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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쥐와 대조군의 기계적 통증반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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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 쥐, 만성후근절압박으로 인해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1 주차 쥐, 신경병증통증이 회복된 15~18 주차 쥐의 요수 거미막 

밑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 작용제 처치 후 행동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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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상 쥐, 만성후근절압박으로 인해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1 주차 쥐, 신경병증통증이 회복된 15~18 주차 쥐의 요수표면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 작용제 처치 후 후각신경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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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델쥐의 제 5 요 척수를 anti-GABA 로 염색한 결과․․․․․․․․․․․․․․․․․20 

 

그림 5. 모델쥐의 제 5 요 척수를 anti-NeuN 으로 염색한 결과․․․․․․․․․․․․․21 

 

그림 6. 모델쥐의 제 5 요 척수를 anti-GABA, anti-NeuN 으로 염색한 

결과․․․․․․․․․․․․․․․․․․․․․․․․․․․․․․․․․․․․․․․․․․․․․․․․․․․․․․․․․․․․․․․․․․․․․․․․․․․․․․․․․․․․․․․․․․․․․․․22 

 

그림 7.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쥐의 제 5 요 척수 후각 제Ⅰ-Ⅲ층을 

anti-NeuN, anti-GABA 로 면역화학 염색한 뒤 입체해석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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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쥐의 후근절 압박손상에 따른 과민통 반응에서 

척수내 GABA 체계의 역할 

 

 

 

흰쥐의 만성후근절 압박은 기계적 통각 과민반응과 같은 통증행동을 빠르게 

유발하여(<술후1일) 오랫동안(>술후10주) 지속시키고 점차 반응이 줄어들어 

사라지게(>술후14주) 된다. 척수에서 GABA성 억제 기능의 소실이 신경 손상에 

의해 유발된 신경병증통증의 하나의 기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흰쥐의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의 기계적 통각반응의 유발과 회복에 따른 척

수내 GABA성 억제의 결핍과 재충전의 연관성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 

흰쥐의 제 5 요추 추간공에 작은 스테인리스 막대를 넣어 만성후근절 압박 

모델을 제작하였다. 쥐의 발바닥 표면에 기계적 자극을 가하여 발회피역치를 

측정하여 기계적 통각반응을 평가하였으며, 만성후근절 압박 모델을 만들기 

전부터 측정하여 모델 제작 후 18주 까지 실시하였다. 4개군(대조군, CCD 모

델제작 후 1주, 7~9주, 15~18주)의 제 4, 5 요수를 관상단면으로 조직을 절편

하여 항GABA antibody와 항NeuN antibody로 면역화학염색 하여 관찰하였다. 3

개군(대조군, CCD 모델제작 후 1주, 15~18주)의 척수내 GABA수용체 자극과 억

제 영향에 따른 발회피반응을 관찰하였으며, 쥐의 발바닥표면에 가해진 기계

적 자극 의해 발생된 척수 후근의 신경활동을 측정하였다. 

만성후근절압박은 수술 동측 발회피반응 역치를 하루만에 감소시키며, 점차 

회복되어 술후 14주후에 정상반응정도가 된다. 수술 동측 척수내 laminae Ⅰ~

Ⅲ층의 GABA 면역화학염색 반응의 수는 대조군, CDD 모델 제작 후 15~18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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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CCD 모델 제작 후 1주, 7~9주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수술 동

측 척수내 laminae Ⅰ~Ⅲ층의 신경세포 면역화학염색 반응의 수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CCD모델 제작 후 1주군에서 나타나는 기계적 통각반응과 신경

의 과흥분성 반응은 GABA 수용체 작용제를 요척수에 적용하면 감소하며, 기계

적 자극 민감성과 신경 흥분성이 대조군과 유사한 CCD 모델 제작 후 15~18주

군은 GABA수용제 억제제를 처치하면 과민성, 과흥분성이 유발되었다.  

실험결과는 만성후근절 압박에 따른 기계적 통각과민의 발생 및 회복은 요 

척수 후근의 GABA성 억제 기능의 결핍과 재충전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GABA성 기능의 변화의 원인이 GABA성 세포의 소실이 아닌 GABA성 세포내

의 GABA양 변화 때문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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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경 손상은 신경병증 통증(neuropathic pain)을 초래한다. 신경병증 

통증은 외부자극 없이 간헐적으로, 타는 듯한 아픔으로 나타나는 

자발통(spontaneous burning pain), 외부에서 가해준 동통자극에 의해 

정상상태보다 심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과민통(hyperalgesia), 외부에서 

가해준 무통자극에 의해 통증으로 나타나는 이질통(allodynia)등이 있다.39 

이러한 신경병증통증 환자의 60%이상이 척추 관련 신경병증임이 보고 

되었으며,1 이는 척추의 변화, 척수내 감염 및 종양에 의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척추 형태의 변화는 추간판탈출증(spinal disc herniation), 

척추관협착증(spinal stenosis), 추간공협착증(invertebral for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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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e n o s i s )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근병증( r a d i c u l o p a t h y ) , 

