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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통증에 대한 새롭고 유효한 치료방법을 개발

하기 위하여 술후 통증 연구를 위한 백서 모델이 고

안되었다. 근육과 심부조직의 절개가 피부의 절개에 

백서모델에서 말초신경에 Capsaicin용액의 
도포가 술후 통증에 미치는 효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김태정․정종권․한정욱․임현경․이춘수
이홍식․차 덕․이도현․이성근

= Abstract =

Effects of Capsaicin Application to Peripheral Nerves in 

a Rat Model for Human Postoperative Pain

Tae Jung Kim, M.D., Chong Kwon Cheong, M.D., Jung Uk Han, M.D., Hyun Kyung Lim, M.D., 
 Choon Soo Lee, M.D., Hong Sik Lee, M.D., Young Deog Cha, M.D.,

Do Hyun Lee, M.D. and Sung Keun Lee,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Background:  The interest in management of postoperative pain ha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he mechanism of postoperative pain should be understood first.  Capsaicin has been proven 

to be a powerful agent acting selectively on nociceptive afferent fibers. This study was focused on how 

the perineural treatment of capsaicin affects pain after an incision in the rat model. 

  Methods:  Capsaicin was applied directly to sciatic nerve branches, on the are tibial, sural, and 

saphenous nerves.  Pain behaviors to von Frey filaments, blunt probe stimulation, resting pain, and heat 

were evaluated on the incised feet.  The grade of wound healing was assessed according to clinical find-

ings of the wound 3 days postoperatively.

  Results:  Capsaicin applied directly onto nerves elevated withdrawal latency to heat during the stud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of withdrawal latencies in the capsaicin group compared 

with the vehicle group.  Capsaicin produced agreater increase of the withdrawal threshold to von Frey 

than the vehicle 2 days after the incision. Resting pain scores were lower in capsaicin - treated rats 

than in the vehicle group for 2 days.  The grade of wound healing was poor in capsaicin - treated rats.

  Conclusions:  The perineural application of capsaicin appears to affect the pathway of transmission 

of postoperative pain.  Current results suggest that capsaicin has a strong analgesic effect on thermal 

hyperalgesia and attenuates mechanical hyperalgesia by an incision. Capsaicin sensitive nerves could be 

involved in wound healing.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2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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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더 강력한 구심성 신경의 활성화를 일으킨

다. Capsaicin은 고추의 추출물로서 가는 직경의 일

차 구심성 신경섬유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흥분과 

탈감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Capsaicin의 전신적 투여나 표피에의 도포 등으로 

신경의 숫자 감소 및 구심성 섬유에 있는 신경 펩타

이드의 고갈을 초래한다고 한다.1,2) Capsaicin에 의해 

활성화되는 vanilloid 수용체 1형(VR1)의 구조와 성

질에 대한 규명은 일차 통각수용 구심성 섬유를 구

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3)

  저자는 이전에 capsaicin 희석 용액을 족저의 조직

에 직접 주사하여 절개부위에 통각수용체를 탈감작

시키기 위한 예비 연구를 시행하 다. 이 연구에서 

capsaicin 주사는 절개 후 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현

저히 저하시키고 기계적 자극에도 반응의 감소를 보

으나 지속적인 변화를 유지하지는 못했고 상처 치

유를 불량하게 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capsaicin에 

민감한 구심성 섬유가 열에 대한 통각과민, 기계적 

통각과민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상처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 다. 

  전신적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저자는 capsai-

cin 용액을 족저로 주행하는 신경주위 조직에만 제

한하여 도포한 후 족저에 절개를 가하고 통증 행동 

반응과 상처의 외견상 소견으로 상처 치유 정도를 

판정하여 capsaicin의 급성통증에 대한 효과를 평가

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이 실험은 미국아이오와대학 병원의 동물관리 및 

사용 위원회의 승인과 규정에 의거하 다. 동물은 

생체에서 실험 통증의 연구에 대한 윤리지침에 따라 

취급되었다. 실험은 성숙된 웅성 300-350 g의 Spra-

gue-Dawley 백서(Harlan, Indianapolis, IN)로 시행하

다. 수술 전에 쌍으로 우리에 넣었고 먹이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시켰다. 실험 백서는 capsaicin군과 위

