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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gesic Interactions Among Intrathecal Morphine, Ketorolac and 
L-NAME on Formalin-induced Pain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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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Morphine has a direct action on morphine receptors in the brain and spinal cord. 

Intrathecally administered L-NAME, a nitric oxide synthase inhibitor, is known to have an antinociceptive 

effect on formalin-induced pain in animal studies.  Efficacy of intrathecally administered ketorolac, a 

cyclooxygenase inhibitor, is somewhat controversial.  The interactions of intrathecally administered 

morphine, ketorolac and L-NAME on formalin-induced nociception was studied.

  Methods: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implanted with chronic lumbar intrathecal catheters and 

were tested for paw flinch by a formalin injection.  Drugs were intrathecally administered 15 min before 

the formalin injection, and biphasic painful behaviors were observed.  We obtained the ED50 for each 

agent (ketorolac, L-NAME and morphine).  ED50 fractions (1, 1/2 and 1/4) of drug combinations of 

L-NAME-ketorolac, morphine-L-NAME and ketorolac-morphine were administered.  The ED50 of each 

combined drug was established and isobolographic analysis of the drug interactions was carried out.

  Results: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ketorolac, L-NAME and morphine produced a dose-dependent 

suppression of pain behaviors in phase 2. ED50 values were 297.04μg for ketorolac, 207.46μg for 

L-NAME and 0.17μg for morphine in phase 2.  Isobolographic analysis showed that the combination 

of intrathecal morphine and L-NAME synergistically reduced pain behaviors in phase 2.

  Conclusions:  Intrathecally administered morphine, L-NAME and ketorolac produced a dose-dependent 

decrease in the number of paw flinches in both phase 1 and phase 2 on the formalin test.  Morphine 

with L-NAME showed synergistic analgesic effects on formalin-induced pain in phase 2.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78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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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의 말초 감각 수용기에 침해성 자극이 가해지

면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통증이 유발된다. 이러한 

통증은 유해 자극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특이화된 고

역치 침해수용체(high threshold nociceptor)의 활성화

로 인해 유발되는 생리적 통증(physiologic pain)과 말

초성 및 중추성 감작에 의해 발생하는 병적 통증

(pathologic pain)으로 나눌 수 있다.1) 특히, 병적 통

증에서는 통증유발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야기되며 

원인이 되는 손상이 치유된 후에도 오랜 기간 남을 

수 있다.2) 이러한 중추성 감작은 척수가 단순한 통

증의 전달 경로뿐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자극에 대

해 변형(plasticity)을 일으켜 만성적인 병적 통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장소임을 시사한다.

  전신이나 척수강 내로 투여된 morphine은 다양한 

통증모델에서 통증반응을 억제시킨다.
3-7)
 이에 대한 

약리학적 기전은 연접전 C-섬유 말단에서 척수내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감소시키는 전연접부

(presynaptic) 억제와 wide dynamic range (WDR) 신경

세포를 과분극 상태로 만들어 흥분역치를 증가시키

는 후연접부(postsynaptic) 억제가 있다.
8)
 또 뇌간에서 

척수의 침해성 신경전달을 억제하는 하행성 경로가 

활성화되어도 진통작용이 유발된다.9) 다양한 경로로 

투여된 cyclooxygenase inhibitor (COXI)가 척수의 WDR 

신경세포에서 통각과민 상태를 유발하거나 신경전달

물질의 유리를 촉진하는 prostaglandin E2 등의 생성

을 억제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10-13)
 

최근에는 염증성 통각과민에 대한 nitric oxide (NO)

의 역할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 NO는 자유기 기체

(free radical gas)로서 용해성 guanylate cyclase의 내

재적 자극원(endogenous stimulator)이며 백혈구, 혈관

내피세포 및 신경세포 등에서 발견되어 체내 전달물

질로 작용한다.
14)
 이러한 NO는 통증의 전달이나 중

추성 감작과 관련이 깊은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와도 연관이 있으며,2) 침해성 자극에 의해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nitric oxide synthase 

(NOS) 및 cyclic GMP가 증가된다.
14-16) 

  이상에서 COXI나 아편양제제의 투여가 NO의 생

성과 관련된 통증기전에 연관이 있으며 COXI와 아

편양제제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있으리라 생각된

다. 따라서 아편양제제, nonsteroidal anti-inflamma-

tory drug (NSAID) 및 nitric oxide synthase inhibitor 

(NOSI) 사이에서 통증조절에 대한 연관성이나 상호

작용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겠다. 