좌골신경통(sciatica)이 유발된다.2,3  특히 제 5 요 척추에서 발생되는 

신경근병증, 좌골신경통에서는 제 5 요 척수 후근절이 압박되어 다리의 

통증이 유발된다. 이는 신경병증통증 환자의 약 40%이상을 차지한다. 1 

이러한 제 5 요 척수 후근절이 압박되는 손상이 유발하는 신경병증통증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성후근절압박 실험동물모델(chronic compression 

of dorsal root ganglion)이 개발되었다.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은 stainless 

steel rod 를 척수 추간공에 집어넣음으로써 척수 후근절(dorsal root 

ganglion) 및 근접한 신경근(nerve root)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되어 다리의 

신경병증통증을 유발시키는 모델이다.4 이 모델의 특징은 발바닥에서 

기계적통각반응, 열적통각반응을 나타내며 이는 동물실험에서 행동학적 

관찰에 적합하다.4,5 또 다른 특징으로는 통증이 회복된다는 점이다. 신경을 

잘라서 만든 통증 모델에서는 통증반응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하지만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은 추간공에 삽입한 stainless steel rod 에 의해 압박이 

되어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되다가 쥐가 성장함에 따라 추간공이 넓어져 삽입된 

막대가 점차 신경을 압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회복된다.38 실제로 

추간공이 협착된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 및 추간공을 넓혀주는 치료를 한경우 

1 년 이내에 환자의 약 60%가 회복됨이 보고되고 있다.2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을 이용하여 후근절 압박 후 생성되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한 유발기전을 밝히려는 연구가 이뤄진바 있다. 특히 말초신경 

흥분성 증가에 따른 신경병증 통증유발 기전 몇 가지가 연구되었는데 후근절 

신경세포의 흥분성증가 4,5,34, NMDA 수용체와 연관성 35, TRPV4 수용체의 증가 36, 

후근절 및 말초에서의 P2X3 수용체와의 관계 37 등과 같이 말초 구심신경의 

흥분성 증가가 신경병증 통증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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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신경 흥분성 증가는 중추신경 흥분성 증가를 유도하게 되는데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의 중추신경 흥분성 증가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서 중추신경 흥분성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어진바가 없지만, 말초신경손상 모델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말초신경손상 모델의 중추신경 흥분성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된 것은 

척수신경의 감작(central sensitization)과 척수내탈억제(disinhibition)이다. 

이중 척수내탈억제란 척수에서 통증전달(nociceptive transmission)에 적당한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속적 억제(tonic inhibition)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항진된 통증 또는 과민통을 유도하게 된다.13,40 척수내탈억제와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은 γ-aminobutiric acid(GABA)이며 이들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들은 요(lumbar)척수 후각(dorsal horn)의 제 1,2,3 층(lamina Ⅰ, 

Ⅱ, Ⅲ)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있음이 알려져 있다. 14,15 말초신경 손상 

모델에서 척수 내 GABA 합성효소 GAD65, GABA 재활용효소 GAT-1 의 

농도감소 26,27, GABA 수용체의 양적변화 28 및 GABA-면역화학염색반응 

양성세포의 수의 감소등이 관찰되었다.29,30 이와 같이 말초신경손상 모델에서 

중추신경의 억제성 GABA 체계에 대해서는 연구되어졌으나, 외상성 

신경손상과는 다르게 신경병증통증이 회복되는 특징을 가진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서 억제성 GABA 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신경병증통증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후근절압박에 의한 척수내 GABA 체계 기전을 조사하기 

위해 첫째,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의 척수내 GABA 체계가 중추신경 흥분성 

증가에 관여하는지를 조사하고, 둘째,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통증 회복상황과 척수내 GABA 체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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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요수 제 5후근절 압박손상 모델 쥐 제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부에서 사육한 흰쥐(Sprague-Dawley, 

180g∼200g)을 사용한다. 압박성 신경병증 모델쥐는 Hu SJ 의 방법으로 

제작한다.4 흰쥐를 enflurane (induction 3%, maintanance 2%) O2 혼합가스로 

마취시킨 뒤 요천추부위 척추를 따라 정중면을 절개한 후 주위 근육을 벌려 

제 5 번 요추의 추간공(interertebral foramen)을 확인한다. 제 5 요 후근절(L5 

dorsal root ganglion) 및 신경근(dorsal root)을 압박하기 위해 지름 0.7mm, 

길이 4mm 인 스테인레스 막대(rod)를 제 5 요 추간공에 삽입한다. 이후 근육 

및 피부를 봉합하여 회복시킨다. 수술과정은 같으나, 후근절 및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은 소위 허위수술(sham operation)을 실시한 쥐를 대조군으로 

삼는다.  

 

 

2. 행동학적 실험 

 

가. 쥐의 기계적 과민통 반응 측정 

흰쥐를 금속철망(망 간격, 0.5 x 0.5cm)위의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상자(8 

x 8 x 25cm)에 넣고, 변화된 주위환경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15 분간 적응기간을 준다. 동물이 적응된 후 기계적 통증 반응을 Von Frey 

filament(North Coast Medical, CA, USA) ; 범위 3.61∼5.46 로 0.4∼26g 에 

상응)를 철망사이를 통하여 뒷발바닥에 자극을 가해주면서 발의 회피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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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다. 회피반응이 일어나는 filament 의 최저강도를 발회피반응 역치(PWT, 

paw withdrawal threshold)라고 정의하고 기계적 과민통반응의 지표로 삼는다. 

