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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emptive Effect of Ketamine on Inflammatory Pain and 
Spinal c-fos Expression Induced by Formalin in the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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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nesthesi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Studies on the mechanism of ketamine preemption have led to conflicting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behavioral antinociceptive responses with spinal fos-like 

immunoreactivity (FLI) in intravenous ketamine injection between pre- versus post-formalin admin-

istration in the rat.

  Methods:  Sprague-Dawley rats (250-300 g) were prepared to receive either saline or ketamine.  

Formalin (5%) 100μl was injected into the hindpaw.  All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4 groups; 

basal, control,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group.  Pain related behavior was quantified by counting 

the incidence of flinches of the injected hindpaw for 60 minutes.  The effect of pre- versus posttreatment 

with the ketamine on FLI in the lumbar spinal cord was examined by immunohistochemistry using 

specific antibodies. 

  Results:  Flinches of phase 2 were 0.5 ± 0.3, 239.3 ± 22.8, 118.6 ± 7.5 (P ＜ 0.05 vs. control) 

and 186.7 ± 16.6 in the basal, control, and pre-, posttreatment group respectively. Similarly, the 

pretreatment group virtually inhibited a formalin-induced expression of FLI (P ＜ 0.05 vs. control, 

posttreatment) in the laminae I-II and III-VI ipsilateral to the formalin injection.  FLI expression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hase 2 flinching behavior (P ＜ 0.001). 

  Conclusions:  Pretreatment of intravenous ketamine inhibits inflammatory pain behavior and FLI 

expression in the lumbar enlargement following formalin injection in rats, suggesting that pretreatment of 

ketami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emptive analgesia.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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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초 조직의 손상 후 나타나는 통각과민(hyper-

algesia)은 손상 부위의 일차적 구심성 통각수용체

(primary afferent nociceptors)의 감수성 증가로 인한 

말초 감작(peripheral sensitization)과 척수에서 신경원

의 흥분성 증가로 인한 중추 감작(central sensi-

tization)에 의하여 유발된다.
1)
 중추 감작이 유발되면 

척수 후각 신경원이 과민 반응하게되고 Aδ와 C-섬

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증 자극이 유입되어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유입된 통증 자극의 강도와 시간이 더욱 증

폭하게 되는 것을 wind-up 현상이라고 하며 이는 수

술 후 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1,2)

  흰쥐의 발바닥에 포르말린과 같은 자극 물질을 피

하 주입하면 즉각적으로 수분간의 flinching이 나타

나고 반응이 잠시 중단된 후에(phase 1) 이차적으로 

60분 정도 지속되는 flinching (phase 2)을 보이게 된

다. 이러한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반응을 

긴장성 통증(tonic pain)이라 하며, 이는 포르말린과 

같은 자극에 의한 중추 감작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중추 감작이 일어나면 세포내 칼슘의 증

가, 세포내 이차 전령 변화와 이에 의한 c-fos 같은 

전초기 유전자 생성의 활성과 표현이 증가하게 된

다.
3)
 c-fos는 세포 표면에 자극이 주어지면 급속히 

발현되어 핵내에서 c-fos 단백질을 유도하고 이차적

으로 다른 유전자의 전사조절 단백질을 생성하여 세

포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조기 유전

자(immediate early gene)이다.
4)
 c-fos는 경련이나 저체

온, 통증과 같은 다양한 자극에 의하여 발현되며 특

히 preproenkephalin, preprodynorphin과 같은 내인성 

마약 유전자와 관련되어 통증회로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5,6)

  NMDA 수용체는 척수에서 신경의 흥분을 유지하

거나 확대시키며 NMDA 길항제는 중추 감작의 유도

를 막아주며 과감작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Ketamine은 진통 작용을 갖는 NMDA 길항제로

서 통증 자극에 대한 중추 감작을 조절하여 술후 통

증의 예방과 치료에 유용한 NMDA 길항제이다.1) 

  선행 진통법은 자극에 대한 말초 또는 중추 신경

계의 감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통증 경로를 차단

하거나 감작을 억제시켜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척수에서 c-fos 발현과 통증 유

발을 관찰하는 실험 연구에서 유해 자극에 의한 행

동 반응의 억제와 척수내 c-fos 발현의 억제가 일치

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7,8)
 

  본 실험연구의 목적은 포르말린을 사용한 통증 모

델 흰쥐를 대상으로 하여 포르말린 주입 전과 주입 

후에 각각 정맥 내로 ketamine을 투여하고, 투여시기

에 따른 선행 진통 효과를 알아보고 행동 반응과 척

수내 fos-like immunoreactivity (FLI) 발현과의 상관성

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몸무게 250-300 g의 Sprague-Dawley 수컷 흰쥐를 