  Formalin test는 formalin의 피하주사에 의해 유발된 

조직손상과 염증반응에 연관된 침해성 자극 및 통각

과민을 대표하는 실험모델로서 전형적인 이상성 반

응을 관찰할 수 있다.
17)
 제1기 반응은 손상조직에 

분포하는 가는 침해성 구심 신경섬유(Aδ와 C섬유)

의 직접적인 활성화에 기인하고, 제2기 반응은 염증

반응으로 C-섬유의 반복적인 자극에서 오는 말초 및 

중추성 감작에 의해 통증이 유발된다.
18)
 이러한 for-

malin test는 수술 후에 나타나는 통증과 유사하므로 

지속적 술 후 통증모델로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ormalin test를 이용하여 척수후각

에서 일어나는 신경변형과 관련이 깊은 약제인 mor-

phine sulfate, COXI인 ketorolac 및 NOSI인 N
ω
-Nitro- 

L-arginine methyl ester (L-NAME)를 척수강 내로 혼

합 투여하여 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몸무게 250-300 g의 수컷 흰쥐(Sprague-Dawley 

rat) 114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하 으며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상자에 넣어 사육실에서 최

소한 3일 이상 주위 환경에 적응시킨 후 척수강내 

카테터 거치술을 시행하 다.

  시술 전 실험동물의 무게를 측정한 후 폐된 플

라스틱 통에 넣고 3 vol%의 enflurane을 4 L/min의 

산소와 함께 흡입시켜 마취 유도 한 후 마스크로 마

취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위적 수술대(stereotaxic ear 

bar)에 고정시켰다. 후두경부 정중선을 절개하여 근

육을 분리한 후, 후두골과 제1경추 사이의 경막을 

분리하여 경막과 지주막을 절개한 뒤 8.5 cm pol-

yethylene 카테터(PE-10
Ⓡ
, Clay Adams, USA)를 지주

막하강에 거치시켜 카테터 끝이 요추강 내에 위치하

도록 하 다. 카테터를 4-0 black silk로 피부에 고정

시키고 카테터의 외부로 노출된 한쪽 끝을 가는 철

사로 막은 후, 마취로부터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물

과 먹이를 섭취하게 하면서 7일 간 신경학적 손상과 

감염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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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은 척수강 내 카테터 거치 후 7일에 행하 으

며, 적어도 실험개시 1시간 전에 실험관찰을 위해 

준비된 투명한 유리 상자에 넣어 실험동물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 다. 일내 변동(diurnal variation)과19) 

온도가
20)
 통증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실험은 해

지기 전 오후 시간에 하 으며, 실험실 온도는 24-

25oC로 유지하 다.

  각 약제는 COXI인 ketorolac (Roche, Korea), NOSI

인 L-NAME (Sigma Chemical Co., USA) 및 아편양

제제로는 morphine sulfate (Sigma Chemical Co., USA)

를 사용하 다. 투여약물은 각각 투여 용량이 10μl

가 되도록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만들었고 카테터

에 연결된 Hamilton 주사기(Hamilton microliter syringeⓇ, 

Hamilton Co., USA)로 주입하 으며, 약제주입 후 10

μl의 생리식염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카테터를 세척

(flushing)하 다.

