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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실험적으로 유발한 흰쥐 관절염 모델에서 COX 억제제, NMDA수용체 길

항제와 capsai ci n이 척수 후각의 c-f os 단백질과 척수신경절의

subst ance P, CGRP에 미치는 영향

통증(pain )은 환자가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로서, 통증을 일으키는 병

인이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른 통각 유발 기전의 차이가 있다. 통증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동물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c-f os , substance P (SP ),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CGRP )의

척수 후각 내 농도를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염색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이 통

증의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적으로 관절염 유발 후 염증성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기전이 서

로 다른 대표적인 통증 억제제인 cyclooxygenase(COX)억제 진통제나, NMDA 수

용체 길항제인 MK- 801과 그리고 capsaicin의 효과를 대표적인 통증 기전 지표물

질인 c-f os 단백질,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SP, CGRP의 변화를 조사함

으로써 형태정량학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Kaolin과 carrageenan을 흰쥐

무릎관절에 투여하여 관절염모델을 만든 후 관절염 유발군과 관절염유발후 통증억

제제 투여군의 척수 후각과 척수신경절에서 통증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c-f os 단

백질과 통증전달 신경펩타이드인 SP와 CGRP의 발현 변화를 면역조직화학적 방법

으로 염색한 후, 척수 후각에서는 c-f os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와 SP와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의 변화를 정량화하고, 척수신경절에서는 SP와

CGR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를 세어 정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약제가

척수 후각의 c-f os 양성 신경원의 수를 의미있게 감소시켰으며, 감소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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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801, piroxicam , indomethacin, capsaicin의 순서로 나타났다.•염증유발후

indomethacin 투여시 척수신경절의 SP 양성 신경원의 수와 척수 후각의 SP 면역

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이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CGRP 양성 면적의 감소는 초

기인 2시간군에서 가장 뚜렷하였으며, 염증유발 후 24시간, 1주일 경과군에서는 면

역반응 양성 면적의 감소가 둔화되었다. 염증유발후 piroxicam 투여시에는 척수신

경절에서 SP 양성 신경원의 수가 의미있게 감소했으며, 척수 후각에서는 SP 양성

면적이 염증유발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초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P 양성 면적은 후기(1주일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견은 대

조측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CGRP 면역반응 양성 면적은 1주일 경과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염증유발후 MK 801 투여시에는 통증유발로 인한 척수신경

절의 SP와 CGR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척수 후각에서

는 SP 양성 면적과 CGRP 양성 면적 모두가 의의있게 감소하였으며, MK- 801 투

여는 특히 대조측의 CGRP 양성 면적을 감소시켰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염증유발

후기(1주일군)까지 지속되었다. Capsaicin 투여시 척수신경절에서 SP와 CGRP 양

성 신경원의 수가 의미있게 감소했으며, 염증유발측 척수 후각의 SP와 CGRP 양성

면적 역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염증성 질환에 투여한 indomethacin , piroxicam ,

MK801, capsaicin 등은 형태학적 통증 차단의 지표인 척수 후각의 c-f os 신경원

수와, 척수와 DRG의 SP, CGRP 면역 염색 반응도를 저하시켰으며, 관절염과 연관

된 통증유발시 기전이 다른 통증억제제가 c-f os 단백질의 발현이나 신경펩타이드

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을 알수 있었으며, 이를 형태정량적으로 비교, 분석

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cyclooxygenase inhibitor , NMDA receptor antagonist ,

capsaicin , c-f os , substance P , CGRP, 척수 후각, 척수신경

절, 통증, 실험적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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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 유발한 흰쥐 관절염 모델에서 COX 억제제, NMDA수용체

길항제와 capsai ci n이 척수 후각의 c-f os 단백질과 척수신경절의

subst ance P, CGRP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원택, 이종은 부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백 종 삼

I. 서 론

통증(pain )은 환자가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로, 통증을 느끼게 하는

통각의 전달경로에 대해서는 신경해부학적으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기전이나

증상의 경감 및 진통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이 많다1 ,2 .

특히 만성 통증은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을 주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

는 노력은 인간 역사 이래로 지속되어 왔으며 이의 기전과 치료에 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3 . 그러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인이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른

통각 유발 기전의 차이가 있으며, 통증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동물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절한 해답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염증과 관련된 통증에 대한 연구는 통증 연구의 가장 오래된 모델 중의 하나이

다. 염증이 유발되었을 경우, 조직 내에서는 prostaglandin, histamine, bradykinin,

serotonin , interleukin - 1, interleukin - 6, substance P 등 많은 종류의 화학매개물질

(chemical mediator s )이 염증세포와 손상조직, 신경 말단 등에서 유리되어 조직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하며4 , 유해자극수용기(nociceptor )를 활성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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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각을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급성 통증이 신경계 내부의 변형을 초래하여 지속적

인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생각되고 있다
3 ,5 .

최근 통증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정하는 방법 중에 조기발현유전자(immediate

early gene) c-f os의 생산물질인 c-f os 단백질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관찰하는 형

태학적 검정방법이 개발되었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6 - 19 . 또한 통증전달에 관여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substance P (SP )와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CGRP )

의 척수 후각 내 농도, 또는 후근신경절(dor sal root ganglion , DRG) 신경세포를 면

역조직화학적으로 염색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역시 통증의 정도와 진통효과

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2 0 ,2 1 .

c-f os는 원종양유전자(proto- oncogene)인 v -f os의 세포동족체로서 성장인자

(growth factor )나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수분 내에 다양한 형태의 세포에서 활성화

된다2 2 . Hunt 등(1987)은 통증자극 후 척수후각의 신경원에서 c-f os가 발현되므로

척수 후각의 통각경로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c-f os mRNA의 산물인 c-f os 단백

질을 항원으로 하는 면역조직화학방법을 개발하였고 이후, 말초신경에 가한 여러

종류의 유해자극과 척수 후각에서 c-f os 발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2 3 - 2 7 . c-f os는 주로 척수의 통증전달신경원에서 발현되고 일차신경원인 척수신경절

신경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기타 뇌에서 통증에 관계된 부위에서도 발현된다고

보고되어 있다2 8 ,2 9 . 그러나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감각자극에 의해서는 척수 후각에

서 c-f os가 발현되지 않는다
2 3 . Presley 등은 morphine을 전신적으로 투여하면

c-f os 발현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하였고2 7 , Besson과 그 동료들은 통증증후군을

유발시킨 동물에서 여러 가지 약제를 투여하여 c-f os 단백질 발현이 감소되는 정도

를 약제의 효과로 검정하는 일련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6 ,7 ,9 - 18 .

