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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Design : A prospective study.

Objective : To determine whether phospholipase A2(PLA2) activity in herniated lumbar disc is correlated with clinical, radi-

ographic and anatomic signs of the patients with herniated nucleus pulposu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inflammation around nerve root as a mechanism of sciatica

and PLA2 emerges as a key enzyme of the inflammation. However, consensus about association between PLA2 and sciatica has

been lacking. In addition, there has been no report that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ytosolic and membrane PLA2 in

herniated disc and patient’s symptoms. 

Materials and Methods : Human intervertebral disc materials were obtained from 33 patients who underwent discectomy for

HNP. The information was noted about smoking history, medication of NSAID, symptom duration, pain score on a visual analog

scale(VAS), positive angle of straight leg raising test (SLR), neurologic deficits, Thompson grade of herniated disc, volume of her-

niation shown by the MRI and type of herniation based on the operative record. These data were matched to the PLA2 a c t i v i t y

in herniated disc measured using Western blotting analysis. PLA2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relative percentage compared to

that of a 33-year-old female disc obtained during an operation for spinal fracture.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Mann-

Whitney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 value of p<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Results : Cytosolic and membrane PLA2 activity showed no statistical relationship to clinical, radiographic and anatomic char-

acteristics of herniated disc. However, membrane PLA2(active form) activity was correlated with the pain score on VAS(p=0.013,

r=0.481), while cytosolic PLA2(latent form)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pain score.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membrane PLA2 activity is correlated with the pain score. It also suggests that selec-

tive PLA2 inhibitors could be used for the alternative treatment modality of H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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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있어서
Phospholipase A2와 통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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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hospholipase A 2(PLA2)는 세포막의 arachidonic acid로

부터 prostaglandin, leukotriene, platelet activating factor 등

을 생성시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또한 직접 염증 물

질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의 혈청, 활액 및 관절 연골에서 PLA2의 활성도가 증가

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1,8,14,18)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서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로 PLA2가 보고되고 있다16). 그러나, PLA2의 활성도

와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

반된 결과가보고되고 있다6,12,16).

또한 P L A2의 비활성화 상태인 cytosolic fraction과 활

성화 상태인 membrane fraction 이 밝혀졌으나 2 , 4 , 1 0 , 1 1 ),

cytosolic, membrane fraction 구분에 따른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출된 추간판 조직 내의 PLA2의 활성도

가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증상, 방사선 소견 및 수술적

소견과 연관되어있는 지를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33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수술 당시의 환자의 연령은 14세부터 54

세로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남자가 18명, 여자가 15명

이었다. 

모든 환자는 추간판 탈출증의 전형적인 하지 방사통,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소견 및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상

추간판 탈출의 소견에 의거하여 단분절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 받았으며, 단분절 추궁판 절제술 및 추간판 제

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흡연력, 진통소염제 투여 여부, 통증 이환 기

간, 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된 수술 전 통증의 정도,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각도 및 하지 근력 약화, 하지 감

각 저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자기 공명 영상 소견 상

의 추간판의 퇴행 정도는 T2 강조 시상면 영상에서

Thompson grade에 따라 분류하였다5). 자기 공명 영상 소

견 상의 탈출 추간판의총량은 T1 강조 축상면 영상에서

모눈 종이를 이용하여 척추강과 탈출 추간판의 넓이를

측정한 후 척추강의 넓이에 대한 탈출 추간판의 넓이의

백분율이 33% 이하일 경우 small, 33% 이상 66% 이하일

경우 medium, 66%이상일 경우 large로 분류하였고13), 수

술적 소견에 따라 추간판의 탈출 양상을 contained type

과 non-contained type으로 분류하였다15,17). 

