 말초신경 손상 후 나타나는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그림 2. Phentolamine의 전처치가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림 3. Phentolamine의 후처치가 자발성 통각행동과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림 4. Prazosin이나 yohimbine의 전처치가 자발성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5. Prazosin이나 yohimbine의 후처치가 이미 생성된 자발성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6. Prazosin이나 yohimbine의 전처치가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7. Prazosin이나 yohimbine의 후처치가 이미 생성된 냉자극 유발 통각행동 생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8. 손상 받은 구심성 신경섬유에서 관찰된 교감신경성 흥분성에 알파-1 및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가 미치는 영향
	그림 9. 손상 받지 않은 구심성 신경섬유에서 관찰된 교감신경성 흥분성에 알파-1 및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관련 약물이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