또한, 염증과 연관된 통증 유발시 arachidonic acid가 증가하고,

cy cloox y g ena se (COX )의 활성화를 초래하여 여러 종류의 prostan oid의 유리가

연관 되어 있음이 보고된 이래 최근 그 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다. Non st eroidal antiinflamm atory dru g (NSAID )은 aspir in를 비롯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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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로 COX를 억제하여 prostag an din의 합

성을 억제함으로써 진통과 소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염증에 의해

발생된 통증에 NSAID를 척수의 척수강(spinal intrathecal space)으로 직접 주사하

면 복강 내나 피하로 자극제(irritant )를 주사하여 유도한 통증을 의미있게 감소시

킨다는 결과가 보고된 이후 항염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0 ,3 1 .

Freund ' s complete adjuvant (FCA ) 주사와 같은 기계적 통증(mechanical

hyperalgesia )시 흥분성 아미노산 수용체(excitatory amino acid receptor )의 역할에

관하여는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N- methyl- D- aspartate (NMDA )-

receptor가 염증과 연관된 통증 유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3 2 - 3 4 . 염증반응 결과 생성되는 prost agladin은 신경세포의 흥분성 조절에

m odulat or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신경 흥분의 thr eshold를 감소시킴으로

써 glut am at e 등의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sen sit ization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통증 유발 및 억제에 있어서 흥분성 아미노산 수용체의 연관

성은 opioid 계통의 진통기전과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opioid 계

통이나 enantiomers들은 NMDA receptor의 MK- 801 결합부위에 결합함을 조사하

여 보고함으로써 opioid 계통이 비경쟁성 NMDA 수용체 길항제(non - competitive

NMDA antagonist )의 활성을 나타냄을 보고하였고3 3 , 다른 연구자들은 NMDA 길

항제인 MK- 801은 morphine에 대한 민감성을 막아 줌으로써 이들의 마취효과나

운동자극효과(locomotor - stimulating effects )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

함을 보고하는 등 흥분성 아미노산 수용체의 opioid 계통의 진통 기전과의 연관성

에 대하여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기전이 다른 또 다른 통증 억제제로, 근래에는 고추에서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capsaicin의 진통효과를 이용하여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capsaicin 국소도포제로 류마티스성관절염(rheumatic

arthritis ), 골관절염(osteoarthritis ), 당뇨병성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 군집성

두통(cluster headache), 유방절제술후 통증증후군(postamastectomy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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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등에 쓰이고 있다(Cordell과

Araujo, 1993). 그렇지만 관절염 등 염증성질환에 미치는 capsaicin의 효과를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X 억제 진통제나 NMDA receptor antagonist인

MK- 801과 비교하여 c-f os, SP, CGRP 등과 같은 통증 기전 지표물질과 연관시켜

서는 아직 심도있게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c-f os를 이용한 통증을 계측하는 방법과 더불어 염증에 의해 유발된 통증

에 기전이 서로 다른 COX억제제, NMDA수용체 길항제, 그리고 capsaicin이 통증

전달에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인 SP와 CGRP 면역양성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관절염 유발 후 염증성질환과 연관된 기전이 서로 다른 대표적인

통증 억제제인 COX 억제 진통제나, NMDA receptor antagonist인 MK- 801와

capsaicin의 효과를 대표적인 통증 기전 지표물질인 c-f os 단백질, SP , CGRP 등을

이용하여 형태정량학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1) 염증억제제인 indomethacin ,

piroxicam 등의 COX inhibitor와 (2) 통증억제제로 이용되고 있는 capsaicin (3)

NMDA receptor antagonist를 염증을 유발한 실험동물에 투여한 후, c-f os 단백질,

SP , CGRP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척수 후각의

c-f os 단백질 양성 세포의 수와, SP , CGRP 면역 양성 섬유의 분포를 계수, 계측하

여 정량적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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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체중 약 200 gm의 Sprague- Dawley계 흰쥐 약 120마리를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1) 관절염을 유발시키지 않은 정상대조군과 (2) 실험적 관절염 유발

군, (3) 관절염 유발 후 indomethacin 투여군, (4) 관절염 유발 후 piroxicam 투여

군, (5) 관절염 유발 후 NMDA수용체 길항제 투여군, (6) 관절염 유발 후

capsaicin 투여군, (7)관절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생리식염수 투여군으로 나눈다.

2. 실험적 관절염 유발

실험적 관절염을 유발시키기 위해 kaolin을 증류수에 녹여 최종 농도가 4%가 되

게 하고 무릎 관절강에 0.1 ㎖주입하여 15분간 관절을 굽혔다 폈다 굴신운동을 시

킨 후, 2% carrageenan 용액 0.1 ㎖를 무릎관절강으로 주입한 다음 다시 5분간 관

절의 굴신운동을 시킨다. 관절염을 유발한 흰쥐의 무릎을 조사하여 열과 부종, 압

통 반응의 유무를 확인 관절염 유발을 판정하였다.

3. 약제 투여

약제투여는 실험적 관절염 유발과 동시에 투여하였다. COX 억제제인

indomethacin (Sigma chemical co., St . Louis, MO, USA )은 피하로 0.5 mg/ kg를

투여하고, COX억제제인 piroxicam (Sigma chemical co., St . Louis, MO, USA )을

피하로 0.5 mg/ kg 투여하였다. NMDA수용체 길항제인 MK- 801(T oclis co.,

Bristol, UK)은 피하로 2 mg/ kg을 투여하였다. Capsaicin (Sigma chemical co., St .

Louis, MO, USA )은 용매(10% ethanol, 10% T ween 80, 80% 생리식염수)에 용해

시켜 관절염모델 동물의 피하로 50 mg/ kg를 투여하였으며, 투여 도중 또는 투여

직후 흰쥐의 상태에 따라 흉곽을 적절하게 눌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 7 -



4. 표본제작

실험동물은 indomethacin, piroxicam , MK- 801, capsaicin 투여 2시간, 24시간, 1

주일, 1개월 후에 희생시켰다. 실험동물을 sodium pentobarbital을 사용하여 마취시

킨 후, 혈관확장제인 2% sodium nitrite과 항응고제인 2% heparin을 넣은 생리식

염수 용액을 심장을 통해 관류하고, 3% paraformaldehyde- 3% glutaraldehyde

- 0.1% picric acid 용액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적출된 척수는 vibratome 을 사용하여 박절하였고, 척수신경절은 통상의 방법으

로 파라핀에 포매하여 박절기를 사용해서 박절하였다.