  실험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 으며, 먼저 실

험동물을 대조군(physiologic saline : n = 6), ketorolac 

군(30, 100, 300μg : n = 18), L-NAME 군(10, 30, 

300μg : n = 18) 및 morphine 군(0.1, 1, 10μg : n = 

18)으로 나누어 약물을 척수강내로 투여한 후 for-

malin test를 시행하여 통증반응을 관찰하고, 용량반

응곡선을 이용하여 각각의 약제에 대한 ED50을 구하

다. 이후에 약제혼합 투여군을 ketorolac + mor-

phine (K + M : n = 18) 군, L-NAME + ketorolac 

(L + K : n = 18) 군 및 morphine + L-NAME (M 

+ L : n = 18) 군으로 구분하여 각 약제의 ED50와 

ED50의 1/2, 1/4에 해당하는 분할 용량을 동량으로 

혼합하여 흰쥐의 척수강내로 투여하 다. 혼합 투여

한 약제들의 반응 및 이때의 ED50을 구한 후 계산상

의 ED50과 비교하여 각 약제들의 상호작용 여부를 

isobolographic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21) 각 

Fig. 1. Time course of paw flinching behavior after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ketorolac, L-NAME and morphine, 

Each point presents the mean ± SEM (N = 6/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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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들의 효과에 대한 %MPE (% maximal possible 

effect)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MPE = 실험군의 flinching수/대조군의 flinching수 

× 100

각 약제를 척수강내로 투여한 후 15분에 실험동물의 

우측 뒷발등에 30 G 주사침을 이용하여 5% formalin

용액 50μl를 피하주사 하 다. 주사 후 실험동물을 

투명한 유리 상자에 넣고 후면이 비치도록 거울을 

위치시킨 후 첫 1분 이후에 5분 간격으로 1분간씩 

60분간 통각반응을 관찰하 다. 첫 1분에서 9분까지

를 제1기 반응으로, 10분에서 60분까지를 제 2기 반

응으로 나누어 각각 통증반응을 관찰하 다. 이때 

통증반응은 실험동물이 formalin이 주사된 발을 핥거

나, 물거나, 들어올리거나 또는 흔드는 flinching의 

횟수를 계산하여 통증의 지표로 이용하 다. 척수강

내에 카테터를 거치하기 전과 비교하여 몸무게가 

20% 이상 감소하 거나 운동 및 행동이 이상한 경

우, 삽입한 카테터가 막힌 경우, formalin 주입이 불

완전하거나 주입부위에 과다한 출혈이 있는 경우, 

감염이 된 경우에는 실험에서 제외하 다. 

  각 반응기간에서 flinching의 횟수는 평균 ± 표준

오차로 나타냈고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Tallarida 등의 공식을 이용하 다.
22)
 이론적인 부가

적 약물역가와 실험치 간에는 student's t-test를 이용

하여 비교하 고, 용량반응곡선에서 각 용량에 따른 

반응의 정도는 ANOVA test를 시행하여 의미있을 때 

Student-Neumann-Keul test로 비교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Fig. 2. Dose-response curves for suppression of phase 1 and 2 responses of intrathecal ketorolac, L-NAME and morphine 

in formalin test, Percent of maximal possible effect (%MPE) for each drug is expressed as the mean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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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Formalin의 통각반응

  생리식염수를 척수강내로 주입한 대조군에 있어서

는 5% formalin을 흰쥐의 뒷발등에 피하로 주입한 

직후 심한 flinching이 나타났다가 10분에 현저히 감

소하 으며 이후 다시 증가하여 30-35분에 최고치

에 도달한 후 60분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전형적인 

이상성 반응을 보 다(Fig. 1, 3).

    척수강내로 단독투여한 약제의 효과

  Ketorolac 및 L-NAME 투여군에서는 제2기 반응에

서 대조군에 비해 flinching의 횟수가 감소하 다. 

Morphine군에서는 제1기, 제2기 반응 모두에서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Fig. 1). 

  각 군의 용량반응곡선은 Fig. 2와 같다. 용량반응

곡선에 의해 얻어진 각 약제의 ED50은 ketorolac이 

제2기 반응에서 297.04 (1552.84-56.82)μg, L-NAME

이 제2기 반응에서 207.46 (3237.76-1.33)μg이었으

며, morphine은 제1기 반응에서 0.90 (0.51-1.69)μg, 

제2기 반응에서 0.17 (0.02-1.47)μg이었다(Table 1).

    척수강내로 혼합투여한 약제의 효과

  Morphine과 L-NAME 혼합투여군에서 제1기 반응 

및 제2기 반응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flinching 수

의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Fig. 3). Ketorolac

과 morphine 혼합투여군에서도 제2기 반응에서 대조

군에 비해 감소를 보 으나 L-NAME과 ketorolac 혼

합투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Fig. 3).

