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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직 손상 후 나타나는 통각과민(hyperalgesia)은 

척수에서 신경원의 흥분성 증가로 인한 중추감작

(central sensitization)으로 인하여 유발된다.
1) 
선행진

백서 포르말린 자극시 척수강내로 투여한 Ketamine의
투여시기에 따른 항침해반응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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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N-methyl-D-aspartate (NMDA) antagonists can be useful as preemptive analgesic agents 

and effective in reducing established central sensit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reemptive effect of intrathecal ketamine and compare the behavioral antinociceptive responses between 

pre- versus post-formalin ketamine administration in a rat pain model.

  Methods: Sprague-Dawley rats (250-300 g) were prepared with a PE 10 indwelling intrathecal 

catheter to receive either saline (control) or ketamine. Rats received ketamine 100μg intrathecally through 

a catheter either 7 min before or 5 min after formalin. The formalin test was performed with 5% formalin 

100μl. The control (n = 8), pre-treatment (n = 7), and post-treatment (n = 7) groups were studied. Pain 

related behaviors were quantified by counting the incidences of flinching of the formalin injected paw 

for 60 minutes. 

  Results: Intraplantar formalin injection produced a biphasic (phase 1, 0-10 minutes; phase 2, 10-60 

minutes after formalin injection) response of flinching behavior in control,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groups. The post-treatment group showed less frequent phase 2 flinching than the control 

group (P ＜ 0.05). 

  Conclusions: Post-treatment of intrathecal ketamine 100μg was effective on inhibition of phase 2 

nociceptive behaviors following the formalin injec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ntrathecal ketamine 

shows an analgesic effect when administered as a post-treatment.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226∼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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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은 이러한 중추감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Ketamine은 비경쟁적 NMDA (N-methyl-D-aspartate) 

길항제로서
2) 
동물 실험에서 ketamine의 투여 경로에 

따라 선행진통 효과가 다르고,3) 임상 실험에서 keta-

mine을 경막외로 수술 전에 투여하 을 때 수술 후 

진통제의 요구량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

다.4) 그 외에 전신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선행진통 

효과가 나타난 보고도 있고,
5)
 나타나지 못했다는 보

고도 있다.
6,7)
 경막외 투여시 ketamine의 선행진통 효

과가 neostimine 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교와8) 

경막외로 morphin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상승작용

은 볼 수 있어도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보

고가 있는 등9) 척수내 ketamine의 효과에 대하여 아

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백서의 발바닥에 포르말린과 같은 자극 물질을 피

하 주입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 후, 반응이 잠

시 중단된 후에 다시 60분 정도 지속되는 반응을 보

이게 된다. 이러한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반응을 긴장성 통증(tonic pain)이라 하며, 이는 자극

에 의한 중추감작의 결과라 하여 중추 감작을 보기 

위한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10)

  이에 저자들은 ketamine을 백서 포르말린 자극 전

과 후에 각각 투여하 을 때 침해수용성 반응(noci-

ceptive response)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고자 본 실

험을 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몸무게 250-300 g의 Sprague-Dawley 수컷 백서를 

대상으로 하 으며 실험전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

취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실은 12시간 동안 빛을 

받고 12시간 동안 어둡게 조절하 다. 실험 동물의 

수술 및 실험 방법은 실험동물 관리 지침서와 위원

회의 허락을 받았다. 100% 산소와 5 vol% enflurane

이 분당 3 리터로 흐르는 투명한 마취유도 상자에 

실험쥐를 넣은 후 움직임이 없어지면 쥐를 꺼내 마

스크를 씌우고 100% 산소와 enflurane 2 vol%로 하

여 자발 호흡을 유지시키면서 마취 상태를 유지하

다. 정위 두부 고정기로 쥐의 두부를 고정한 후 후

두 경부 정중선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분리한 

후 환추후두막(atlanto-occipital membrane)을 절개하고 

경막을 뚫어 척수액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후, 폴리

에틸렌관(PE-10, Becton Dickinson, USA)을 8.5 cm 

삽입하여 척수강내에 거치하 고, 카테타 외부는 피

하를 통하여 두개골 상부에 고정한 다음 봉합한 후 

마취에서 각성시켰다. 각성후 2% lidocaine 10μl를 

척수강내로 서서히 주입하여 하지마비를 관찰하는 

것으로 카테타의 위치를 확인하 다. 수술 후 실험 

동물은 한 상자에 한 마리씩 넣고 포르말린 자극 실

험하기 전 4일간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다.