약 군으로 구분하여 올리브유로 용해한 1% 농도의 

capsaicin과 올리브유 0.16 ml를 capsaicin군과 위약 

군에 각각 사용하 다. 수술 후 백서를 유기 셀루로

스 섬유로 만들어진 무균 처리된 우리에 각 1마리씩 

격리시켰다. 절개의 상처를 매일 확인하 고 상처감

염의 징후가 있으면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실

험은 시술자와 시험자를 상이하게 하여 맹검법으로 

시행하 다. 실험이 끝나고 모든 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질식시켰다. 

    말초신경에 capsaicin용액의 도포

  모든 백서를 두 군으로 나누어 2% 할로탄으로 마

취하고 슬건(Hamstring)부위와 대퇴내측을 10% povi-

done-iodine 용액으로 소독하고 슬건근육을 슬와까지 

절개하여 좌골신경의 세 분지를 노출시켰다. 세개의 

분지 이하에서 경골(tibial), 비골(peroneal) 그리고 비

복(sural) 신경을 분리시키고 capsaicin 용액과 위약을 

각각 적신 탈지면 조각으로 각 군의 비복신경과 경

골신경을 7-10 mm의 길이로 가볍게 에워쌌다. 신

경으로 약물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탈지면을 30분 동

안 그대로 놓았다가 제거하 다. 주위 조직으로의 

약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지면 주위를 파라

핀 조각으로 막았다. 그리고 앙와위에서 대퇴내측의 

복재(saphenous) 정맥을 따라서 피부를 절개하여 복

재 신경을 노출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신경에 capsai-

cin 용액과 위약을 도포하 다. 근육은 5.0 나이론으

로 피부는 3.0 견사를 가지고 봉합하고 백서를 회복

시켰다.

    족저 절개

 신경에 capsaicin 용액을 도포한 후 3일에 족저 절

개를 시행하 다. 2% 할로탄으로 마취하고 우측 후

족의 발바닥을 무균 소독한 후에 발뒤꿈치 끝 5 mm 

지점에서 시작하여 발바닥의 종축으로 11번 칼로 피

부와 근막에 1 cm의 절개를 가하 다. 가볍게 눌러 

지혈을 시킨 후 5.0 나일론 실로 피부를 봉합하 다. 

봉합 후 항생제 혼합 연고로 상처를 도포하 다. 수

술 후 쥐들을 우리에서 회복시킨 뒤 통증행동 검사

를 시행하 다. 술후 2일에 검사를 끝내고 할로탄 

마취 하에서 봉합을 제거하 다.

    통증행동시험

  실험 당일에 쥐들을 플라스틱 망 위에 한 마리씩 

올려놓고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21 × 27 × 15 cm)

를 씌워 주위환경에 적응하게 한 후 통증 행동을 아

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측정하 다. 

  Punctate 기계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은 12 × 12 

mm의 구멍을 가진 플라스틱 망 아래에서 Fig. 1C와 



218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3권 제 2호 2002

같이 상처주변을 von Frey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평

가하 다. 각 von Frey 필라멘트는 11 mN로 시작해

서 37, 50, 63, 74, 106, 162 그리고 228 mN의 오름

차순으로 회피반응이 유도될 때까지 검사하 다. 만

약 228 mN에 반응이 없으면 다음 필라멘트인 522 

mN으로 간주하여 기록하 으며 5-10분 간격으로 3

회 실시하여 그 중 중앙값을 회피 역치로 하 다. 

  Nonpnuctate 기계자극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

하여 von Frey 필라멘트(굴곡력 400 mN)에 직경 5 

mm의 투명한 플라스틱 디스크를 부착한 둔한 탐침

으로 플라스틱 망 아래의 구멍을 통해서 절개부위를 

직접 자극하 다(Fig. 2C). 이 검사는 3-5분 간격으

로 3회 반복하여 시행하 고 이 값들을 평균하여 반

응빈도로 취하 다.