5. 면역조직화학 염색

박절한 L5 조직을 c-f os 단백질과 SP, CGRP를 항원으로 하는 면역화학염색을

각각 시행하였고, 박절한 L5 척수신경절은 SP와 CGRP를 항원으로 면역화학염색

을 시행하였으며,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가. c -f os 단백질 면역화학염색

박절된 척수분절을 PBS로 여러번 세척한 후 남아있는 고정액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 sodium borohydride로 1시간 처리하였다. 면역화학염색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3%의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용액에 10분간 처리하였다. 다시

PBS로 여러 번 세척한 후 다음의 모든 용액에 triton - X100을 혼합하여 최종 농도

가 0.02% 되게 하여 세포 내에 항체 투과율을 높였다. Histostain - plus kit (Zymed

laboratories Inc., San Francisco, CA, USA)를 이용하여 1:200으로 희석한

anti- c-f os항체(Oncogene, La Jolla, CA, USA )를 실온에서 24시간 처리하고 다시

PBS로 여러번 세척한 후 diaminobenzidine (DAB, Sigma Chemical Co., St . Louis,

MO, U.S .A .)으로 발색하였다. 표본을 건조시킨 후 통상의 탈수과정을 거쳐 덮개유

리를 씌워 관찰할 수 있는 표본을 제작하였다. 모든 염색과정에서 항상 대조군과

- 8 -



염증유발군을 동시에 처리하여 과정상 염색정도를 균일하게 하였다. 항혈청 처리과

정은 모두 습기를 보존할 수 있는 용기 안에서 시행하였다.

나. Subst ance P, CGRP 면역조직화학염색

박절된 척수와 척수신경절은 PBS로 여러번 세척한 후 남아있는 고정액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 sodium borohydride로 1시간 처리한 후 면역화학염색을 위한

전처리과정으로 3%의 과산화수소 용액에 10분간 처리하였다. 다시 PBS로 여러번

세척한 후 다음의 모든 용액에 triton - X100을 혼합하여 최종 농도가 0.02% 되게

하여 세포 내에 항체 투과율을 높였다. Histostain - plus kit (Zymed laboratories

Inc., San Francisco, CA, USA )를 이용하여 1:1000으로 희석한 anti- SP 항체

(Oncogene, La Jolla CA, U.S.A .), 1:1000으로 희석한 antirat rabbit CGRP 항체

(Calbiochem, La Jolla, CA, USA )를 실온에서 24시간 처리하고 다시 PBS로 여러

번 세척한 후 diaminobenzidine (DAB, Sigma Chemical Co., St . Louis, MO,

U.S .A .)으로 발색하였다. 표본을 건조시킨 후 통상의 탈수과정을 거쳐 덮개유리를

씌워 관찰할 수 있는 표본을 제작하였다. 모든 염색과정에서 항상 대조군과 동시에

처리하여 과정상 염색정도를 균일하게 하였다. 항혈청 처리과정은 모두 습기를 보

존할 수 있는 용기 안에서 시행하였다.

6. 관찰 및 분석

척수의 후각에서는 c-f os에 염색된 신경원의 수를 천층에서 계수하였으며,

SP와 CGRP에 각각 염색된 신경섬유의 면적을 영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척수신경절에서는 인근 절편에서 SP 면역반응세포와 CGRP 면역반응세

포를 계수하였으며, 이 계수자료를 각 군별로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통

계 분석하였다.

- 9 -



I I I . 결 과

1. 척수 후각 천층의 변화

가. 척수 후각의 c- fos 단백질 면역반응도의 변화

척수 후각에서 c-f os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는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염색한

표본에서 면역반응 양성구조는 척수 후각 신경원의 핵에 짙은 갈색 과립으로 나타

났다. c-f os 면역반응 양성 세포는 주로 척수 후각의 천층에서 발견되었다(그림 1).

정상대조군에서는 c-f os 면역반응 양성 세포가 드물게 관찰되었으며, 관찰되는 경

우에도 면역반응성이 옅게 염색되었다. 이에 비하여 관절염유발군에서는 면역반응

성이 더욱 강하게 관찰되었으며, 그 수도 많이 관찰되었다. 약제를 투여한 실험군

에서는 c-f os 면역반응 양성 세포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각 약제별로 감소된 정도

가 차이가 있었다.

척수 후각 천층, 즉 렉시드 I, II 층판의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핵의 수를

계수하여 정량화하였다(표 1).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정상대조군 L5의 척수

후각 천층에서 c-f os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핵의 수는 0.7±0.6(n =5)로 나

타났으며, 염증유발군에서는 염증 유발 2시간 후 관절염 유발측의 척수 후각 천층

의 c-f os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32.0±0.2(n =5)로 정상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2). 염증유발 후 대조측에서는 c-f os 단백

질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각 실험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indomethacin과 MK- 801을 투여한 경우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가 염증유

발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그림 2). 염증유발

측에서는 약제를 투여하지 않은 염증유발군의 경우, 염증유발 2시간후에는 대조측

에 비해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염증유발 1주일 경

과 후에는 대조측의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와 유사하게 감소하였다. 염증

유발후 염증유발측에서의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의 증가는 약제 투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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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전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염

증유발 2시간군에서는 piroxicam의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indomethacin의 경우에는

염증유발 1주일 경과 후에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MK- 801의

경우에는 염증유발 24시간후에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1주일 경과 후 다시 감소하여 반응의 경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그림 1).

나. 척수 후각의 SP 면역반응 신경섬유의 변화

척수 후각 천층, 즉 렉시드 I, II층판의 SP 면역반응 양성신경섬유의 면적을

optim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그림 3).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정

상대조군 L5의 척수 후각 천층에서 은 SP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면적은 14328.0±

364.7(n =5)로 나타났으며, 염증유발군에서 염증 유발 2시간 후 관절염 유발측의 척

수 후각 천층에서는 SP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면적은 85694.9±893.0로 정상대조군

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2). 염증유발 2시간 후 약제를 투여

한 경우 대조측에서는 실험군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염증유발 24시간, 1주일 경과 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염증유발측에서는 약제를 투여하지 않은 염증유발군에 비해 약제투여군에서 SP

면역반응 양성 면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표 2, 그림

3).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염증유발 초기인 2시간군에서는 indomethacin을 투여한

경우 감소 정도가 가장 뚜렷하였으며, 염증유발 24시간, 1주일 경과군에서는

piroxicam 투여군과 MK- 801 투여군에서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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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5요수 (L5) 후각 천층의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염증

유발군에 비해 M K - 801 투여 후 2시간군에서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A , 염증유발군; B , M K - 801투여군.

표 1. 제5요수(L5) 후각 천층의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1

1
단위는 개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0.05(oneway ANOVA).

L5 2시간 24시간 1주일

정상대조군 0.7±0.58

염증유발군 32.0±0.22 17.5±0.23 9.3±0.79*

염증유발 후

indomethacin 투여군
8.6±0.16* 6.8±0.17* 4.5±0.35*

염증유발 후

piroxicam 투여군
1.0±0.16* 6.2±0.17* 12.5±0.51

염증유발 후

MK- 801 투여군
1.3±0.15* 5.7±0.56* 0.3±0.52*

염증유발 후

capsaicin 투여군
9.6±0.82* 8.0±0.43* 2.0±0.82*

- 12 -



* * * * * *
*

* * * *

*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0.05(onew ay ANOVA )

그림 2. 제5요수(L5) 후각 천층의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 염증유발군의 대조측에서는 정상대조군과 비슷한 양상으로 관

찰되었으나 염증유발군의 염증유발측에서는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2시간 후부터 증가하였으며, 24시간 후부터 감소하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2시간군과 24시간군에서는 piroxicam투여군

과 MK- 801투여군에서 c-f os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감소가 현저

하였다. 1주일군에서는 MK- 801투여군에서 c-f os 면역반응 양성신

경원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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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5요수(L5) 후각 천층의 SP 면역반응 양성 면적. 염증유발군

에 비해 indomethacin 투여 후 2시간군에서 SP 면역반응 양성신경섬유

의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A , 염증유발군; B, indomethacin투여군.