대상으로 하 으며 실험 전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실은 12시간 동안 빛

을 받고 12시간 동안 어둡게 조절하 다. 실험 동물

의 수술 및 실험 방법은 실험 동물 관리 지침서와 

위원회의 허락을 받았다. 100% 산소와 5 vol% en-

flurane을 분당 3리터로 흐르게 하는 투명한 마취유

도 상자에 실험쥐를 넣은 후 움직임이 없어지면 쥐

를 꺼내 마스크를 씌우고 100% 산소와 enflurane 2 

vol%로 하여 자발 호흡을 유지시키면서 마취 상태

를 유지하 다. 마취된 흰쥐를 꺼내어 좌측 외경 정

맥에 카테터(PE-50, Becton Dickinson, USA)를 삽관

하고 카테터의 다른 쪽은 피하를 통하여 후두부 쪽

으로 연결시킨(tunnelling) 후 피부를 봉합하 다. 희

석한 heparin 용액을 주입하여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

록 하 으며 실리콘으로 실험 전 까지 카테터의 끝

을 봉하 다. 수술 후 실험 동물은 한 상자에 한 마

리씩 넣고 포르말린 자극 실험하기 전 4일간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쥐는 각각 기초군 6마리, 대조군 7마리, 전처

치군 9마리, 후처치군 8마리로 분류하여 연구하 다. 

기초군은 쥐의 오른쪽 뒷발바닥(plantar surface)에 26 

게이지 바늘로 생리식염수 100μl를 피하 주사한 군

으로 정맥 내로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고 포르말린에 

의한 유해 자극의 비교치로 삼았다. 대조군은 카테터

에 연결한 Hamilton 주사기(Hamilton microliter syringe, 

Hamilton Co., USA)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 60μl를 

정주 하 고 1분 후 흰쥐의 발바닥에 포르말린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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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 다. 포르말린은 37% formaldehyde 용액(for-

malin, Sigma Chemical Co., USA)을 생리식염수로 

1：19로 희석하여, 포르말린에 의한 염증성 통증 유

발을 위하여 5% 용액으로 만들고, 튜베르클린 주사

기와 26 게이지 바늘을 사용하여 포르말린 100μl를 

쥐의 오른쪽 뒷발바닥에 재빨리 피하 주사하여 통증

을 유발시켰다. 전처치군은 포르말린 주입하기 1분

전에 정맥 내로 ketamine 1 mg/kg을, 후처치군은 포

르말린 주입 후 5분 후에 같은 방법으로 ketamine 1 

mg/kg을 1분간에 걸쳐 서서히 투여하 다. Ketamine

은 1 mg/kg을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서 10μl로 만

들었다. 카테터의 사강 용적을 고려하여 약물주입 

후 생리식염수 50μl를 추가로 주입하 다. 예비 실

험에서 카테터의 내부 용적이 약 50μl임을 알았다.

    행동 반응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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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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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은 24-26
o
C를 유지하 으며, 포르말린 자극 실험

은 모두 오전 중에 시행하 다.9)

    Fos-like immunoreactivity (FLI) 관찰

  포르말린 주입 2시간 후 pentobarbital sodium (Ento-

bar, 한림제약, 한국) 10 mg/100 g을 복강내 주입한 

후, PBS 약 300-400 cc를 좌심실을 관통한 주사 바

늘을 통하여 전신을 관류시키면서 절개된 우심방으

로 유출시켜서 향후 적출할 척수조직으로의 혈구세

포 오염을 방지하 다. 다시 4% paraformaldehyde/ 

PBS용액(pH 7.4) 300-400 cc정도를 관류시켜서 조

직을 고정시키고 고위 흉추 부위와 미추 부위에서 

척추와 척추 주위의 근육을 절단한 후, 요추 팽윤부

의 척수를 적출 하 다. 포르말린을 주입하지 않은 

쪽 척수의 배측(ventral side)에 26 게이지 바늘을 이

용하여 nick을 표시하 다. 적출한 척수를 4% papa-

formaldehyde/PBS 용액에서 4-6시간 동안 고정 후, 

4
o
C 냉장 상태에서 30% sucrose 용액에 하룻밤 동안 

보관하 다. 다음날 sliding microtome (Leica, Ger-

many)을 이용하여 요추 팽윤부에서 50μm의 두께로 

냉동 절단하 고 이를 4
o
C PBS 용액에 띄웠다. 냉장

된 척수 조직 절편은 24 well plate (Becton Dickinson, 

USA)를 이용하여 유동(floating)시킨 채로 PBS로 씻은 

후 10% normal goat serum (Vector Laboratories, USA)

으로 1시간 동안 4
o
C에서 분당 100-150회의 속도로 

진탕기를 이용하여 전배양(pre-incubation)하 다. 일차 

c-fos 항체(rabbit polyclonal antibody, Ab-5 solution, 

diluted 1：20,000, Oncogene Science, USA)를 0.3% 

Triton X-100과 2% goat normal serum/0.1% sodium 

azide와 함께 4
o
C에서 48시간 동안 진탕기를 이용하

여 배양하 다. 이때 항체의 희석 비율은 예비 실험

과 floating immunohistochemisty에 대한 기왕의 프로

토콜에 의하여 정하 다. 이후 0.5 M PBS/0.3% 

Triton X-100/1% goat serum용액으로 세 번 세척하고 

0.5% biotinylated anti-rabbit IgG (Vector Laboratories, 

USA)/1.5% goat serum/0.3% Triton X-100/0.5 M PBS

로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 다. 다시 PBS

용액으로 세척한 후 신선하게 만든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Vector Laboratories, USA)/0.3% 