  누적 통증 점수는 외부적인 자극 없이 통증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쥐를 플라스틱 망(8 × 8 mm) 위에 올려놓고 투명

한 플라스틱 덮개를 씌워 15분 동안 적응하게 하

다. 발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굴곡 거울을 

사용하여 양 후 족을 관찰하 다. 각 쥐는 1시간 동

안 매 5분 간격으로 12회, 1분간 면 히 관찰되었다. 

채점 기간동안 발이 발견된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점수를 주었다. 절개부위가 망에 착

되어 창백해지거나 찌그러진다면 발의 충분한 체중

지탱을 의미하여 0점을 주었고 발이 망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2점을 그리고 상처부위의 창백함이나 

찌그러짐 없이 망에 가볍게 닿는다면 1점을 주었다. 

각 발에 대해 12회의 채점의 합은 0에서 24점이었

다. 검사는 술전과 술후 2시간, 하루, 이틀 그리고 3 

일에 시행되었다. 

  열자극에 대한 회피 지연시간은 쥐의 활동에 제한

이 없는 상태에서 초점방사열원(focused radiant heat 

source)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열 자극은 쥐를 3 

mm 두께의 투명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절개부위에 

직접적으로 6 mm 직경의 구멍이 있는 50 W 투시 

전구로부터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자극하 다. 최

대 허용시간은 20초로 하 고 5-10분 간격으로 3

회 실시한 후 평균하여 회피지연시간으로 하 다. 

검사는 술 전과 술 후 2시간, 1, 2 그리고 3일에 

시행되었다.

    상처 치유 판정

  술후 3일째 통증행동시험이 끝나고 절개부위 상처

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처 치유 정도

를 평가하 다. 상처가 깨끗하면 1점, 상처 주위에 

발적이나 부종과 같은 염증 소견이 있으면 2점, 그

리고 상처의 절개 면이 벌어져 있으면 3점으로 채점

하 다.

    통계분석

  모든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기

계자극과 온도 자극에 대한 반응의 데이터는 2 in-

dependent samples test를, 상처 치유 판정 데이터는 

X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P ＜ 0.05를 유의수

준으로 하 다.

결      과

  실험 기간 동안 쥐는 잘 양육되었고 먹이와 물의 

섭취를 정상적으로 유지하 다. 술전 capsaicin 군과 

위약 군의 체중은 두 군 모두 301 ± 21 g이었다.

   통증행동검사

  Punctate 자극: 신경주위에 capsaicin의 처치 전과 

후의 회피 역치는 522 ± 0 mN이었다. 위약군에서

의 회피 역치는 술후 2시간, 1일, 2일 그리고 3일에 

각각 43 ± 13, 50 ± 7, 65 ± 19 그리고 102 ± 31 

mN이었다(Fig 1A). Capsaicin 처치 후 회피 역치는 

절개 전 522 ± 0 mN에서 절개 후 2시간, 1일, 2일 

그리고 3일에 각각 85 ± 43, 103 ± 63, 110 ± 68 

그리고 114 ± 44 mN으로 감소하 다(Fig. 1B). 

Capsaicin군의 반응은 절개 후 2시간에 두 군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지만 그 이후에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1A, B).

  Non-punctate 자극: 양 군은 capsaicin 처치 전과 

절개 전에는 둔한 탐침에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 빈

도는 양 군에서 족저 절개 전에 0%에서 술 후 2시

간, 1, 2 그리고 3일에 각각 위약 군은 96 ± 12, 88 

± 25, 96 ± 12, 58 ± 35%이었고 capsaicin군은 각

각 96 ± 12, 79 ± 17, 98 ± 24, 35 ± 33%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A, B).