  카테타 거치 후 4일째 되는 날, 포르말린 자극 실

험을 하 다. 실험 전 운동 장애를 보인 백서는 실

험대상에서 제외하 다. 실험쥐는 각각 대조군 8마

리, 전처치군 7마리, 후처치군 7마리로 분류하여 연

구하 다. 대조군은 카테타에 연결한 hamilton 주사

기(Hamilton microliter syringe, Hamilton Co., USA)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 20μl를 척수강내로 투여하

고 7분 후 백서의 발바닥에 포르말린을 주입하 다. 

포르말린은 37% formaldehyde 용액(Sigma Chemical 

Co., USA)을 생리식염수로 1：19로 희석하여, 포르

말린에 의한 염증성 통증 유발을 위하여 흔하게 사

용되는 농도인 5% 용액으로 만들고, 튜베르클린 주

사기와 26게이지 바늘을 사용하여 포르말린 100μl

를 쥐의 오른쪽 뒷발바닥에 재빨리 피하 주사하여 

통증을 유발시켰다. 전처치군은(n = 7) 포르말린 주

입하기 7분 전에 척수강내로 ketamine 100μg을, 후

처치군은(n = 7) 포르말린 주입후 5분 후에 같은 방

법으로 ketamine 100μg을 1분간에 걸쳐 서서히 투여

하 다. Ketamine은 100μg을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서 10μl로 만들었다. 카테타의 사강 용적을 고려하

여 약물주입 후 생리식염수 10μl를 추가로 주입하

다. 예비 실험에서 카테타의 내부용적이 약 10μl

임을 알았다. 

  포르말린 주입 후 사방이 투명한 상자에 자유롭게 

놓아두고 60분 동안 행동 반응을 관찰하 다. 유해 

자극에 대한 행동 반응 중 포르말린을 주입한 측 다

리를 들어올리는 반응을 flinching이라 하며 이를 5

분간씩 나누어서 계속 60분 동안 세었다. 바닥에서 

한 번 발을 들어올리는 것을 1회의 flinching이라 하

으며, 들어올린 체로 흔드는 경우(shaking)도 1회의 

flinching이라 하 다. 포르말린에 의한 통증은 염증

성 통증이므로 이에 대한 행동 반응을 관찰할 때의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내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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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은 24-26oC를 유지하 으며, 포르말린 자극 실험

은 모두 오전 중에 시행하 다. 

  대조군, 전처치군, 후처치군의 모든 측정치의 비교

는 평균 ± 표준오차로 하 고 통계처리는 Sigmastat 

(version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규 분포의 양상 

유무에 따라 ANOVA 혹은 ANOVA on ranks를 시행

하 으며, post-hoc 분석은 Tukey 혹은 Dunn's test를 

이용하 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모든 군에서 포르말린 주입 직후부터 5분까지 flin-

ching이 활발히 나타났으며 5분 후부터 10분까지 조

용한 시기가 계속되다가 10분 후부터 60분까지 다시 

flinching이 지속되는 이상성 양상을 보 다(Fig. 1).

  Phase 1 (포르말린 주입 후부터 10분까지)에서 

flinching이 대조군, 전처치군, 후처치군에서 각각 

25.4 ± 2.7, 19.1 ± 5.3, 23.9 ± 2.6으로 대조군, 전

처치군, 후처치군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hase 2 (포르말린 주입 후 10분부터 60분까지)에서 

flinching이 대조군, 전처치군, 후처치군에서 각각 

239.3 ± 22.8, 148.2 ± 15.6, 71.1 ± 10.2로 전처치

군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후처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flinching 횟수가 적었다(P ＜ 0.05) 

(Table 1).

고      찰

  백서 발바닥에 포르말린을 주입하게 되면 조직손

상에 의한 통증으로 인하여 flinching, licking, shaking 

등의 독특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중 flinch-

ing은 포르말린이 주입된 발을 자발적, 비수의적, 일

시적으로 빠르게 들어올리거나 떨거나 흔드는 등의 

특이한 행동으로 통증지표로 채택되고 있다.
10) 
본 

연구에서도 포르말린 주입직후 즉각적으로 5분간의 

flinching이 나타났으며 그 후 반응이 급격히 감소하

다가 다시 2차적으로 flinching이 주입 후 60분 동안 

증가하는 전형적인 이상성 양상을 보 다.