회피반응 역치는 상하검증법(up-down testing paradigm)으로 측정한다. 

 

 나. 척수 내 약물주입 

 요추천자(lumbar puncture)를 이용하여 거미막 밑(subarachnoid)으로 

약물을 주입한다. 흰쥐를 enflurane(5%), O2 혼합가스로 신속히 흡입마취를 

시킨다. 천추부터 극상돌기(spinous process)를 따라 T13-L1 척추를 찾는다. 

Hamilton 주사기(26-G 바늘)를 이용하여 T13-L1 극상돌기 사이에 있는 

척수강(spinal canal)로 삽입한다. 주사기 끝이 거미막밑에 위치하게해서 

약물을 30 초동안 천천히 주입한다. 주사기 끝이 거미막 밑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lidocaine(2%, 10ul)주입을 하여 하지마비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methylene blue(0.1%) 주입 후 사후 검시를 하여 T13-L1 의 거미막밑 부위가 

염색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다. 전기생리학적 실험 

 

(1) 세포외 기록법을 위한 동물 준비 

흰 쥐의 복강에 30% urethane(sigma, St. Louis, MO, USA; 5mg/kg)을 

주사하여 마취한다. 골격근이완제(skeletal muscular relaxants)를 주입하기 

위해 외경정맥(external jugular vein)에 튜브(PE-10 tube)를 삽입한다. 

골격근 이완제 사용시에 호흡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에 튜브(PE-240)를 

삽관한다. T13-L3 척추에서 후궁절제술(laminectomy)를 시행하여 요수 

팽대(lumbar enlargement)를 드러낸다. 흰 쥐를 귀 고정장치(ear bar)와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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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치(spinal clamp)를 이용하여 뇌척수 정위장치에 고정시킨다. 등쪽 

피부를 펼쳐 고정시켜 pool 을 형성한 뒤, 척수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paraffin) 오일을 채운다. 인공호흡기(CWE Inc, Ardomre, PA, 

USA)로 호흡을 시키며 CO2 분석기(CWE Inc, Ardomre, PA, USA)를 이용하여 

호기의 CO2 농도가 3.5-4.5%가 유지되도록 호흡량을 조절한다. 골격근 

이완제인 베로니(Huons, Kyunggi-do, Korea; 0.1mg/kg)을 주입한다. 

경막(dura meter), 거미막(arachnoid membrane)을 제거한다. 실험 기간동안 

체온유지를 위하여 직장온도를 감지하여 열담요와 열전구를 사용하여 36-

37℃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요수 내 후각신경세포 반응도 측정 

요수 내 후각의 광범위작동역(WDR, wide dynamic range) 신경세포의 

단일신경활동을 기록하였다. 탄소전극(carbon electrode, 2-4MΩ at 1kHz)을 

사용하여 척수 제 4-5 부위의 척수 표면에서 요수후각 내로 

미세위치조절기(Narishige,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삽입한다. 이때 

발바닥을 면봉으로 가볍게 두드려 자극하며 500-1000um 깊이의 척수 후각에 

존재하는 단일 신경세포 중 광범위작동역 신경세포를 찾았다. 광범위작동역 

신경세포는 brush, press, pinch 자극에 대해 모두 반응하는 세포로 

통각정보를 척수에서 고위 중추로 전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계적 자극을 

주는 세 가지는 첫째, brush 는 체감각 수용장 중심으로 붓으로 긁어가며 

자극한다. 둘째, press 는 큰 동맥용 집게(약 100g 의 힘)로 집는다. 셋째, 

pinch 는 작은 동맥용 집게(약 400g 의 힘)로 집어서 자극을 하게 된다. 이는 

촉각, 압각 그리고 통각을 나타낸다.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신경신호는 

신호확장기(DAM-80, 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 FL, US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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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배 증폭한 뒤 오실로스코프 화면으로 나타낸다. 증폭된 신경활동 

신호들중 동일한 크기를 가진 단일 신호를 분리 하기 위하여 분별기(window 

discriminator, 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 FL, USA)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크기를 가진 단일신호의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개수를 

전기생리자료 수집계(1401 plus, Cambridge Electronic Design,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기록하였다.  

 

 

3. 약물 

사용된 약물을 GABAA, GABAB 수용체의 작용제와 길항제이다. 행동학적 

실험을 위해서는 요수천자방법으로 요수 거미막 밑으로 주입하였다. 

전기생리학적 실험을 위해서는 요수표면에 주입하였다. GABAA 수용체 

작용제와 길항제는 muscimol(Tocris Cookson, U.K.), (-)-bicuculline 

methobromide(Tocris Cookson, U.K.)이며, GABAB 수용체 작용제와 길항제는 

baclofen(Sigma, St. Louis, MO, USA), CGP52432(Tocris Cookson, U.K.)이다. 

모든 약물은 0.9% saline 에 녹여서 사용하였다. 