Fig. 3. Time course of paw flinching behavior after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ketorolac + morphine, L-NAME + 

ketorolac and morphine + L-NAME. Mean values for behavioral activities expressed as a percent of control for each 

drugs (control = saline, L = L-NAME, M = Morphine, K = Ketorolac, N = 6/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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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군들의 용량반응곡선은 Fig. 4와 같다. 용량반

응곡선에 의해 얻어진 각 약제의 ED50은 ketorolac과 

morphine 혼합투여군의 제2기에서는 각각 294.74μg, 

0.10μg이었으며, morphine과 L-NAME 혼합투여군의 

제1기 반응에서는 각각 0.05μg, 111.56μg, 제2기 반

응에서는 각각 0.03μg, 64.94μg이었다(Table 1).

Table 1. ED50 Values (μg) in the Formalin Test
ꠧꠧꠧꠧꠧꠧꠧꠧꠧꠧꠧꠧꠧꠧꠧꠧꠧꠧꠧꠧꠧꠧꠧꠧꠧꠧꠧꠧꠧꠧꠧꠧꠧꠧꠧꠧꠧꠧꠧꠧꠧꠧꠧꠧꠧꠧꠧꠧꠧꠧꠧꠧꠧꠧꠧꠧꠧꠧꠧꠧꠧꠧꠧꠧꠧꠧꠧꠧꠧꠧꠧꠧꠧꠧꠧꠧꠧꠧꠧꠧꠧꠧꠧꠧꠧꠧꠧꠧꠧꠧꠧꠧꠧꠧꠧꠧꠧꠧꠧꠧ

Each agent Morphine + ketorolac L-NAME + morphi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hase 1 Phase 2 Phase 1 Phase 2 Phase 1 Phase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97.04 875.45 294.74
Ketorolac N/A

(1552.84-56.82) (20757.10-36.92) (1318.79-65.87)

207.46 111.56 64.94
L-NAME N/A

(3237.76-1.33) (133.90-92.94) (231.45-18.22)

0.90   0.17   0.27   0.10   0.05  0.03
Morphine

(0.51-1.69)    (0.02-1.47)   (5.90-0.01)   (0.41-0.03)   (0.06-0.04)*    (0.09-0.00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 confidence intervals are shown in parentheses. *P ＜ 0.05 versus the value of each agent. ED50: 50% effective 

dose, N/A: not available.

Fig. 4. Dose-response curves for suppression of phase 1 and 2 responses of intrathecal ketorolac + morphine, L-NAME 

+ ketorolac and morphine + L-NAME. Percent of maximal possible effect (%MPE) for each drug is expressed as 

the mean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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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bologram 분석

  Formalin test의 제2기 반응에서의 morphine과 L- 

NAME 혼합투여군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iso-

bologram분석에서 실험에 의하여 구해진 ED50값이 

각 약제의 단독적인 ED50으로부터 얻어진 이론적 

ED50값의 좌측 하방에 위치했다(Fig. 5). 

고      찰

  동물실험에서 formalin을 피하에 주입하면 척수후

각 신경세포에서 지속적인 흥분을 일으켜 외부자극

에 대해 과민한 행동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중추성 촉진상태(central facilitation)라고 하며 이와 

같은 증세를 통각과민(hyperalgesia)이라고 한다. 이러

한 중추성 촉진상태의 약리적 기전은 반복되는 자극

에 의해 척수후각에 분포하는 구심성 신경섬유의 말

단에서 peptide와 흥분성 아미노산이 분비되고 이들

이 척수후각 신경세포를 과흥분 시켜 일어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3)

  통각과민을 억제하기 위해 척수강 내로 투여 된 

아편양제제는 C-섬유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고 척수후각 신경세포의 탈분

극을 억제한다.24) 또한, 척수강 내로 NSAID (COXI)

나
10,25,26)

 NOSI를 투여하면 통각과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며,
4,27)
 NMDA 수용체 길항제나 NK1 수용

체 길항제의 투여에 의해서도 억제될 수 있다고 하

다.
1,28,29)