  Ketamine (2-0-chlorophenyl-2-methylamino cyclohex-

anone)은 NMDA 수용체의 칼슘 통로 공극(calcium 

channel pore)에 대한 비경쟁적 길항제이며11) 임상적

으로 적절한 농도에서 phencyclidine 결합부위와 반

응하여 NMDA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시킨다.
12)
 이러

한 반응은 주로 수용체 통로(receptor channel)가 열려 

Fig. 1. Effect of pre- or posttreatment of intrathecal keta-

mine 100μg on formalin-induced flinching (number of 

flinches per 5-minute period). Data are mean ± SEM. 

Posttreatment group produced less frequent flinches during 

the phase 2 than the control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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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Flinching Behavior
ꠧꠧꠧꠧꠧꠧꠧꠧꠧꠧꠧꠧꠧꠧꠧꠧꠧꠧꠧꠧꠧꠧꠧꠧꠧꠧꠧꠧꠧꠧꠧꠧꠧꠧꠧꠧꠧꠧꠧꠧꠧꠧꠧꠧꠧꠧꠧꠧꠧꠧꠧꠧꠧꠧꠧꠧꠧꠧꠧꠧꠧꠧꠧꠧꠧꠧꠧꠧꠧꠧꠧꠧꠧꠧꠧꠧꠧꠧꠧꠧꠧꠧꠧꠧꠧꠧꠧꠧꠧꠧꠧꠧꠧꠧꠧꠧꠧꠧꠧꠧ

Control group Pretreatment group Posttreatment group
(n = 8) (n = 7) (n = 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hase 1 (0-10 min) 25.4 ± 2.7 19.1 ± 5.3 23.9 ± 2.6

Phase 2 (10-60 min) 239.3 ± 22.8 148.2 ± 15.6   71.1 ± 10.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M. Data a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flinching during phase 1 and 2. Control group; intrathecal 

saline injection before paw formalin injection. Pretreatment group; intrathecal ketamine injection 7 min before paw 

formalin injection. Posttreatment group; intrathecal ketamine injection 5 min after paw formalin injection. *: P ＜ 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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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전에 침해성 자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Ghorpade 등은

13)
 ketamine

은 유해성 자극이 있은 후에 작용하기 때문에 선행

진통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keta-

mine은 전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선행진통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후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게 phase 2가 

감소하 는데 이는 ketamine이 이미 포르말린과 같

은 자극에 의하여 통증에 대한 수용체 통로(receptor 

channel)가 열린 후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실험에서 경막외로 ketamine

만 60 mg 수술 전 투여한 경우에 효과적인 선행진

통이 없었다는 Kucuk 등의
4)
 결과와 국소마취제인 bu-

pivacaine과 섞어서 경막외로 수술 전 50 mg 투여한 

경우에 neostigmine에 비하여 선행진통 효과가 효과

적이지 않다는 보고와
8)
 일치하고, 경막외로 morphine 

50μg/kg와 섞어서 수술 전 1 mg/kg 투여한 경우가 

morphine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임상적으로 적절

하지 않았다는 보고와
9)
 상통한다. 반면에 경막외로 

수술 전 투여했을 때 선행진통이 있었다는 Yung 

등,14) Choe 등의15) 보고와 다른 결과임을 알 수 있었

다. 그 중 Yung 등은
14)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수술을 받는 경우에 morphine과 국소마취제를 

섞어서 경막외 투여한 경우이며 수술 전 투여한 경

우와 수술 후 투여한 경우를 비교하지 않았고, Choe 

등은
15)
 morphine 2 mg을 섞어서 사용한 경우로서 순

수한 ketamine의 효과만을 보았다고는 할 수 없으므

로 이 두 보고에서 주장한 ketamine의 선행 진통 효

과는 morphine과 함께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행진

통 효과가 있었다고 하여야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다른 NMDA 길항제인 MK801과
16)
 다

르게 ketamine이 선행진통 효과를 전처치군에서 뚜

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MK-801과 ketamin이 

모두 비경쟁적 NMDA 길항제이라 하더라도 NMDA 

수용체 아형에 따라 친화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17)
 

NMDA 수용체에서 작용하는 양상도 다르다는 것을18) 

알 수 있다.