Phospholipase A2 Western blotting analysis

채취된 탈출 추간판 조직은 수술 직후 건조한 무균 시

험관에서 -80℃로 보관하였다. 추간판 조직을 분쇄 용액

(1xPBS, 1% NP-40,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10 ㎍/ml aprotinin, 1mM PMSF, 1mM sodium orthovana-

date)을 섞어서 분쇄하고 분쇄된 조직을 원심 분리(800g

×10 min, 15000g×15 min at 4℃)하여, 상층액만을 취하

여 초원심분리( 5 0 0 0 0 g×2 hours at 4℃)를 하였다. 상층

액(cytosolic fraction)은 - 8 0℃에서 보관하고 침전물

(membrane fraction)은 1ml의 분쇄 용액으로 잘 섞은 후 -

8 0℃에서 보관하였다. 각각의 단백질을 Bradford assay

를 이용하여 정량 후 10%의 gel을 사용하여 단백질 전기

영동 분해를 시행하였다 . 각 단백질을 Hybond ECL

m e m b r a n e에 전이하고 전이된 m e m b r a n e을 5 %의 탈지

분유가 포함된 1xTBS-T(blocking 용액)으로 b l o c k i n g한

후, 다시 blocking 용액에 1㎍/ml의 PLA2 antibody가 포함

된 용액으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Horseradish peroxi-

dase가 붙어 있는 anti-mouse IgG를 포함한 blocking 용액

으로 1시간 동안 반응한 후 형광 반응을 x-film에 감광하

고 결과는 densitometry로 분석하였다. 실험군의 분석치

는 척추 골절 수술 시 채취한 33세 여성 환자의 추간판

의분석치의 상대적비율로 표시하였다2). 

통 계

Mann-Whitney test, 피어슨 correlation analysis,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고 p value가 0.05보

다작을 경우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가정하였다. 

결 과

총 33명의 환자 중 수술 전 흡연자는 18명이었고 비흡

연자는 15명이었다. 수술 전 진통소염제를 투여 받은 환

자는 14명, 투여 받지 않은 환자는 19명이었다. 통증 이

환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60개월로 평균 이환 기간

은 14.0개월이었다. 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된 수술

전 통증은 최소 5.5에서 최대 10으로 평균 8.2였다.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각도는 최소 15도에서 최대 70도로 평

균 양성 각도는 44.2도였고 하지 근력 약화는 15예에서,

하지 감각 저하는 17예에서 관찰되었다. 자기 공명 영상

소견 상 Thompson grade II는 8예, grade III 8예, grad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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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 grade V 10예가 관찰되었고 탈출 추간판의 총량은

small 13예, medium 10예, large 10예가 관찰되었다. 추간

판의 탈출 양상은 contained type 25예와 n o n - c o n t a i n e d

type 8예였다. 

대조군인 추간판의 PLA2의 활성도의 분석치를 100으

로 간주하였을 때, cytosolic PLA2는 평균 93.2%, mem-

brane PLA2는 평균 9 9 . 8 %였다. 흡연, 진통소염제 투여

여부, 하지 근력 약화, 하지 감각 저하에 따른 c y t o s o l i c

P L A2 및 membrane PLA2의 활성도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으며(Table 1,2), 통증 이환 기간,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각도에 따른 cytosolic PLA2 및 membrane PLA2의

활성도도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자기 공명 영상 소견

상의 Thompson grade에 따른 cytosolic PLA2와 membrane

PLA2의 활성도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고(Figure 1), 탈

출 추간판의 총량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Figure 2). 수술

적 소견에 의한 추간판의 탈출 양상에 따른 c y t o s o l i c

PLA2와 membrane PLA2의 활성도 역시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Figure 3). 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된 수술 전

통증은 cytosolic PLA2의 활성도와는 연관성이 없으나

(Figure 4), membrane PLA2의 활성도와는 연관성이 있었

다(Figure 5, r=0.481, p=0.013).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탈출된추간판 조직 내의 PLA2의 활

성도가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증상, 방사선 소견 및 수

술적 소견과 연관되어 있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

다.