  비유발 통증점수: 위약군에서 누적통증점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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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치 전과 수술 전에 0으로부터 수술 후 2시간에 

13 ±5으로 증가되었다가 술후 1, 2 그리고 3일에 

각각 9 ± 3, 7 ± 3 그리고 3 ± 1으로 점차 감소

하 다. Capsaicin군에서 통증점수는 술 전 0으로부

터 술 후 2시간에 6 ± 3으로 증가한 후 1, 2 그리

고 3일에 각각 3 ± 2, 3 ± 2 그리고 1 ± 1로 감

소하 다(Fig. 3A). Capsaicin 처치 후 통증 점수는 

수술 후 2시간, 1일, 2일 그리고 3일에 위약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 3B).

  열자극: 위약으로 처치받은 군에서는 약물 처치와 

수술 전의 열에 대한 회피 지연시간이 각각 11.6 ±

1.1과 10.5 ± 1.3초이었고 절개 후 2시간, 1일, 2일 

그리고 3일에 각각 4.7 ± 1.1, 4.6 ± 0.8, 5.0 ± 0.5 

그리고 8.0 ± 2.0초 다(Fig. 4A). 대조적으로 capsai-

cin 군에서는 약물 처치 전의 회피 지연시간이 11.2 

± 1.0초에서 처치 후 절개 전에 17.3 ± 2.7초로 증

가하 다. 절개 후 회피 지연시간은 상승된 수준에

서 지속되었는데 술 후 2시간, 1, 2 그리고 3일에 각

각 16.0 ± 3.2, 16.3 ± 3.7, 18.0 ± 2.8 그리고 18.3 

± 1.5초로 증가되었다(Fig. 4B). Capsaicin군의 회피 

지연시간이 위약 군에 비해 족저 절개 전, 후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되었다.

  상처 치유 등급: 술 후 3일에 각각의 절개부위 상

처를 점수로 평가하 다. 위약 군에서는 1점이 7마

리, 2점이 한 마리이었다. Capsaicin군에서는 상처에 

발적과 부종 등의 염증소견을 보이거나 벌어진 경우

가 많았으며 2점이 3마리, 3점이 5마리로 위약군에 

비해 상처 치유가 유의하게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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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ot withdrawal thresholds to punctate 

stimulation. The forces of von Frey filaments (mN) 

are expressed as medians (solid bold line) with 1st 

and 3rd quartiles (box), and 10th and 90th per-

centiles (vertical line). A: withdrawal thresholds in 

vehicle application. B: withdrawal thresholds in 

capsaicin application. C: drawing depicting the rat 

foot. Capsaicin was applied before foot incision. 

Skin, fascia, and muscle incisions were done in both 

group. The circular area adjacent to the wound near 

the medial heel in the testing area. Arrow a 

indicates drugs application, arrow b indicates foot 

incision. *P ＜ 0.05 vs Ho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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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ponse frequency to nonpunctate stimula-

tion. Blunt plastic disk was applied on the wound. 

A: response frequency in vehicle group. B: response 

frequency in capsaicin group. C: the sites of testing 

and incision are illustrated. Two group had skin, 

fascia, and muscle incisions. *P ＜ 0.05 vs Ho 

value.

Fig. 3. Summary of the cumulative pain scores after vehicle and capsaicin application. A: resting pain score after vehicle 

application. B: resting pain score after capsaicin application.. *P ＜ 0.05 vs Ho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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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통증행동양식

  통증은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열 자극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다. 여러 실험적인 자극 중에서 열 자극은 

그 강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고 열에 대한 일차 

구심성 섬유의 반응과 통증의 양을 신빙성 있게 재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 자극은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이용되는 자극 양식이다.4) 절개통의 중요한 

성질은 자극에 대한 민감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므

로 통증행동반응은 절개부위에 기계적 또는 열 자극

과 동물의 체중 부하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5) 피부

의 통각수용체에는 C와 Aδ 섬유가 존재하여 유해

한 자극의 위치, 기간, 강도 등을 감지한다.
6-8)

 Aδ 

섬유의 기계적 통각수용체는 조직에 손상을 주는 기

계적 자극에 의해서 가장 잘 흥분되는데 유해한 열, 

강한 냉각, 통증성 화학물질 등에 잘 반응하지 않지

만 반복적인 유해한 열 자극에는 감작된다. C 다양 

수용체는 유해한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열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C 기계, 열 통각수용체로 불려지는