 

 

4. 면역조직화학염색 

 

가. 척수 조직 적출 

PBS 용액에 glutaraldehyde 2%, formaldehyde 3% 조성을 갖는 관류고정액을 

사용하여 1, 7, 18 주차에 대조군과 실험군 모델 쥐를 관류고정한다.  관류 

고정된 쥐의 천추로 부터 극상돌기를 따라 T13~L6 극상돌기(spi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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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위 피부를 절개한다. T13~L6 척추에서 후궁절제술(laminectomy)를 

하여 척수(spinal cord)를 드러낸다. 신경 L5 의 신경근(dorsal root 

ganglion)으로부터 후근절(dorsal root)을 찾은 후, 이를 따라 올라가 신경이 

나오는 부위의 척수 L5 부위를 찾는다. 같은 방법으로 척수 L4 부위를 찾고 

척수 L4~L5 부위를 잘라낸다. 잘라낸 부위를 관류고정액에 담궈 놓은채로 

4 시간동안 shaking 하며 후고정(post-fixation)을 한다.  

 

나. 조직절편제작 

후고정후 Spinal cord L4~5 의 dorsal root nerve, ventral root nerve 를 

잘라내고, 경막(dura mater)과 거미막(arachnoid membrane)을 제거한 뒤, 

부위의 방향을 알수 있도록 scalpe 로 척수의 전각부위에 표시를 한다. 

시아노아크릴수지 접착액을 사용하여 vibratome plate 에 고정한다. 

Vibratome(VT1000M, Leica, Germany)을 사용하여 적출된 조직을 50μm 두께로 

자른다. 자른 조직 10 장마다 한장을 PBS 채워진 48 well plate 에 free 

floating 한다. 조직의 1, 11, 21…은 GABA 를 면역조직화학염색하는데 

사용하며, 바로 다음인 2, 12, 22…조직은 NeuN 에 사용한다.   

 

다. 척수 조직 면역화학 염색 

3% H2O2, 50% methyl Alcohol, 50% PBS 로 이뤄진 용액으로 15 분간 조직을 

처리(pretreatment)하고 수세(PBS, 5 분씩 3 번 씻어낸다)한다. 5% normal 

goat serum 용액에 조직을 3 시간 담궈 blocking 처리를 한다. Primary 

antibody 인 anti-GABA, MAB316(Chemicon, USA)을 1:100 으로, Anti-NeuN 

MAB377(Chemicon, USA)을 1:400 으로 각각 4℃에서 12 시간 처리한 뒤 

수세한다. ABC kit PK-6200 Universal(Vectastain, Bulingame, CA, USA)의 

secondary antibody 로 1:200 으로 한 시간 처리, 수세, ABC kit 의 tertiary 

antibody 1:200 으로 한 시간 처리 , 수세, DAB 발색을 한다. 이후 80, 90, 

100% Ethyl alcohol 로 dehydration 과정을 거친 뒤 xylene 으로 투명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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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slide glass 에 permount mount 인 SP15-100 Toluene Solution UN1294 

(Fisher Scientific)로 고정한다.  

 

 

5. 입체해석적 분석 

현미경에 조직을 올려놓고 10 배율에서 조직의 dorsal horn Ⅰ~Ⅲ까지 

세포수를 산정할 부위를 지정한다. 면적의 20%를 무작위 선택하여 

100 배율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포수를 기록한다. Z 축을 이동해가며 

초점이 맞는 부위의 세포만을 센다. 세포수 산정시 조직의 Z 축 윗부분은 

포함하며, 아랫부분의 세포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digital 격자를 사용하며, 

격자 내부의 세포와 ‘ㄱ’형태로 위쪽, 오른쪽 격자선에 걸리는 세포는 

기록하며 , 격자 바깥쪽과 ‘ㄴ’형태 격자선에 걸리는 세포는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된 세포의 수를 입체해석방법 공식을 사용하여 총 세포의 수를 

계산한다. 

N = ΣQ * 1/ASF * 1/SSF * 1/TSF * 0.9091  

N, 총 세포의 수   ΣQ, 기록된 세포의 수   ASF, 기록된 면적/총면적 

SSF, 선택된 조직의 개수/조직의 총개수    

TSF, 읽은 조직의 두께/자른 조직의 두께 

0.9091, 수축에 의한 형태변형 계수 

 

 

6. 통계분석  

 행동검사 및 면역화학염색 자료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다. 행동검사의 

경우에 Mann-Whitney rank-sum test 를 통하여 각 그룹간 분석을 하였다. 

면역화학염색은 Wilcoxon rank-sum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 값이 

0.05 보다 작을 경우 의의있는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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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 의한 통증반응의 행동학적 검사 

요수 5 번 후근절 및 신경근을 압박한 후 발회피반응 역치를 측정했을 때, 

수술전 18g±0.15g 에서 7 일후 2.23±0.21g 으로 감소하였으며 움직임에 

장애를 보이지 않았다. 14 주까지 유의하게 기계적 통증반응이 지속되었다. 

대조군의 경우는 변화하지 않았다.(그림 1) 

 

그림 1.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쥐와 대조군의 기계적 통증반응의 변화. 후근절 및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병증통증을 유도하는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쥐를 제작하여 발회피반응 역치를 

측정한 결과를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다.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쥐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발회피반응 역치가 13 주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CCD, chronic compression of dorsal root 

ganglion(만성후근절압박 모델); pre, 수술전의 PWT 값.(p<0.05, Mann-Whitney rank-su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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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 쥐, 만성후근절압박으로 인해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1 주차 쥐, 

신경병증통증이 회복 된 15~18 주차 쥐의 요수 거미막 밑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 작용제 처치 후 행동학적 검사. 