  선행진통 효과를 전처치군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이유로 척수에서의 ketamine의 작용효과13) 이외

에 다른 요소들, 즉, ketamine의 투여시기, 투여량,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투여시기에 있

어서 선행진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ketamine을 

포르말린 자극시험 전과 후를 비교하 는데, 전처치

군에서는 포르말린에 의한 자극 시기에 ketamine의 

효과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포르말린을 주입하

기 7분 전에 투여하 다. 이는 Crisp 등이
19)
 제시한 

척수강내에 투여된 ketamine의 진통효과는 투여 후 

10분 이내에 진통 효과가 나타나고 15분에 최고 다

는 실험 결과에 근거하 다. 반면에 후처치군에서는 

백서로 하여금 phase 1 시기에 치료약물(ketamine)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포르말린 주입 후 5분 

후에 투여하 다. 또한 이러한 투여 시기 결정은 선

행진통 실험을 하기 위한 방법에 근거하 다.
16)
 그

러나 본 연구 결과 선행진통 효과를 보기 위한 전처

치군에서 효과적으로 phase 1을 차단하지 못한 것을 

알았다. 이로써 ketamine의 투여 시기가 원인이라기 

보다 Ghorpade 등의13) 주장처럼 ketamine이 유해성 

자극이 있은 후, 즉 수용체 통로가 열린 후에 작용

하여 후처치군에서 진통 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

한다. 또한 Crisp 등에19) 의하면 척수내 ketamine은 

그 작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Fig. 1을 보

면 후처치군에서 phase 2의 전반부 즉, 포르말린 자

극 후 10분에서 30분까지의 flinching이 phase 2의 후

반부, 즉 포르말린 자극 후 30분 이후 보다 적게 나

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ketamine의 작용시간에 

따른 것으로 결국 phase 2의 전체 flinching 합에 

향을 끼쳤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

각한다.

  투여량에 있어서 Hartrick 등은20) ketamine 1 mg/kg

을 백서의 척수강내에 신경 손상 전에 투여하여 기

계적 통각과민 형성을 지연시켰으며 행동이상이나 

신경중독과 같은 부작용은 없었다고 하 다. 그러나 

백서의 행동 관찰을 위해서는 운동차단을 일으키지 

않을 저마취용량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백서의 무게를 250 g이라 할 

때 총 100μg의 용량을 사용하 다. Klimscha 등은
21)
 

백서의 통증모델 실험연구에서 척수강내 투여한 ke-

tamine 50μg, 100μg군에서 생리식염수 투여군에 비

하여 과통각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 

이를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용량은 부족하지 않았으

나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효과적인 선행진통을 하기 

위하여 한번만 투여하는 방법보다 지속적인 투여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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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환경 및 그 밖의 요소에 있어서 Tjolsen 등은22) 

백서를 이용한 포르말린 실험시 백서의 행동반응에

서 phase 2는 주위 온도에 관계가 있다고 하 으며 

특히 말초조직의 온도가 말초조직의 염증에 향을 

끼쳐 행동반응에 향을 줄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Coyle 등은
23)
 백서에서 통각과민(hyperalgesia)에 대한 

민감도가 수컷보다 암컷에서 더 높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백서에서의 이상 반응 

행동과 백서의 성별 차이에 의한 이상 반응 행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실험실 내부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

지하 고 오전 중에 시행하 으며 수컷을 대상으로 

하 으므로 이제 까지 기술한 ketamine의 투여시기, 

투여량, 주위환경 등이 본 연구 결과의 원인이 아님

을 알았다. 

  비록 백서에서 포르말린 실험에 의한 통증 반응이 

임상에서 수술 등의 자극 후에 발생되는 통증 상황

과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동물 실험의 결과

를 그대로 임상의 결과로 외삽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포르말린은 말초 조직의 염증성 

통증이고 수술에 의한 통증은 염증성과 신경병증성 

통증이 관여하기 때문이며, 포르말린 통증 보다 훨

씬 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동물 실험에

서의 선행진통 기간은 상대적으로 이보다 짧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임상에서 

경막외 투여한 ketamine의 선행진통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보고와
4,8,9)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의 원인으로 ketamine의 자극 전후 투여에 따른 진

통 작용의 차이,13) 척수내 작용과 척수상위에서의 

작용 기전의 차이,
3)
 ketamine의 진통 작용이 NMDA 

수용체 이외에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점,24,25) ketamine은 열린 통로를 차단하고 통로 개방 

시간을 감소시키며 알로스테리(allosteric) 기전에 의

하여 통로 개방 빈도를 감소시킨다는 점 등이라고
18)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백서 포르말린 자극에 대한 flinch-

ing의 이상성 반응에 대하여 척수강내 전처치한 ke-

tamine 100μg은 phase 2 반응을 유의하게 억제시키

지 못했으며, 후처치한 ketamine은 진통 작용을 보

다. 이는 척수내 투여한 ketamine이 선행진통제로서

의 작용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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