데 효과적인 열 자극은 45도 이상의 온도와 강한 냉

온이며 산성 물질도 C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

다.
9-11)

  Punctate 기계적 자극: Zahn은 Von Frey 필라멘트

를 이용하여 발바닥의 무모 피부에서 구심성 섬유의 

반응을 평가하여 보고하 다.12) 그 결과 저역치의 

기계적 수용체(Aβ섬유)는 0.06에서 14 mN까지의 

기계적 역치를 갖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통각 수용 

정보의 전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Aδ나 C 섬

유의 통각수용체는 45-187 mN에 의해 활성화되었

다. 피부 절개 후의 von Frey 필라멘트에 의한 일차 

통각과민은 30 mN에서 일어났다. Brennan 등의5) 연

구에서 절개전의 von Frey filament 자극에 대한 회

피 역치는 양족에서 522 mN이었는데 수술을 받은 

발에서 술후 2시간, 1, 2 그리고 3일에 각각 61, 61, 

94 그리고 142 mN으로 감소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발의 절개 후 위약 군의 회피 역치가 Brennan의 결

과와 같은 수준까지 감소되었고 capsaicin 군에서는 

술 후 2일까지 위약 군보다 회피 역치의 더 작은 감

소를 보 으나 술 후 2시간을 제외하고는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Nonpunctate 기계적 자극: von Frey 필라멘트에 

디스크를 부착한 둔한 탐침을 이용한 자극은 von 

Frey filament와는 달리 조직을 압박하여 그 압력이 

심부조직에 전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apsaicin의 

신경도포는 둔한 탐침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키

지 못했다. 이는 capsaicin의 신경도포가 조직 손상에 

의한 Aδ 섬유의 기계적 통각수용체의 흥분을 차단

하는데 효과가 없음을 시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Michaelis 등은13) 수술 후 기계적 통각과민의 발생 

기전은 수술 전에 휴식하고 있던 비활성화 수용체가 

Fig. 4. Withdrawal latency to thermal stimulation. Radiant heat was applied directly to the wound. Capsaicin was applied 

in advance of foot incision. Skin, fascia, and muscle incision was performed. A: withdrawal latency in vehicle group. 

B: withdrawal latency in capsaicin group. *P ＜ 0.05 vs Ho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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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손상 후에 비로소 활성화되어 자극에 반응하

게 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cap-

saicin의 처치가 휴식하고 있던 수용체의 활성화에 

의한 기계적 통각과민에는 향을 줄 수 없다는 것

을 시사한다.

  비유발 통증점수: 체중 부하에 의한 통증 점수는 

실험적 절개 통증을 더욱 특성화하기 위해 고안되었

다. Brennand 등의
5)
 실험 결과는 피부와 근막의 절

개 후에 통증 점수의 증가를 보인 후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위약 군의 통

증점수는 Brennan 등의
5)
 연구 결과와 비슷한 변화를 

보인 반면 capsaicin군의 통증 점수는 위약군에 비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 결과는 cap-

saicin이 기계적 통각과민의 진통 작용에 일부분 관

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Baumann 등은
14)
 CMH (Me-

chanoheat sensitive C-fiber)와 AMH (Mechanoheat sen-

sitive Aδ-fiber)의 수용범위(receptive field) 내부에 

주사한 capsaicin은 punctate 자극에 대한 역치를 유

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연구들

은 신경에 capsaicin 처치는 전도차단을 초래하고 A

δ와 C 구심성 섬유의 수와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5,16)

  열자극: 본 연구에서 발의 절개에 의해 열 통각과

민이 유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Capsaicin의 신경 

도포는 절개 전, 후 모두에서 열자극에 대해 회피 

지연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capsai-

cin이 열 자극에 대해 현저한 진통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보고들과 일치한다. Fitzgerald 등은17) 