정상 쥐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인 bicuculline(10μg), 

CGP52432(10μg)을 요추천자로 요수 제 4,5 부위 거미막밑에 주입하고 30 분 

간격으로 발회피반응을 측정하였다. (그림 2. A, B) 각각 주입 전 

17.45±0.5g, 17.97±0.02g 에서 주입후 30 분에 0.9194±0.02g, 

5.23±0.98g 으로 발회피반응 역치가 감소하였다. 결과로 정상 쥐의 척수내 

GABA 성 억제체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1 주차 쥐의 거미막 밑으로 

GABAA, GABAB 수용체 작용제(muscimol, baclofen)를 주입하여 유발되었던 

통증이 경감됨을 관찰하였다.(그림 2. C, D) 약물 주입후 30 분에 각각 

2.68±0.31g 에서 17.41±0.37g 으로, 2.65±0.23g 에서 13.04±2.19g 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은 신경병증통증이 회복되는데, 

이때의 억제성 GABA 체계를 관찰하기 위해 거미막 밑으로 GABA 수용체 

길항제를 주입하였다. 모델 제작 후 15~18 주차의 통증이 회복된 쥐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인 bicuculline(5μg), CGP52432(10μg)을 요추천자로 

요수 제 4,5 부위 거미막밑에 주입하고 30 분 간격으로 발회피반응을 

측정하였다.(그림 2. E, F) 각각 주입 전 17.95±0.02g, 17.59±0.35g 에서 

주입 후 30 분에 3.82±2.04g, 5.91±1.04g 으로 발회피반응 역치가 

감소하였다.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이 신경병증통증 회복 후 GABA 길항제 

주입시 통증이 유발됨을 보이는데 이는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회복시에 억제성 

GABA 체계가 다시 작동하여 지속성 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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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 쥐, 만성후근절압박으로 인해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1 주차 쥐, 신경병증통증이 

회복 된 15~18 주차 쥐의 요수 거미막 밑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 작용제 처치 후 

행동학적 검사.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를 정상쥐의 요수 거미막 밑에 주입한 후 30 분 

단위로 발회피반응 역치값을 측정하여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다.(A,B) GABAA,GABAB 수용체 

작용제를 모델 쥐의 요수 거미막 밑에 주입한 후 30 분 단위로 발회피반응 역치값을 측정하여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다.(C,D) GABAA,GABAB 수용체 길항제를 모델 쥐의 요수 거미막 밑에 

주입한 후 30 분 단위로 발회피반응 역치값을 측정하여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다.(E,F) I.th, 

Intrathecal(요수천자). (p<0.05, Mann-Whitney rank-su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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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 만성후근절압박으로 인해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모델 그리고 

신경병증통증이 회복 된 15~18 주차 쥐의 요수표면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 작용제 처치 후 요수 내 후각신경세포 반응도 측정 

정상 쥐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인 bicuculline(10μg), 

CGP52432(10μg)을 요수표면에 적용한 뒤 30 분 후 brush, press, pinch 의 

순서로 전기생리학적 반응도를 측정하였다.(그림 3. A, B) bicuculline 적용 

후 brush 반응은 128±9 에서 364±55 로 press 는 178±29 에서 443±48 로 

pinch 는 262±28 에서 562±53 로 약 2 배 가까이 반응이 증가하였다. 

CGP52432 의 경우는 128±16 에서 235±20 로 183±14 에서 380±27 로 

347±36 에서 517±75 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정상 쥐의 척수내 

GABA 성 억제체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1 주차 쥐의 요수표면에 GABAA, 

GABAB 수용체 작용제인 muscimol(0.25ug), baclofen(5ug)을 주입하여 

유발되었던 통증이 경감됨을 관찰하였다.  muscimol 은 brush 245±30 에서 

121±42 로, press 374±50 에서 35±16 으로 pinch 는 621±44 에서 71±27 로 

감소되며 baclofen 또한 brush 326±35 에서 109±11, press 373±93 에서 

132±44, pinch 450±69 에서 75±46 으로 감소되었다.(그림 3. C, D) 결과를 

통해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서 유발된 신경병증 통증은 척수내의 억제성 GABA 

체계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후 신경병증통증이 회복된 모델의 억제성 GABA 체계를 

관찰하기 위해 요수표면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를 적용 후 30 분에 

brush, press, pinch 의 반응도를 측정하였다.(그림 3. E, F) 

bicuculline 적용 후 brush 반응은 149±7 에서 304±21 로 press 는 

231±14 에서 494±45 로 pinch 는 358±11 에서 567±47 로 반응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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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P52432 의 경우는 167±18 에서 283±29 로 234±47 에서 458±43 로 

286±41 에서 474±97 로 증가하였다.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이 신경병증통증 

회복 후 GABA 길항제 주입시 통증이 유발됨을 보이는데 이는 GABA 체계가 

작동하여 지속성 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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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상 쥐, 만성후근절압박으로 인해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1 주차 쥐, 신경병증통증이 

회복 된 15~18 주차 쥐의 요수표면에 GABAA, GABAB 수용체 길항제, 작용제 처치 후 행동학적 

검사. 정상 쥐의 요수 표면에 처치 후 30 분 brush, press, pinch 자극에 대한 요수 내 후각 

광범위작동역(WDR, wide dynamic range) 신경세포의 반응을 세포외 기록법으로 기록하여 

자극 10 초당 활동전위 빈도수를 pre 값과 비교하였다.(A,B)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1 주차 쥐의 