P L A2의 활성도와 추간판 탈출증과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히 결론 지워지지 않았다. Saal 등16)은 5예의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탈출 추간판 조직 내의 PLA2의 활성도는

정상인의 혈청 내 P L A2의 활성도의 2 0배 내지 1 0 0 , 0 0 0

배라고 보고하였고, Franson 등6 )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

의 추간판 조직에서 추출한 P L A2를 Albino mice 의

대한척추외과학회지 Vol. 9, No.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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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ve activity of cytosolic PLA2 in patients with different patient’s history and clinical manifestation.

Positive(%) Negative(%) p-value

Smoker 102.6±12.2 88.7±26.8 NS
NSAID user 90.2±25.1 103.8±13.9 NS
Motor dysfunction 96.2±25.8 90.8±21.9 NS
Sensory dysfunction 93.1±24.2 93.3±23.4 NS

NS : not significant 

Table 2. Relative activity of membrane PLA2 in patients with different patient’s history and clinical manifestation.

Positive(%) Negative(%) p-value

Smoker 104.0±9.9 96.5±21.3 NS
NSAID user 94.2±21.4 107.4±8.4 NS
Motor dysfunction 102.6±13.0 97.6±20.1 NS
Sensory dysfunction 99.8±15.7 99.8±19.3 NS

NS : not significant

Fig. 1. Comparison of disc PLA2 activity as Thompson grade. 
p value > 0.05

Fig. 2. Comparison of disc PLA2 activity as volume of disc
herniation.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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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limb의 footpad에 주입 후 부종 및 염증 반응이 유발

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Mats 등12)은 synovial-type PLA2의 활성도는 추

간판 탈출증 환자의 탈출 추간판 조직이나 노화과정으

로 퇴행된 추간판 조직보다 정상 추간판 조직에서 높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 결과들은 각 연구에서 추간판 표

본수, PLA 2 분석법, PLA2 분석시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염증반응의 양상 및 이환 기간 등이 각기 다른 것에 기

인하며 cytosolic fraction과 membrane fraction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지않은 것에기인한다고 사료된다. 

Kramer 등1 0 )은 human monoblast U937 cell에서, Clark

등4)은 COS-1 cell에서 PLA2가 비활성화된 cytosolic frac-

tion과활성화된 membrane fraction이 존재한다고 보고하

였다. 

Burns 등2 )은 P L A2는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질

(cytosol)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가 세포막의 미소체

형질내세망(microsomal endoplasmic reticulum, microso-

mal ER)로 이동하여 활성화 상태로 변한다고 보고하였

다. Yoshihara 등1 9 )은 rat brain에서 비활성화 상태인

cytosolic PLA2에서 활성화 상태인 membrane PLA2로의

translocation이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 L A2를 Western blotting analysis로

cytosolic 및 membrane fraction으로 나누어 활성도를 측

정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증상, 방사선 소견 및 수

술적 소견과 연관되어 있는 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Muriel 등13)은 31예의추간판 탈출증 환자를대상으로 탈

출 추간판 조직 내의 P L A2의 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PLA2의 활성도는 환자의 성별, 나이,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각도, 탈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 총량과

는 무관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 

격리된 추간판 조직(sequestrated disc)을 가진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임상 증상이 격리되지 않은 추간판 조직

(non-sequestrated disc)을 가진 환자보다 심하며7), Muriel

등13)은 탈출 추간판 조직 내의 PLA2의 활성도는 격리된

추간판 조직에서 격리되지 않은 추간판 조직보다 높다

고보고하였다. 그러나, Saal 등16)은 5예의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Nygaard 등15)은 37예의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서 탈출 추간판 조직 내의 P L A2의 활성도는 c o n t a i n e d

type보다 non-contained type의 탈출 추간판 조직에서 높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간판의 탈출 양상에

따른 PLA2의 활성도의통계학적 차이는없었다.