표 2. 제5요수(L5) 후각 천층의 substance P 면역반응 양성 면적1

1 단위는 ㎛2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0.05(one w ay ANOVA).

L5 2시간 24시간 1주일

정상대조군 14328.0±364.7

염증유발군 85694.9±893.0 79865.0±314.0 66846.0±301.5

염증유발 후

in dom eth acin 투여군
27575.5±457.6* 49631.6±344.0* 48166.4±349.0

염증유발 후

piroxicam 투여군
53422.9±901.0* 38315.7±271.2* 19503.1±831.0*

염증유발 후

M K - 801 투여군
53424.3±668.7* 38315.7±311.7* 19552.0±630.2*

염증유발 후

capsaicin 투여군
48962.4±642.0* 44453.7±647.7* 36248.0±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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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 0.05(one w ay ANOVA)

그림 4. 제5요수(L5) 후각 천층의 SP 면역반응 양성 면적. 염증유발

군의 염증유발측에서는 SP 면역반응 양성 면적이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2시간군에서는 indomethacin투여군이, 24시간군과 1주일

군에서는 piroxicam투여군과, MK- 801투여군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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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척수 후각의 CGRP 면역반응 신경섬유의 변화

척수 후각 천층, 즉 렉시드 I, II층판의 CGRP 면역반응 양성 면적을 optimas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그림 5).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정상대조군 L5

의 척수 후각 천층에서 CGRP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면적은 38214.0±275.0(n =5)로

나타났으며, 염증유발군에서 염증 유발 2시간 후 관절염 유발측의 척수 후각 천층

에서는 CGRP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면적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표 3). 염증유발 후 indomethacin을 투여한 경우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이 대조측에서는 염증유발군 대조측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염증유발측에서는 약제를 투여하지 않은 염증유발군의 염증

유발측에 비해 CGRP 면역반응 양성 면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현상

을 보였다(표 3, 그림 6).

Piroxicam투여군과, MK- 801투여군, capsaicin투여군에서도 전체적인 변화 양상은

indomethacin투여군과 동일하였다(표 3, 그림 6).

2. 척수신경절 신경원의 변화

가. Substance P 면역반응 신경원의 변화

연속 절편된 대조측과 염증 유발측 척수신경절 단면에서 SP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염색한 결과에서 SP 면역반응 양성 세포의

수를 계수하여 비교하였다(표 4). SP 면역반응 양성구조는 척수신경절 신경원

세포체내에 갈색의 과립으로 나타났다(그림 7). 척수신경절의 SP 면역반응 양

성 신경원은 주로 신경절의 주변부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주로 크기가 작은 B

형 신경원이었다.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정상대조군 L5의 척수신경절의 SP 단백질 면역반

응 양성 신경원의 수는 382.0±12.5(n=5)로 나타났으며, 염증을 유발한 흰쥐에

서 염증유발측 척수신경절의 substance 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은 염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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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제5요수(L5) 후각 천층의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 염증

유발군에 비해 indomethacin 투여 후 2시간군에서 CGRP 면역반응 양

성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A , 염증대조군; B, indomethacin투여군.

표 3. 제5요수(L5) 후각 천층의 염증유발측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1

1 단위는 ㎛2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0.05(one w ay ANOVA).

L5 2시간 24시간 1주일

정상대조군 38214.0±275.0

염증유발군 100105.3±587.1 94606.0±635.6 78690.0±922.4

염증유발 후

indom ethacin 투여군
57853.1±654.9* 73983.0±923.9* 63606.2±690.6

염증유발 후

pirox icam 투여군
74347.7±583.9* 68756.4±138.3* 60673.2±924.4

염증유발 후

M K - 801 투여군
81783.9±759.3 84918.3±435.0 77783.5±651.3

염증유발 후

cap saicin 투여군
84765.9±706.8 92714.4±621.5 50485.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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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 0.05(one w ay ANOVA )

그림 6. 제5요수(L5) 후각 천층의 CGRP 면역반응 양성 면적. 염증유발

군의 염증유발측에서는 CGRP 면역반응 양성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2시

간군과 24시간군에서는 indomethacin 투여군에서 CGRP 면역반응 양성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1주일군에서는 MK- 801투여군에서 CGRP 면

역반응 양성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 18 -



2시간 후에 789.2±2.3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4시간 후에는 더

많이 증가되었으나, 약제를 투여한 군에서는 모두 염증유발군에 비해

substance 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감소하였다(표 4, 그림 8). 그러나

염증 유발 1주일 후에는 염증유발군이나, 약제 투여군 모두 substance P 면역

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다시 감소하여 정상대조군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표 4). 또한 대조측에서는 염증유발군과 약제 투여군 모

두 substance 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정상대조군과 유사하였다.

염증 유발후 통증을 억제하는 약제들을 투여한 결과, 척수신경절에 있는

substance 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통증억제제 사이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나. CGRP 면역반응 신경원의 변화

실험적으로 염증을 유발한 후 통증을 억제하는 여러 약제들을 동시 주사한

후 대조측과 염증 유발측 척수신경절의 CGRP 면역반응 양성 세포의 수를

CGRP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염색하여 비교하였다.

CGRP 면역반응 양성구조 역시 척수신경절 세포체 내에 갈색의 과립으로 나타

났으며, 주로 크기가 작은 B형 신경세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간크기의 세포

도 관찰되었다(그림 9). 척수신경절의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역시 염증

유발 2시간 후에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24시간 후까지

지속되다가, 염증 유발 1주일 후에는 감소하여 정상대조군의 수준으로 떨어졌

다 (표 5). 염증유발 2시간군에서는 piroxicam 투여군에서 CGRP 면역반응 양

성 세포 수의 감소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그림 10), 이와 같은

양상은 1주일 경과 후까지 지속되었다. 여러 기전이 다른 통증억제제가 척수

신경절의 CGRP 면역반응 양성 세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제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랐으며, capsaicin을 투여한 경우 CGRP 면역반응 양성 세포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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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 5 요수(L5) 척수신경절의 S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염증유발군에 비해

indomethacin 투여 후 2시간군에서 substance 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이 현저하게 감

소하였다. A , 염증유발군; B, indomethacin투여군.

표 4. 염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염증유발측 제5요수 척수신경절의 S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1

1
단위는 개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0.05(one w ay ANOVA ).