좌골신경에 대한 1.5% capsaicin의 처치는 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보고하 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관찰된 가장 극적인 효과는 capsai-

cin 처치 후 유해한 열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근본적

으로 없어진 반면에 유해한 기계적 자극에 대한 반

응은 제거되지 않고 단지 감소되었다는 것이다.16) 

말초 신경에 대한 capsaicin의 처치는 Aδ 섬유의 일

부와 대부분의 C 섬유를 선택적으로 자극하고 또한 

급성 전도 차단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16,18)

  Capsaicin의 상처치유에 대한 향의 평가에서 절

개 주위에 많은 염증 소견과 부종을 보이고 상처치

유를 지연시켰는데 이러한 결과는 capsaicin에 민감

한 신경 섬유가 상처 치유에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Capsaicin 처치에 의한 capsaicin에 민감한 섬유

의 기능적 장애는 substance P, somatostatin, 그리고 

calcitonin gene-releted peptide (CGRP)와 같은 신경 

펩타이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신경펩타이드들이 

조직 손상 후 원상 회복에 개입한다는 보고가 있

다.
2,19)

    Capsaicin의 직접적인 신경도포와 임상적 이용

  Capsaicin은 체계화된 감각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을 이해하기 위한 신경학적 연구에 특수한 약리학적 

도구로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20,21) Capsaicin의 작

용에 대한 해석은 동물의 종과 발달단계, 그리고 약

물의 투여 경로 즉 전신적, 척수, 피부에 국소적인 

도포 그리고 말단신경에 직접적인 도포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초 신경에 capsaicin의 직접 도포는 전신

적인 효과의 방지, 그리고 통증 전달 섬유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18) 

  처음에 capsaicin은 칼슘과 같은 양이온에 대해 막 

투과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었다.
22)
 Capsaicin 

수용체는 칼슘 통로 군에 속하는 일종의 막 단백질

로서
23,24)

 전기생리학적 그리고 기능적 연구에서 cap-

saicin의 작용은 3단계로 명확히 구분된다. 첫 단계

는 일부의 Aδ 그리고 C 섬유의 선택적인 활성화를 

일으키고
25)
 두 번째 단계는 Aδ섬유의 일부분과 주

로 C 섬유의 전도차단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C 섬유의 다양통각수용체에 대해 고도의 선택적이

고 외견상의 비가역적 기능장애는 capsaicin 작용의 

세 번째 단계로서 결국에는 capsaicin에 노출된 신경

세포를 죽이게 된다.26,27)

  Fitzgerald 등은
20)
 capsaicin 처치 후 유해한 열 자

극에 대한 회피 지연은 유의하게 증가되지만 유해한 

기계적 자극에 대해서는 향을 받지 않는다고 기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capsaicin의 신경 도포는 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유발성 기계

적 자극에 대한 반응에는 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비유발성 안정통증점수는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capsaicin이 술후 열 통각과민에 확실한 진통

작용이 있고 기계적 통각 과민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Fig. 1, 3, 4). 통각 수용 섬유

에 대한 capsaicin의 선택적 작용은 확인되어질 수 

없었지만 capsaicin의 선택적인 신경 작용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 capsaicin은 유

해한 열과 화학적 자극에 반응하는 C 섬유 통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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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섬유에만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C 다양 

통각수용체를 포함하여 Aδ 열 통각 수용체 같은 

유해 열 자극 정보를 전달하는 섬유가 capsaicin에 

의해 향 받을 수 있다.16) 세번째는 capsaicin이 C 

다양 통각수용체와 Aδ 기계적 통각수용체 양쪽에 

다 작용할 수 있다.
18) 

  여러 연구에서 말단 신경에 capsaicin의 직접적인 

도포는 신경자체에 외형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지

는 않았지만
20,28)

 전자 현미경상에서 용량에 비례하

여 Aδ와 C 구심성 섬유의 수와 크기의 감소를 보

여주었다.
15,16)

 성숙된 쥐에서 전신적인 capsaicin 투

여는 C 다양 통각수용체 일부의 유의한 감소를 초

래하 다.18) 또한 피부에 0.075% capsaicin의 도포는 

C 신경 섬유의 수를 감소시켰다.
1) 