  Formalin test는 쥐의 뒷발등에 formalin을 피하주사

한 후 나타나는 행동을 관찰하여 통증정도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 통증정도는 flinching의 횟수나 시간 등

으로 평가한다. Formalin의 피하주사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구심성 C-섬유의 자발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wind-up 현상을 유발시킨다. 통증반응의 양상은 for-

malin 피하주사 직후 수분간 일시적이고 심한 통증

반응이 나타난 후 점차 감소하다가 10분 이후에 지

속적이고 강한 통증반응이 재개되는 전형적인 이상

성 반응을 나타내는데, 제1기 반응은 손상조직에 분

포하는 가는 침해성 구심 신경섬유(Aδ와 C섬유)의 

직접적인 활성화에 기인하고 제2기 반응은 염증성 

반응으로 염증에 의한 반복적인 C-섬유의 자극에서 

오는 말초 및 중추감작에 의해 나타나는 통증을 의

미한다.
18)
 

  전신이나 척수강 내로 투여 된 morphine은 다양한 

실험동물의 통증모델에서 통증반응을 억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formalin test에서 제1기 및 제2기

의 통증반응을 억제한다.
3-7)
 이는 척수에서 전연접부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C-섬유 말단에서 분비되는 

substance P나 glutamate를 억제시키고,
9)
 후연접부 신

경세포에서 potassium의 전도를 증가시켜 WDR 신

경세포의 과분극(hyperpolarization)을 초래하여 흥분

역치를 증가시킴으로써 통증을 억제한다.
8)
 또한 

Dickenson 및 Sullivan은
30)
 척수강 내로 투여한 마약

성 진통제가 C-섬유 유발성 흥분을 차단하는 용량에

서 wind-up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외에도 

뇌간에서 척수침해성 신경전달을 억제하는 경로인 

뇌간척수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통증을 억제하는 기

전도 아편양 수용체에 따라 다른데 μ-수용체 작용

제는 serotonin과 prostaglandin E2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말초 구심성 신경세포에서 adenylate cyclase가 

활성화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며, δ와 κ-수

용체 작용제는 교감신경에서 염증성 전구물질의 분

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31) 

  본 연구에서도 척수강내로 투여된 morphine이 for-

malin에 의해 유발된 제2기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을 

Fig. 5. Isobologram for the interaction between intrathecal 

morphine and L-NAME. The oblique line connecting each 

ED50 value on the x axis and y axis is the theoretical 

additive line. The theoretical additive ED50 point (A) is 

calculated from the ED50 valu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each agent. The experimental ED50 point (B) 

for the combination lies below the additive line, indicating 

a synergism (M: morphine, L: L-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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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었다. Morphine을 척수강내로 투여 후 

약 15-20분에 진통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2-

14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되므로 formalin 주사 15분 

전에 척수강으로 투여된 morphine은 formalin test의 

제1기 반응 및 제2기 반응을 모두 차단시켰다. 물론 

용량의존적인 제2기 반응 억제가 관찰되었으며, 10 

μg의 비교적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일부 쥐에서 행

동의 지연이나 기면 등의 부작용이 관찰되었다.

  다양한 경로로 투여 된 비선택적 COXI가 척수의 

WDR 신경세포에서 통각과민 상태를 유발하거나 신

경전달물질의 유리를 촉진하는 prostaglandin의 생성

을 억제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들이 있

다.10,11) 최근의 연구에서 척수강내 COXI의 투여가 

말초 자극에 의한 지속적 구심성 활동에 의해 유발

된 척수후각세포의 촉진상태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12)
 

척수강 내로 투여 된 prostanoid는 통각과민 상태를 

유발한다고 한다.
13)
 Ketorolac의 항침해작용은 prosta-

glandin의 생성억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2)
 

아편양 수용체와 직, 간접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

들이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33)
 Aguirre-Banuelos 및 

Granados-Soto는
34)
 formalin 주사 20분 전에 쥐의 뒷

발등에 투여한 meloxicam이 제2기 반응을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 고, Lzáro-Ibáñez 등은
35)
 formalin 주사 

20분 전에 쥐의 뒷발 등에 투여한 ketorolac이 제1기 

반응에서는 향이 없었으나 제2기 반응을 감소시

켰다고 보고하 으며 홍 등은
5)
 흰쥐의 복강 내에 

ketorolac을 투여하여 formalin test의 제1기 및 제2기 

반응 모두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도 척수내로 투여된 고용량의 ketorolac은 formalin 

test의 제1기 반응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제2

기 반응은 억제시켰다. 