L5 2시간 24시간 1주일

정상대조군 382.0±12.5

염증유발군 789.2±2.3 850.4±5.6 758.4±10.2

염증유발 후

indomethacin 투여군
415.0±10.5* 402.0±8.6* 400.0±6.9*

염증유발 후

piroxicam 투여군
457.6±6.8* 513.0±8.6* 447.0±10.0*

염증유발 후

MK- 801 투여군
509.3±7.0* 502.0±6.1* 498.3±9.6*

염증유발 후

capsaicin 투여군
494.6±6.9* 514.8±10.5* 48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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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 0.05(one w ay ANOVA )

그림 8. 제 5 요수(L5) 척수신경절의 S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염증유

발군의 염증유발측에서는 S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2시간군, 24시간군, 1주일군 모든 시기에서 indomethacin 투여군에서 S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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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효과가 가장 적었다 (그림 10).

각 약제 투여 후 대조측에서는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에 큰 변화

가 없었으며,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표 5).

3. 무릎 관절강에서의 조직학적 변화

염증의 발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염증 매개물질인 kaolin과

carrageenan을 관절강 내로 주입하여 염증을 실제적으로 유도하는지 그리

고 염증과 관련된 통증유발시 여러 기전이 다른 통증억제제들을 처치한 후

관절에서의 각 약제의 효과를 헤마톡실린- 에오신을 이용한 일반조직염색

을 시행하여 관찰하였다. 정상대조군에서는 관절강, 관절낭, 골막, 연골 등

의 구조가 잘 관찰되었고 세포외기질의 아교섬유들이나 혈관의 구조가 정

상적으로 잘 관찰되었(그림 11A ). Kaolin과 carrageenan 주사로 염증을 유

발하였을 경우, 결합조직 내에서 염증세포들이 많이 관찰되고, 혈관 벽을

이루고 있는 내피세포 사이가 느슨해지면서 많은 백혈구들이 결합조직 내

에서 관찰되었다(그림 11B). 그러나 비선택적 COX 억제제인 indomethacin

과 COX I 억제제인 piroxicam을 주사하였을 경우에는 염증유발후 2시간이

경과한 관절에서 염증유발군에 비해 염증세포들의 수가 적게 관찰되었다

(그림 11C, D). NMDA 길항제인 MK - 801이나 capsaicin을 투여한 경우에

는 COX 억제제에 비해 결합조직 내에서 때때로 염증세포들이 관찰되었다

(그림 11E, F ). 관절염 유발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염증유발군을 제외

한 다른 조직에서는 거의 정상소견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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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

그림 9 . 제5요수 (L5) 척수신경절의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염

증유발군에 비해 pirox icam 투여 후 2시간군에서 CGR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A , 염증유발군; B , pirox icam투여

군.

표 5. 염증유발 후 염증유발측의 제5요수(L5) 척수신경절의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수1

1 단위는 개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0.05(one way ANOVA).

L5 2시간 24시간 1주일

정상대조군 402±11.8

염증유발군 876.3±9.8 873.5±12.5 711.0±10.3

염증유발 후

indom ethacin 투여군
507.9±8.2* 452.3±5.6* 418.5±8.3*

염증유발 후

pirox icam 투여군
412.0±3.5* 409.0±5.9* 451.0±9.5*

염증유발 후

M K - 801 투여군
579.0±9.6* 520.4±7.9* 402.0±13.1*

염증유발 후

capsaicin 투여군
650.1±13.5* 601.2±12.6* 57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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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염증유발군과 비교해서 P < 0.05(one w ay ANOVA )

그림 10. 제5요수(L5) 척수신경절의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 염증

유발군의 염증유발측에서는 CGR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가 증가하

였으며 2시간군과 24시간군에서는 piroxicam투여군에서 CGR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감소가 현저하였다. 1주일군에서는 MK- 801투여군에서

CGR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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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염증유발 2시간군에 각 약제 투여 후 무릎관절의 H- E 염색 소

견. 관절염을 유발한 일반 무릎관절의 관절주변조직에서 염증세포의 증

가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나, 각 약제를 투여하였을 때에는 무릎관절 주

위 조직에서 염증세포의 감소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 정상대조군;B,

염증유발군;C, indomethacin투여군;D, piroxicam투여군;E, MK- 801투여

군;F , capsaicin투여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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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관절염은 매우 흔한 관절질환으로 관절염시 동반되는 관절의 통증으로 인하

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질환의 하나이다. 관절염시 과연 왜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가는 아직도 정확

히 그 기전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사와 환자 모두

가 고통받고 있으며 결국에는 인공관절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다루기 어려운

질환이다. 따라서 관절염에 동반되는 관절 통증의 기전을 연구하는 것은 관절

염의 근본적인 치료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진통제를 처치하게 된다. 이러한 진통제들

의 진통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9,18 ,19 . 그

러나 실제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계에서의 변화를 형태학적으로 비교한 연

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관절

염 유발로 발생되는 통증 전달기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전이 서로 다른 진통

제를 처리하였을 때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섬유를 받아들이는 척수 후각에서

통증에 대한 형태학적인 지표 중 하나인 c-f os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고

자 하였고, 통증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신경전물질인 SP와 CGRP의 발현 변화

를 측정함으로써 통증을 형태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통증을 받아들

이는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척수신경절에서 SP와 CGRP 함유 신경세포의 수

를 계수하여 비교함으로써 관절염과 연관된 통증시 기전이 서로 다른 진통제

의 진통효과를 형태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흰쥐의 무릎관절에 kaolin과 carrageenan을 투여하여 관절

염을 유도하였다. 관절염 유발시 통증을 전달하는 구심성신경섬유에 관한

연구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고양이 무릎관절의 구심성 신경

섬유의 경우 전도속도에 따른 전통적인 분류이외에 수동적 관절 운동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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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양상에 따라 4가지 군으로 나누었다. 제I군은 고양이 내측 무릎관

절 구심성 섬유의 약 20%정도를 차지하며 생리적 범위의 관절운동에 반응

하는 섬유들로서 유해한 범위의 운동 시 반응이 증가된다. 제Ⅱ군은 생리

적 운동 범위에서는 약한 반응을 보이다가 유해한 범위의 운동 시 그 반응

이 크게 증가되는 섬유들로 내측 무릎관절 구심성 섬유의 16%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제Ⅲ군은 생리적 범위의 관절 운동에는 반응하지 않고 유해한

범위의 운동 시에만 반응하는 신경 섬유들로서 내측 무릎관절 구심성 섬유

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Ⅳ군은 기계적인 자극 범위(mechanical

receptive field)를 확인할 수 있으나 관절의 수동적 운동에는 반응하지 않

으며 주로 IV군 신경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특히 제Ⅳ군의 경우 관

절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관절 운동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들의 이러한 감