  Capsaicin은 vanilloid 수용체로 불리는 특수한 인식 

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그 존재는 처음

에 매우 강력한 resiniferatoxin의 특이한 부착에 의해

서 확증되었고 capsaicin에 대한 작용 부위는 처음에 

비 선택적 양이온 채널로써 설명되었다.29,30) 후에 

capsaicin에 대한 단일 수용체라기보다는 vanilloid 수

용체 군에 포함되었다.
31,32)

 Vanilloid 수용체는 유해

한 열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에 vanilloid 유도성의 

타는 듯한 통증은 vanilloid와 열자극이 공통의 분자 

통로를 통해 통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

시한다.33) 

  감염이나 염증 혹은 허혈에 의한 산성은 capsaicin

에 민감한 C 다양 통각수용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인체 피부에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수소이온은 내인성 vanilloid로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34)
 capsaicin을 이용한 동물실험에

서 pH를 6.4까지 내림으로서 capsaicin의 강도를 3배

나 증가시킨다고 하 다.
35)
 Vanilloid 수용체는 과다

한 이온 유입에 의해 초래되는 세포의 괴사를 일으

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vanilloid 유도성 통각수용

체의 죽음, glutamate 유도성 흥분독성, 그리고 여러 

이온 채널의 돌연 변이에 의한 신경의 퇴행에서 볼 

수 있다.33) Vanilloid, capsaicin 그리고 resiniferatoxin

은 일차 감각 신경원의 일차적 탈 분극을 일으키고 

신경원에서 칼슘의 축적에 의해 장시간 지속되는 신

경의 탈 감작과 신경기능장애를 초래한다. 즉 cap-

saicin 활성화 채널을 통해 Na+ 유입은 수동적 Cl- 

이온과 수분의 흡수를 동반하여 삼투압성 부종에 의

해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신경을 죽게할 

수 있다.
36,37)

 적어도 두개의 다른 vanilloid 수용체(C- 

그리고 R-type)가 알려졌고 쥐의 후근 신경절 세포와 

mast 세포에서 발견되었다.38,39) 

  Vanilloid 수용체의 탈감작은 신경병성 통증과 일

차적인 신경원으로부터 분비되는 신경 펩타이드가 

중요한 구실을 하는 병리학적 상태(예: vasomotor 

rhinitis)를 완화하는 유망한 치료법이다.
27)
 Capsaicin

의 국소 도포는 장시간 지속되는 가역적인 감각신경

원 활동의 억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 구심

성의 기능을 조절하는 안전하고 선택적인 수단을 제

공할 수 있다.
40)
 그 적응 대상 질환으로는 유방 절

제술 후 통증,41) 대상 포진 후 통증,42) 당뇨병성 통

증,
43)
 그리고 방광의 과민성 통증 등이

44)
 있다. Cap-

saicin의 반복적인 국소 도포는 처음에 열에 의한 통

증 역치를 감소시키고 나중에는 역치를 증가시킨

다.
45) 

Capsaicin의 고농도 또는 반복 도포는 열, 기계

적 그리고 화학적 자극에 기계, 열 자극 활성화 C 

섬유(CMH)를 탈 감작시키므로14) 난치성의 통증을 

가진 환자에서 5-10% capsaicin 도포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
46)
 그러나 그 사용에 있어 두 가지의 

제한이 있다. 첫째는 현재 상품으로 나와 있는 1% 

이하의 농도에서는 효력이 낮고 두 번째는 처음 사

용할 경우 너무 강한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환자들

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47-49) 비록 VR1은 

capsaicin 수용체가 없는 생쥐 연구에서, 신경 손상에

는 효과가 없고 조직 손상 후에 발생하는 특수한 통

증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 목표물이기 때문에 va-

nilloid는 임상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진 미래의 치료 약제이다.
33,50)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capsaicin이 피부 절개 

후 발생하는 열 통각과민에 우수한 진통작용이 있지

만 임상적 사용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capsaicin을 통증 치료에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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