요수 표면에 처치 후 30 분 brush, press, pinch 자극에 대한 요수 내 후각 광범위작동역 

신경세포의 반응을 세포외 기록법으로 기록하여 자극 10 초당 활동전위 빈도수를 pre 값과 

비교하였다.(C,D)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18 주차 쥐의 요수 표면에 처치 후 30 분 brush, press, 

pinch 자극에 대한 요수 내 후각 광범위작동역 신경세포의 반응을 세포외 기록법으로 기록하여 

자극 10 초당 활동전위 빈도수를 pre 값과 비교하였다.(E,F) 각 그림 밑에 첫번째 그림은 

활동전위 빈도수 그래프이며, 밑에 두번째 그림은 세포외 기록 파형 데이터이다. I.th, 

Intrathecal(요수천자). (p<0.05, Mann-Whitney rank-sum test) 

 

 

4.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쥐의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화학염색 결과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제작후 1 주, 7~9 주, 15~18 주 뒤의 실험동물을 

면역화학염색 후에 입체해석적 분석법을 이용한 결과이다. 각 그룹의 

세포수가 산정을 하여 이를 막대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각 그룹의 laminae 

I-Ⅲ까지의 NeuN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는 대조군 약 78523 개, 1 주군 

약 73159 개, 7~9 주군 약 73309 개 이며, 15~18 주군 약 74409 개이다.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제작 후 NeuN 양성반응 신경세포 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므로, 신경세포의 사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GABA 양성반응 

신경세포의 수는 대조군 약 28159 개, 1 주군 약 12468 개, 7~9 주군 약 

17357 개, 15~18 주군에서는 약 25248 개 이며, GABA 양성반응 신경세포는 

Normal 과  비교하였을 때 1, 7~9 주군에서 유의성이 존재한다. GABA 의 

경우는 만성후근절압박에 의해 초기에 GABA 면역화학염색 양성반응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고 이후 통증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GABA 양성반응의 

수도 증가되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손상초기에는 억제성 신경세포내의 

GABA 의 양이 통증 초기에 감소하고, 이후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통증 초기에 척수내 억제성체계가 작동되어 GABA 사용량이 급증하여 세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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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A 양이 급감하게 되고, 이후 통증이 회복이 됨에 따라 GABA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어 세포내 GABA 양이 초기의 정상상태와 비슷하게 다시 유지가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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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델쥐의 제 5 요 척수를 anti-GABA 로 염색한 결과. A,B 는 normal rat 이며 C,D 는 

수술후 1 주, E,F 는 수술후 7~9 주, G,H 는 수술후 15~18 주 결과이다. 그림 A 의 점선은 요 

척수 후각의 laminae Ⅰ~Ⅲ층을 나타내며 긴점선은 그림 6의 확대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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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쥐의 제 5요 척수를 anti-NeuN 으로 염색한 결과. A,B 는 normal rat 이며 C,D 는 

수술후 1 주, E,F 는 수술후 7~9 주, G,H 는 수술후 15~18 주 결과이다. 그림 A 의 점선은 요 

척수 후각의 laminae Ⅰ~Ⅲ층을 나타내며 긴점선은 그림 6의 확대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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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델쥐의 제 5 요 척수를 anti-GABA, anti-NeuN 으로 염색한 결과. 그림 4, 5 의 사진을 

각각 확대한 사진. (확대부위; 그림 4, 5 의 사진 A 에 긴점선부위를 각각 A,B,C,D,E,F,G,H 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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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쥐의 제 5 요 척수 후각 제Ⅰ-Ⅲ층을 anti-NeuN, anti-GABA 로 

면역화학 염색한 뒤 입체해석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경과에 따른 양성반응 세포의 수로 

나타내었다. 첫번째 그룹은 정상쥐에서 면역화학염색을 하였으며, 나머지 세 그룹은 

만성후근절압박 모델 제작 후 1, 7~9, 15~18 주에 면역화학염색을 하였다. (p<0.05 각 그룹을 

Normal 그룹비교, Wilcoxon rank-sum test) 

 

 

 

Ⅳ. 고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은 제 5 요 척추 추간공이 협착되어 

제 5 요 척수 후근절 및 신경근이 압박되는 추간공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을 대변한다. 후근절, 신경근의 압박은 척추추간공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신경병증통증 부위를 나타내는데, 특히 제 5 요 척수 후근절과 

신경근은 다리의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임상에서 제 5 요 척수 후근절 및 

신경근이 압박되었을 때 다리의 통증이 유발됨이 알려져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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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병증통증의 약 40%를 차지하는 후근절 및 신경근 압박에 의한 

신경병증통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실험동물모델이 

개발된 후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의 중추 

흥분성증가 기전으로 예상되는 척수내 억제성 GABA 체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척수내 억제성 GABA 체계에 대한 언급은 외상성 신경손상 모델에서 되었다. 