작현상이 관절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3 7 . 관절의

염증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통증이 동반되며, 조직 내에서는

prostaglandin, histamine, bradykinin , serotonin, interleukin 1, interleukin

6, SP 등 많은 종류의 화학매개물질(chemical mediator s )이 염증세포와 손

상조직, 신경 말단 등에서 유리되어 조직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유

발하며3 8 , 유해자극수용기(nociceptor )를 활성화시키고 감작시켜 통각을 유

발한다3 7 ,39 . 이중 prostanoids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화학적 또는 온도 자극

으로 세포가 손상될 경우 막 지질에서 유리된 arachidonic acid로부터

COX에 의해 합성된다. 진통제로 nonsteroidal antiinfalmmatory drug

(NSAID)들은 COX를 억제하여 prostagladin의 합성을 감소시켜 발열반응

을 억제하고 염증작용을 완화하면서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4 1 . Prostaglandin이 통증전달에 있어서 중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

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관절염의 염증성 통증과 관

련이 제기되고 있는 물질들로는 NGF (Nerve Growth Factor )나 interleu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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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cytokine 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발생 초기단계의 NGF는 감

각 세포와 교감신경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성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42 , NGF는 trk A 수용체를 통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와 축삭에서 세포체로 전달되어 SP와 CGRP 생성을 증가시킨

다
43 ,4 4 . 이러한 관절통의 조절을 위한 연구들로는 고전적으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NSAID- COX inhibitor )를 비롯하여

염증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물질들의 길항제와 항체들이 실험되어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진통 효과를 형태정량적으로 직접 비교하여 발표

된 연구는 없다.

최근 통증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정하는 방법 중에 조기발현유전자(immediate

early gene) c-f os의 생산물질인 c-f os 단백질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관찰하는

형태학적 검정방법이 개발되었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6 - 19 . 따라서 본 실험

에서도 우선 염증유발후 대표적인 통증 억제제인 COX 억제 진통제

indomethacin과 piroxicam이나, NMDA receptor antagonist인 MK- 801과

capsaicin의 효과를 대표적인 통증 기전 지표물질인 c-f os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해 형태정량학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kaolin과 carrageenan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하여 염증을 일으킨 경우

염증유발측 척수 후각에서 c-f os 가 발현되어 c-f os 단백질 양성신경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증 자극이 척수 후각으로 전해졌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Hunt등(1987)은 처음으로 유해 자극이 척수 후각 신경원의 c-f os

mRNA를 발현시키고 그 2시간 후에는 c-f os단백질이 발현되며 이를 면역조직

화학적 방법으로 염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23 , 신경계의 c-f os 단백질은

여러 시냅스를 거쳐서도 활성화 된다. Sagar 등(1988)은 쥐의 뒷다리를 지배하

는 대뇌피질 영역을 전기적으로 자극한 후 체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시상의

신경원과 창백핵(globus pallidus) 신경원, 교뇌핵(pontine nucleus) 신경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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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신경원에서 c-f os 단백질이 3시간 후에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45 .

본 실험에서 여러 기전이 다른 진통제를 투여한 후 관절염과 연관된 통증

발생을 형태학적으로 비교한 결과, 염증유발후 염증유발측에서의 c-f os 면역

반응 양성 신경원 수의 증가는 약제 투여시 전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c-f os의 발현은 통증을 형태학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c-f os의 발현의 감소는

간접적으로 통증의 감소를 의미한다. 염증유발로 인한 통증은 여러 기전이 다

른 진통제들에 의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염증유발 2시간군에서는 piroxicam의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indomethacin의 경

우에는 염증유발 1주일 경과 후에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흥분성신경전달의 수용체인 NMDA 수용체의 길항제인 MK- 801의 효과

는 염증유발 초기부터 1주일 경과후까지 c-f os의 발현을 지속적으로 억제시킴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러 COX 억제제의 c-f os 발현 억제에 관한 보고들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Buritova와 Besson(1998)은 carrageenan

을 발목관절에 주사한 염증유발 모델에 indomethacin과 piroxicam을 전처치한

경우 4번과 5번 요수의 c-f os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감소함을 보고한

바 있다46 . 또한 Zhang 등(2000)도 arachidonic acid에 의해 유도되는 c-f os

mRNA의 발현이 COX 억제제 indomethacin에 의해 억제됨을 보고하였고, 이

들은 AP- 1 activity를 억제하여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47 .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

은 비선택적인 COX 억제제인 indomethacin을 처리한 경우 Fos 단백질 발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48 .

관절염시 임상적으로 현재까지 흔히 진통소염제로 쓰이는 NSAID의 작용기전

은 prostagladin을 합성하는 COX를 억제시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pirin은 COX I에 비가역적으로작용하며 그 외의 여러 COX inhibitor들은 가

역적으로 작용하여 prostaglandin의 합성을 억제한다49 . 막지질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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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lipase을 통해 유리되는 arachidonic acid는 여기서 다시

cyclooxygenase에 의해 prostaglandin H2로 전환되고 이는 prostaglandin

D2, prostaglandin E2와 prostaglandin F2a과 같은 생리활성을 갖는

prostaglandin들, prostacyclin과 thromboxane등으로 대사 된다. 소염진통제

로 가장 흔히 쓰이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들은 감

염이나 통증, 발열을 증진시키는 원인이 되는 COX를 억제하여 그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초조직에서는 COX- 1이 constitutive하게

존재하여 정상적인 세포 작용에 관여하는 반면 COX- 2는 염증, bacterial

endotoxin , growth hormone, cytokine등 세포손상과 관련된 자극에 의해

증가되는 inducible form으로 prostaglandin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통

증을 비롯한 세포 손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계에서의

COX- 2는 말초조직에서와 달리 constitutive 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신경흥

분과 관련하여 immediate early gene등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5 0 ,5 1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중에 prostaglndin의 중추신경계에서의 작용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진통과 발열에 대한 역할이다. 통증에 미치는 작용에 관하

여는 prostaglandin이 말초의 통각수용체를 직접 자극하거나 sensitization

를 시켜 일어난다고 밝혀져 있지만 척수와 중추신경계에서 prostagladin과

COX- 2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초보단계이다. PGE2가 발열을 일으키는

hyperthermia의 경우 interleukin (IL)- 1과 같은 pyrogen은 시상하부에서의

prostaglandin 분비를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prostagladin을 합성하는 COX- 1과 COX- 2의 신경계 분포와 그 작용에 대

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COX의 비선택적인 억제제

인 indomethacin과 COX I과 연관된 억제제인 piroxicam을 사용하였다. c-f os

발현에 미치는 COX 억제제의 효과에 있어서 염증유발 초기에는 piroxicam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염증유발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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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OX I과 COX II를 모두 억제하는 indomethacin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염증과 연관된 통증 유발시 COX I과 COX II의

작용 시기가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COX II에 선택적인 억제제인 NS- 398과 같은 약제를 이용하여 더욱 연구되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X II에 대한 억제제는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

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이들 약제는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일부 실험실에