  COXI와 아편양제제와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시행한 두 혼합약물의 척수강내 투여에

서는 두 약물사이에서 뚜렷한 상승적 상호작용을 관

찰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약물의 투여 방법, 

동물실험의 다양한 방법이나 투여한 약제 개개의 특

징들에 의해 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아

편양제제의 prostanoid 합성억제나 μ-수용체 작용제

에 의한 prostaglandin의 활성 및 작용억제 효과에 대

한 연구 등25) 아편양제제와 NSAID간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12)
 

  여러 동물실험에서 척수 침해 과정(spinal noci-

ceptive processing)에서 NO의 역할이 밝혀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외상이나 수술 후의 말초조직 손

상으로 유발된 통각과민 상태에서 척수후근 신경절

(dorsal root ganglion)과 척수신경의 NOS가 활성화된

다고 한다.
36)
 Formalin 피하주사로 유발된 NMDA 수

용체의 활성화로 NOS가 활성화되면 NO가 분비되고 

이로 인해 일차 구심신경에서 c-GMP가 증가된다. 

이러한 NO는 NMDA수용체 뿐만 아니라 non-NMDA

수용체에서도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한다. 

  L-NAME의 척수강내 투여는 formalin test의 제1기 

반응을 억제시켰으며,
14)
 전기생리학적 연구에서도 

formalin 피하주사 30분 전에 척수강내로 투여한 

NOSI가 제1기 및 제2기 반응을 감소시켰다.37) 행동

학적 반응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formalin 피하주사 

15분전에 척수강내로 투여한 L-NAME가 용량의 존

적으로 제2기 반응을 감소시켰지만, 억제정도는 약

했으며 각 실험동물에 따른 반응정도의 차이가 컸

다. 용량반응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ED50은 제2기 반

응에서 207.46μg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척수강내로 

약제를 투여한 시간의 차이나 투여된 약제의 양, 실

험 시 통증평가의 방법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NOSI와 다른 약물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

에서,
4,11,24,38,39)

 Machelska 등은
25)
 쥐의 formalin test를 

이용한 모델에서 척수강 내로 투여한 NOSI가 mor-

phine뿐만 아니라 δ 및 κ 수용체 작용제에 대해서

도 항침해작용을 강화시킨다고 하 다.
 
Yamaguchi 및 

Naito는4) 다양한 경로로 혼합투여된 L-NAME과 mor-

phine의 상승적 상호작용에 의해 항침해효과를 강화

시킨다고 하 다. 이들은 척수강내로 투여된 mor-

phine이 척수후각의 lamina III, V, VII에 위치한 아편

양 수용체를 가진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분절성 항침

해작용을 나타내고, 척수후각의 lamina I, III에 위치

한 NOS를 포함한 신경세포가 척수의 secondary pro-

cessing을 조절하는 interneuron으로 작용하며, 척수후

각 신경세포에 연접한 intermediolateral cell column 신

경세포가 감각신경원성 변형을 조절한다고 하 다.4) 

  척수강내로 L-NAME와 ketorolac을 혼합투여한 실

험군에서는 통증 반응정도에서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

으며, 각 약제의 단독투여 시 관찰되었던 formalin test

의 제2기 항침해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Granados- 

Soto 등은
11)
 흰쥐의 pain-induced functional impa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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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이용한 실험에서 슬관절 내로 투여한 NOSI

가 ketorolac의 항침해작용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으

며, Aguirre-Banuelos 및 Granados-Soto는
34)
 formalin 

피하주사 30분 전에 쥐의 뒷발 등에 투여한 L-NAME

이 meloxicam의 항침해효과를 억제한다고 하 다. 

반면에 척수강내로의 L-NAME와 morphine 혼합투여

는 Yamaguchi 및 Naito의4) 결과와 유사한 상승적 상

호작용을 나타내어 다른 통증유발 모델에서와 동일

한 결과가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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