외상성 신경손상 모델의 중추 흥분성 증가 기전으로 첫째, 척수후각세포의 

민감화 (sensitization)9 가 보고 되었으며, 둘째, 낮은 역치의 자극에 

반응하는 Aβ섬유가 신경손상에 의해 자라나(sprouting) 후각 깊은 곳에서 

후각 표면으로 자극이 전달되며, 이로 인해 무해한 자극이 유해한 자극으로 

전달된다고 한다.41,42 셋째, 척수내 지속적 억제의 감소로 인해 

척수후각세포의 흥분이 증가되는 탈억제가 보고되었다.13  

본 실험 연구 결과,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서 유발된 기계적 통각반응은 

GABA 아형 수용체 작용제를 요수표면에 처치 하였을 때 행동학적으로 

경감되며, 전기생리학적으로 요수 후각내 신경세포의 반응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써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의 신경병증통증과 억제성 GABA 체계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모델은 시간경과에 따라 척추추간공이 넓어져 후근절 

및 신경근의 압박이 이뤄지지 않게 되어 통증이 회복되며, 특히 압박 후 

1 주뒤에 stainless steel rod 를 제거시 2 주후 기계적 통각반응이 완전히 

회복됨을 보인다.38 시간경과 후 완전히 회복이 된 뒤에 GABA 아형 수용체 

길항제를 요수표면에 처치하면 다시 통증이 유발되었는데, 이는 통증회복시 

억제성 GABA 체계를 대체할 다른 체계가 이뤄진 것이 아닌 억제성 GABA 체계의 

작용이 회복이 되었음을 예상하여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경을 자른 

SNI(spared nerve injury)모델의 경우 잘려진 신경은 회복이 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며, 기계적 통각반응은 30 주 이상 유지됨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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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45 CCI 모델도 손상 1 일째부터 신경의 직경이 25-75% 감소하며 이는 

10 주 이상이 되었을 때 신경이 얇아져 있으며 색이 변해있는 것이 

관찰되었다.46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외상성 손상에 의한 모델들과 본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은 중추 흥분성 증가의 기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상성 손상에 의한 척수내 지속적 억제 소실의 원인 중 GABA 성 

억제체계의 소실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Castro-Lopes 는 

좌골신경절단 (SNT, sciatic nerve transection)모델에서 척수 후각의 

GABA 면역화학염색 양성반응 세포가 감소함을 보고했으며 28, chronic 

constriction injury(CCI)모델에서 척수 후각의 GABA 면역화학염색의 

양성반응 세포가 90%이상 감소함을 관찰하였다.29, 30 감소의 원인으로 GABA 성 

중간신경의 세포사(cell death)를 제시하였다. 신경손상시 과도하게 유발된 

신경자극에 의해 글루타민산이 과도분비되고 이것이 흥분독성(excitotoxic) 

세포사를 유발하여 GABA 성 중간신경의 세포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9,42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과는 대조적으로 Somers 는 CCI 모델에서 GABA 

면역화학염색에서 양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했으며 43, Polgar 또한 CCI 모델 

쥐에서 척수 후각의 제Ⅰ-Ⅲ층판에서 GABA 성 중간신경의 수가 감소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31 이 연구들은 GABA 성 중간신경의 소실 없이 억제성 

GABA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탈억제 기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의 GABA 성 중간신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GABA 와 신경세포를 면역화학염색을 하였다. GABA 면역화학염색 

양성반응은 모델 제작 후 1 주에 약 55% 감소하나 18 주에는 정상상태와 

유의성이 없었으며, 신경세포 면역화학염색 양성반응의 감소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세포의 소실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경세포의 숫자는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과 비슷한 숫자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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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gar 등은 입체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서 쥐의 척수의 신경세포의 수를 

산정하였는데, 정상쥐의 경우 약 74000 개의 신경세포 수를 산정하였다.31 

신경세포의 소실 없이 GABA 면역화학염색 양성반응 세포 수가 감소 및 

회복되는 것은 GABA 성 신경 세포내에 존재하는 GABA 의 양에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전은 신경손상에 의해 척수 후각으로 입력되는 신경신호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GABA 성 중간신경에서도 GABA 분비가 증가될 것이며, 

GABA 사용량에 비해 GABA 합성, 재생량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 GABA 가 고갈될 

것이다. 시간경과 후 추간공이 확장되어 신경 자극의 원인이 제거 되었을 때 

신경신호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GABA 성 중간신경에서도 GABA 분비가 

감소되며, 이에 따라 GABA 생산량이 사용량을 넘어서는 때부터 다시 GABA 성 

신경세포내에 GABA 가 축적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기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GABA 합성효소의 

감소이다. 말초신경손상 모델인 CCI, SNI 모델에서는 GABA 합성 효소인 

glutamic acid decarboxylase65(GAD65)의 감소가 보고 되었다.25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서도 GABA 합성량 변화에 대해서도 차후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경세포의 소실 없이 이뤄지는 억제성 

GABA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기전에는 GABA 수용체의 감소 또는 결합력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다. SNL 모델의 일차구심신경에 존재하는 

GABAA 수용체의 mRNA 의 감소 44, SNT 모델의 척수 후각에서 GABAB 수용체 

결합능력의 감소가 보고 되었다.28 그러나 신경병증통증이 유발된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서 GABA 아형 수용체 작용제를 주입하였을 때 통증이 

경감된 것으로 보아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에서는 GABA 아형 수용체의 이상에 