서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염증과 연관된 통증 유발에

있어서 COX I과 COX II의 선택적인 작용기전은 후에 더욱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염증유발 후 MK- 801을 주사하면 기계적인 통각과민의 역치를 높여서

반응기간을 감소시키며, 염증을 유발하지 않은 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52 . 8일 동안 MK- 801을 투여한 후 좌골신경을 ligation하고 27

일 후에 물리적 통각과민(mechanical hyperalgesia)이 차단됨을 보고하였고,

MK- 801 투여하면 염증을 일으킨 쥐의 발등에서 점진적인 촉각에 대한 통각과

민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52 . 또한 colorectal distension시 요수, 천수

부위의 척수 후각에서 c-f os의 발현이 증가하는데, 이때 MK- 801을 투여하면

투여 용량에 비례해서 f os의 발현을 20- 40%정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53 , 포

르말린을 intraplantar injection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면 c-f os의 발현이 증가하

는데, 이 때 MK-801과 동시에 투여하면 대조군과 비교해서 c-f os의 발현이

64.4% 감소함을 관찰하였다54 . 이와 같은 결과들은 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통증전달에 관여하는 신경펩타이드인 SP와 CGRP의 변화를 척수 후각,

또는 후근신경절(dor sal root ganglion , DRG) 신경세포를 면역조직화학적

으로 염색하여 관찰하는 방법 역시 통증의 정도와 진통효과를 검정하는 방

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3 5 ,3 6 . SP는 1953년 Lembeck에 의해 처음 척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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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절에서 발견되었으며, 1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신경펩타이드이다
55 . SP

면역반응세포는 주로 척수신경절의 B형 신경원이며
56 ,57 , SP 면역반응 신경섬유

는 모두 c 섬유와 Aδ 섬유의 범주에 속한다
57 . 또한 척수 등쪽뿔의 표층부위

에서도 SP 면역반응 신경 종말들이 발견되었으며
56 ,58 , 뒤뿌리를 절단하면 이

부위의 면역반응성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 C 섬유와 Aδ 섬유의 자극에

의해 SP가 유리되며
59 , SP를 경질막내주사(intrathecal injection)하면 통각 반응

(nociceptive behavior )이 나타나는 등, SP가 통각전달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

질이라는 증거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다
60 . CGRP는 calcitonin과 같은 유전자

부위(gene loci)에서 형성되는 신경펩타이드로 3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6 1,62 . CGRP는 척수신경절63 - 67 , 척수 등쪽뿔63,68 - 70 , 삼차신경절67 ,71 ,72 , 말초신경

섬유67 ,73등 여러 부위에서 SP와 같은 신경원 또는 신경섬유에 분포한다고 알려

져 있다. 신경독성물질인 capsaicin과 같은 물질에 의해서 SP와 CGRP가 유리

되고74 , 척수 등쪽뿔과 척수신경절에서 면역반응성이 감소하는60 ,75 - 77등 여러 가

지 증거들이 보고됨에 따라 CGRP도 SP와 함께 통각 전달에 관여하는 신경전

달물질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CGRP의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CGRP가 SP의

분해과정을 경쟁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78 - 80 , 척수뒤뿔에서 SP의

유리를 촉진한다는 보고도 있다8 1 . 관절염 유발에 의한 SP와 CGRP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전을 알기 위해 위와 동일한 염증 조절약제 등을 투여한 후

SP와 CGRP 면역조직화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척수후각의 SP와 CGRP 면역반응 양성 섬유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실험

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면 염증유발측과 대조측 모두 L5의 척수 후각 천층에

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SP와 CGRP 면역반응 양성 섬유의 면적이 크게 증

가하였다. 그러나 약제 투여군의 경우 염증유발측에서는 약제를 투여하지 않

은 염증유발군에 비해 S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염증유발 초기인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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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군에서는 indomethacin을 투여한 경우 감소정도가 가장 뚜렷하였으며, 염증

유발 24시간, 1주일 경과군에서는 piroxicam 투여군과 MK- 801 투여군에서 감

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조측에서는 실험군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iroxicam을 투여한 경우에

는 대조측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iroxicam의 이와 같

은 효과는 염증유발후 1주일 경과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염

증유발측에서의 piroxicam의 SP 면역 양성 섬유에 미치는 영향은 염증과 연관

된 통증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SP 합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거나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여 대조측과 염증유발측 모두에서 SP 면역반응 양

성 구조의 면적을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염증억

제제 indomethacin과 스테로이드성 염증억제제 dexamethasone은 염증 반응에

의해 NGF의 생성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염증에 의한 SP와

CGRP의 양의 증가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82 .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염증 유발

2시간에 indomethacin 투여군에서의 SP 감소 효과가 뚜렷하였다.

Indomethacin의 SP 발현 조절기전은 염증 반응시 PGE2 의 분비가 세포 내로

의 Ca2 +의 유입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척수후각신경원에서의 SP 분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83 , spinal prostanoid의 분비체계는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membrane depolarization과 occupancy of the NMDA

receptor가 세포내 Ca2 +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또한 PGE2는 신경조직에서

arachidonic acid의 cytosolic level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83 .

염증유발후 척수신경절 세포에서의 변화는, 염증유발측 척수신경절의

substance 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은 염증 유발 2시간 후에 크게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으며, 24시간 후에는 더 많이 증가되었으나, 약제를 투여한 군에서는

모두 염증유발군에 비해 SP 면역반응 양성 신경원의 수가 감소하여 정상대조

군의 수치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의 Malberg 등의 결과와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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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것으로 COX 억제제는 PGE2의 생성을 억제하므로써 척수후근과 척수

신경절의 SP 함유 신경세포에서 SP의 수준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또다른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펩타이드인 CGRP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SP의 결과와 유사하게 염증 유발 2시간 후 관절염 유발측의 척수 후각 천층에

서는 CGRP 단백질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염증유발후 약제를 투여한 실험동물의 척수

에서 대조측의 경우 염증유발군이나, piroxicam 및 indomethacin 투여군의 경

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MK- 801이나

capsaicin을 투여한 실험군의 대조측에서는 염증유발군에 비해 2시간, 24시간 1

주일 경과후까지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여 CGRP 면역양성 신경섬유에 미치는 약제의 효과는 substance P

신경섬유에서와 달리 MK- 801과 capsaicin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흥분성인

glutamate나 NMDA 수용체는 신경조직 내에서 신경돌기의 형성과정이나 여러

신경펩타이드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들 보고에 따르면

NMDA 수용체의 길항제인 MK- 801을 처리하였을 경우 흰쥐의 척수 후각에서

CGR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들이 증가하였으나, 이들은 척수신경절의 CGRP

면역반응 양성 세포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신경

병성 신경병증과 연관된 통증유발시 척수 후각에서 대표적인 통증전달 신경펩

타이드인 SP와 CGRP가 증가하나 MK- 801을 처리하였을 경우 손상부위에 SP

나 CGRP의 수준이 증가하지 않음을 보고하는 등, 최근 흥분성 아미노산과 통

증 전달 신경펩타이드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염증과 연관된 통증유발시 흥분성 아미노산 수