Muriel 등13)은 31예의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탈출 추간

판 조직 내의 P L A2의 활성도는 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된 수술 전 동통 점수와 연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된 수

술전 통증은 cytosolic PLA2와는연관성이 없으나, 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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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between membrane disc PLA2 activity and
the patient’s pain score on a visual analog scale. Mem-
brane PLA2 activity was correlated with the patient’s
pain score on a visual analog scale.

Fig. 5. r=0.481, p=0.013

Fig. 3. Comparison of disc PLA2 activity as type of disc her-
niation.  .p value > 0.05

Fig. 4. Correlation between cytosolic disc PLA2 activity and
the patient’s pain score on a visual analog scale.
Cytosolic PLA 2 activity showed no statistical relation-
ship to the patient’s pain score.

Fig. 5.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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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e PLA2와는 연관성이 있었다. PLA2는 세포질 내에

위치한 cytosolic PLA2시에는 비활성화 되었다가 세포막

과 결합된 membrane PLA2시 활성화 되며2-4,9,10,19), 염증 세

포의 세포막에 결합된 membrane PLA2는 세포막의 인지

질( p h o s p h o l i p i d )에서 arachidonic acid를 분해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고 사료된다4 ). 따라서 활성화된 m e m-

brane PLA2에 비례하여 염증반응이 심해지며 환자의 통

증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 비활성화된

cytosolic PLA2와 염증반응은 무관하며 환자의 통증도

무관할것으로 사료된다. 

생체외 실험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 N S A I D )는 c y c l o - o x y g e n a s e의 기능을 차단 하나

P L A2c a s c a d e를 차단하지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1 1 ). 탈

출된 추간판 조직내의 PLA2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통

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

는 PLA2 inhibitor를 이용하여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통

증을치료할 수있는 근거를제시하였다. 

결 론

탈출된 추간판 조직내의 membrane PLA2는 수술 전 임

상적동통 정도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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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있어서 Phospholipase A2와 통증과의 관계·이환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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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계획 :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있어서 Phospholipase A2(PLA2)와 임상 증상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목적 : 신경근 주위의 염증 반응이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하지 방사통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로 PLA2가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PLA 2와 추간판 탈출증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며

PLA2의 cytosolic, membrane fraction 구분에 따른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탈출된 추간판 조직 내의 PLA2의 활성도가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증상, 방사선 소견 및 수술적 소견과 연관

되어있는지를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흡연력, 진통소염제 투여

여부, 통증 이환 기간, 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된 수술 전 통증의 정도,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각도 및 하지 근력

약화, 하지 감각 저하을 조사하였고 자기 공명 영상 소견 상의 추간판의 퇴행 정도 및 탈출 추간판의 총량을 조사하

였다. 수술적 소견에 따라 추간판의 탈출 양상을 분류하였다. 채취한 추간판 조직에서 Western blotting analysis에 의

해 cytosolic 및 membrane PLA2의 활성도를 조사하였다. 실험군의 분석치는 척추 골절 수술 시채취된 33세 여성환자

의추간판 분석치의상대적비율로 표시하였다. Mann-Whitney test, 피어슨 correlation analysis,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사용하였고유의수준은 p<0.05로정하였다. 

결과 : 임상 증상, 방사선소견 및 수술적 소견에 따른 cytosolic PLA2 및 membrane PLA2의 활성도의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된 수술 전 통증 점수는 cytosolic PLA2의 활성도와는 연관이 없었으나, 활성형인

membrane PLA2의활성도와는연관성이있었다(p=0.013, r=0.481).

결론 : 본 연구에서는수술전동통점수와 membrane PLA2의활성도와 의미있는연관성이있었으며 PLA2 inhibitor를

이용하여추간판탈출증환자의통증을치료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였다.

색인단어 : 요추추간판탈출증, Phospholipase A2, 임상증상

국 문 초 록

※ 통신저자 : 이 환 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Tel : 82-2-361-5648,   Fax : 82-2-363-1139,   E-mail : hwanlee@yumc.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