의한 중추 흥분성 증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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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임상적으로 만성후근절압박에 의한 통증이 유발되었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치료는 원인인 압박을 제거하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을 제거하여도 이미 척수 내에 고갈된 GABA 에 의해서 척수내 억제성 

GABA 체계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척수 내에 적정량의 GABA 수용체 

작용제를 보충하여 준다면 중추 흥분성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GABA 보유량이 회복되므로 단계적으로 GABA 수용체 작용제의 투여량을 적절히 

줄이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압박성 신경병증통증의 척수내탈억제에 관해 척수내 

GABA 체계의 관련을 조사하고,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의 시간경과에 따른 

신경병증통증 회복 상황에서 척수내 GABA 체계와 척수내탈억제 기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쥐와 정상 쥐의 행동학적, 

약물적, 전기생리학적 그리고 면역화학염색적인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압박성 신경병증 통증이 유발되는 만성후근절압박 모델은 후근절 및 

신경근 압박 후 압박된 쪽의 발의 회피반응 역치가 감소하여 

통증반응이 유발되며 14 주까지 통증이 지속되었다. 유해한 자극뿐 

아니라 무해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항진되어 있다. 

둘째, 정상 쥐의 요수 표면에 GABA 수용체 길항제를 처치시 통증이 유발되며, 

압박성 신경병증 통증이 유발된 쥐의 요수 표면에 GABA 수용체 

２５ 

 



작용제를 처치시 통증이 경감되었다. 모델 쥐의 시간경과에 따른 회복 

후 GABA 수용체 길항제 처치시 통증이 유발된다.  

셋째, 정상 쥐와 모델 쥐를 면역화학염색으로 신경세포와 GABA 양성반응 

세포를 보았을 때, 모델 쥐는 시간경과에 따라 GABA 양성반응 세포의 

수가 감소하였다가 통증을 회복하며 점차 증가되었다. 하지만 

신경세포의 수는 변화하지 않았다. 

 

 결과를 통하여 만성후근절압박에 의해 유발된 압박성 신경병증 통증은 

척수내의 GABA 성 억제 체계와 연관이 있으며, 통증초기에 GABA 의 소실로 

인하여 후각신경세포의 반응도 항진이 일어난다. 모델의 통증 회복 후에 

GABA 의 소실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척수내 GABA 체계는 신경손상이 

일어났을 때, 과도한 통증신호를 억제하기 위하여 GABA 물질을 다량 소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통증신호를 일으키는 원인이 제거되면 척수내 억제성 

기전인 GABA 사용량도 줄어들어 정상상태의 척수내 GABA 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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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 of GABAergic neuron in spinal cord after alteration of spinal 

GABAergic inhibition contributes to onset and recovery of mechanical 

hyperalgesia following chronic compression of the dorsal root ganglion in the 

rat 
 

 

Moon Chul Le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ng Woo Leem) 

 

 

Chronic compression of dorsal root ganglion (CCD) in rats produces pain-like behavior 

with a rapid-onset (<1 day) and long-lasting (>10 weeks) mechanical hyperalgesia that 

gradually decreases and then disappears (>14 weeks post-CCD). The loss of GABAergic 

inhibitory function in the spinal cord is a possible mechanism of nerve injury-induced 

neuropathic pai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impairment and 

restoration of spinal GABAergic inhibition and onset and recovery of mechanical 

hyperalgesia following CCD in the rat. 

CCD was produced by inserting a small stainless steel rod unilaterally into the L5 

intervertebral foramen in the rat. Mechanical hyperalgesia was assessed by measuring 

paw withdrawal threshold (PWT) to mechanical stimulation of plantar surface. This 

testing was done before and after CCD up to post-CCD week 18. In four groups (rats that 

received CCD 1 week, 7-9 weeks, and 15-18 weeks earlier and control rats that received 

sham operation), cells stained with anti-GABA and anti-NeuN antibodies were counted in 

coronal sections of L4/L5 spinal cords. For additional rats in three groups (rats with CCD 

1 week and 15-18 weeks earlier and control rats), the effects of activation or inhib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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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al GABA receptors on PWT as well as on dorsal horn neuronal activity evoked by 

mechanical stimulation of plantar surface were examined.  

CCD produced a rapid decrease of PWTs within a day on the ipsilateral side, which 

gradually returned to the normal level by post-CCD week 14. For the number of GABA-

immunoreactive cells in laminae I-III of the dorsal horn on the ipsilateral side, rats of 1 

week and 7-9 weeks post-CCD exhibited a significant decrease whereas those of 15-18 

weeks post-CCD showed no difference as compared with control rats. However, neuronal 

cells in laminae I-III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umbers among four groups. 

The rats of 1 week post-CCD showed mechanical hyperalgesia and neuronal 

hyperexcitability, which were then attenuated by GABA receptor agonists applied over 

the lumbar spinal cord. The rats of 15-18 weeks post-CCD, which showed mechanical 

sensitivity and neuronal excitability similarly as control rats, became hypersensitive and 

hyperexcitable to mechanical stimulation by GABA receptor antagonist treat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following CCD, onset and recovery of mechanical 

hyperalgesia correlate well with impairment and restoration of spinal GABAergic 

inhibitory function in the lumbar spinal cord dorsal horn. This alteration of GABAergic 

function is due likely to changes of GABA content in GABAergic cells without loss of 

GABAergic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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