용체에 길항제인 MK- 801을 처리하였을 경우 SP와 CGRP의 발현을 억제시킴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신경펩타이드를 생성하는 척수신경절 세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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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CGRP 함유 신경원의 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척수

신경절 CGRP 면역반응 양성 세포의 변화는 염증유발 2시간부터 양성 세포수

가 크게 증가하였고, 염증유발 1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거의 정상대조군의 수준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염증유발후 약제를 투여한 군에서

는 염증유발군과는 달리 CGRP 면역반응 양성 세포의 수가 정상대조군의 수치

와 유사하여 별다른 양성 세포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경

향은 염증유발 1주일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COX 억제

제나 MK- 801은 염증유발시 초기에 척수신경절에 있는 CGRP나 SP 함유 신경

원에서 이들 신경펩타이드의 합성과정을 조절하므로써 염증에 의한 CGRP나

SP의 발현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작용은 염증유발시 증

가하는 여러 화학매개물질들과의 연관되어 조절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적으로 관절 유발 후 염증성질환과 연관된 기전이 서로

다른 대표적인 통증 억제제인 COX 억제 진통제나, NMDA 수용체 길항제인

MK- 801와 capsaicin의 효과를 대표적인 통증 기전 지표물질인 c-f os 단백질,

SP, CGRP 등을 이용하여 형태정량학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염증성 질환에

투여한 indomethacin, piroxicam, MK801, capsaicin 등은 형태학적 통증 차단

의 지표인 척수 후각의 c-f os 신경원 수와, 척수와 DRG의 SP 면역 염색 반응

도를 저하시켰으며, 관절염과 연관된 통증유발시 기전이 다른 통증억제제가

c-f os 단백질의 발현이나 신경펩타이드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형태정량적으

로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관절염 유발시 신경펩타이드 및

c-f os 단백질의 변화를 지표로 삼아 관절염시 통증이 발생하는 기전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효능을 가진 진통제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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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실험적으로 관절염을 유발한 후 COX 억제 진통제나, NMDA 수용체 길항제인

MK- 801과 capsaicin의 효과를 대표적인 통증 기전 지표물질인 c-f os 단백질,

SP, CGRP 등을 이용하여 형태정량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척수신경절에서

는 SP와 CGR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를 세어 정량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약제가 척수 후각의 c-f os 양성 신경원의 수를 의미있게 감소시켰으며,

감소 정도는 MK801, piroxicam, indomethacin, capsaicin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염증유발후 indomethacin 투여시 척수신경절의 SP 양성 신경원의 수와 척

수 후각의 SP 면역반응 양성 신경섬유의 면적이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CGRP

양성 면적은 초기인 2시간군에서 가장 뚜렷하였으며, 염증유발 24시간, 1주일

경과군에서는 면역반응 양성 면적의 감소가 둔화되었다.

3. 염증유발후 piroxicam 투여시에는 척수신경절에서 SP 양성 신경원의 수가

의미있게 감소했으며, 척수 후각에서는 SP 양성 면적이 염증유발군에 비해 크

게 감소하였으나 초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후기(1주일군)에는 SP 양

성 면적이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CGRP 면역반응 양성 면적은 1주일 경과군에

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4. 염증유발후 MK 801 투여시에는 통증유발로 인한 척수신경절의 SP와

CGRP 면역반응 양성신경원의 수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척수 후각에서는 SP

양성 면적과 CGRP 양성 면적 모두가 의의있게 감소하였으며, MK- 801 투여는

특히 대조측의 CGRP 양성 면적을 감소시켰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염증유발

후기(1주일군)까지 지속되었다.

5. Capsaicin 투여시 척수신경절에서 SP와 CGRP 양성 신경원의 수가 의미있

게 감소했으며, 염증유발측 척수 후각의 SP와 CGRP 양성 면적 역시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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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결과에서 염증성 질환에 투여한 indomethacin, piroxicam, MK801,

capsaicin 등은 형태학적 통증 차단의 지표인 척수 후각의 c-f os 신경원 수와,

척수와 DRG의 SP, CGRP 면역 염색 반응도를 저하시켰으며, 관절염과 연관된

통증유발시 기전이 다른 통증억제제가 c-f os 단백질의 발현이나 신경펩타이드

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형태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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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 act

Morphomet r i c st udy of t he ef f ect s of var i ous anal gesi c compound i n

exper i ment al ar t hr i t i s model .

Jong Sam Bai k

Brai n Korea 21 Proj ec t f or Medi cal Sc i ences

(Di r ect ed by Associ a t e Pr ofessor Won Taek Lee and Jong Eun Lee )

Arthritis is the most common disease of joint in old age and almost all the old

human are suffering from arthritis . Arthritis gives so severe pain hard to endure

that it can devastate human. But w e still do not know w here the arthritic pain

comes from and the generation mechanism of it .

For the study of effects of anti- inflammatory drugs on the c-f os immunoreactive

neurons, substance P - and CGRP - immunoreactive neurons in dor sal horn and DRG,

cyclooxygenase (COX) inhibitor s indomethacin (0.5mg/ kg ), piroxicam (0.5mg/ kg),

NMDA receptor antagonist MK 801 (2mg/ kg ), and capsaicin (50mg/ kg ) w ere

administered to the experimental arthritis model. Male Sprague- Dawley rat s w ere

used for this study . Arthritis w as induced by injection of 4% kaolin follow ed by

2% carrageenan into the articular capsule of left knee. T w o hour s , 24 hour s and 7

day s after injection , animals w ere sacrificed and processed for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f os in spinal dor sal horn , for substance P (SP ) and CGRP in DRG.

T he results w ere as follow s ; 1. T he number of c-f os immunoreactive neuron s w ere

significantly decreased at 2h after piroxicam and MK- 801 administration and 1

w eek after indomethacin , MK- 801 and capsaicin treatment in the inflamed side of

dor sal horn . 2. T here w ere the significant decrease of SP - and

CGRP - immunoreactive area 2h after indomethacin administration and 1w eek after

capsaicin treatment in the inflamed side of dor sal horn . 3. T he number of SP- and

CGRP - immunoreactive neurons in DRG w ere decreased after drug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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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 difference is in the degree of effectiveness betw een drugs.

Indomethacin and piroxicam which is an inhibitor s of COX, significantly reduced

the expression of c-f os proteins and desensitized nociceptive primary afferent s at

the early time, and capsaicin , a pungent algesic substance, decreased the level of

c-f os protein , SP and CGRP over a wider time in dor sal horn and DRG.

Key Words : cyclooxygenase inhibitor , NMDA receptor antagonist , capsaicin , c- fos,

substance P , CGRP, spinal dor sal horn, dor sal root ganglia, pain ,

experimental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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