Triton X-100/PBS로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

다. 척수 절편을 PBS용액과 50 mM Tris buffer 

(pH 7.6)로 세척하고 0.05% diaminobenzidine (DAB)

으로 10분 동안 세척하 다. 이후 절편은 DAB를 촉

매반응하기 위해서 0.01% H2O2와 함께 DAB/Tris에 

10분 동안 배양하고, 8% NiCl2를 사용하여 DAB 

chromagen을 회-흑색으로 발색시켰다. 발색된 절편을 

50 mM Tris 용액으로 두 번 세척하고 슬라이드에 

얹은 후 대기 중에서 말렸다. 말린 슬라이드를 ethyl 

alcohol (70%, 95%, 100%)을 이용하여 탈수시킨 후 

1：1 chloroform/100% ethyl alcohol에 30분, xylene에 

담근 후 덮개유리 표본을 만들었다. Molander 등이
10)
 

묘사한 쥐 척수 단면도를 참조하여 요추 부위를 선

택하 다. 포르말린을 주입한 쪽과 반대쪽에 있는 

척수 회백질내 FLI의 정량화(quantification)는 현미경

과 Scion image analyzer를 사용하 다. FLI는 10× 

와 40× 광학 현미경 배율로 위치를 알아낸 다음, 

배경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회흑색 핵을 함유하고 있

으며 그 크기와 모양이 양성이라고 보이는 뉴우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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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 다. 쥐 1마리 당 L4-L5 부위의 절편만을 

4장씩 선택하 다. 각 쥐는 먼저 양성 세포의 전체 

수를 포르말린을 주입한 쪽(ipsilateral side)과 반대 

쪽(contralateral side)으로 나누어 세었고, laminae의 

분포를 표층 등각(superficial dorsal horn: laminae I-II)

과 고유 핵부 및 경부(nucleus proprius; laminae 

III-VI)로 임의로 구분하여 부위별 양성 세포를 세었

다. FLI의 관찰은 실험군을 모르는 관찰자가 하도록 

하 다.

    통계

  기초군, 대조군, 전처치군, 후처치군의 모든 측정

치의 비교는 평균 ± 표준 오차로 하 고 통계 처리

는 SigmaStat (version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규 

분포의 양상 유무에 따라 ANOVA 혹은 ANOVA on 

ranks를 시행하 으며, post-hoc 분석은 Tukey 혹은 

Dunn's test를 이용하 다. Phase 2의 flinching 반응과 

척수내 FLI가 발현된 총 세포 수와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 계수로 분석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행동 반응의 관찰

  기초군에서는 시간에 따른 이상성 행동 양상이 나

타나지 않았다. 5% 포르말린을 주입한 대조군, 전처

치군, 후처치군에서는 포르말린 주입 직후부터 5분

까지 flinching 반응이 활발히 나타났으며 5분 후부

터 10분까지 조용한 시기가 계속되다가(phase 1) 10

분부터 60분까지 (phase 2) 다시 flinching 반응이 지

속되는 이상성 양상을 보 다(Fig. 1).

  Phase 1 (포르말린 주입 후부터 10분까지)에서 

flinching이 기초군, 대조군, 전처치군, 후처치군에서 

각각 2.3 ± 0.9, 25.3 ± 2.6, 11.3 ± 2.8, 18.6 ± 

1.7로 대조군, 후처치군은 기초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으며(P ＜ 0.05) 전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적었고(P ＜ 0.05) 후처치군은 전처치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 많았다(P ＜ 0.05). Phase 2 (포르말린 

주입 후 10분부터 60분까지)에서 flinching이 기초군, 

대조군, 전처치군, 후처치군에서 각각 0.5 ± 0.3, 

239.3 ± 22.8, 118.6 ± 7.5, 186.7 ± 16.6으로 대조

군, 후처치군은 기초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으며

(P ＜ 0.05) 전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다(P ＜ 0.05)(Table 1).

Fig. 1. Effect of pre- or posttreatment of intravenous 

ketamine (1 mg/kg) on formalin-induced flinching. Basal 

group; saline injection into the hindpaw. Values are mean 

± SEM. Pretreatment group produced fewer flinches 

during the phase 2 (10-60 minutes after formalin 

injection) than the control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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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in-induced fos-like immunoreactivity (FLI) (ipsi-

lateral side). Histograms plotting the number of F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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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sttreatment groups. Values are mean ± SEM. Ba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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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ne injection 1 min before paw formalin injection. 

Pretreatment group; intravenous ketamine injection 1 min 

before paw formalin injection. Post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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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micrographs of control,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groups. Fos-like immunoreactivity (FLI) in L4-5 

spinal segments. Photomicrographs of 50μm thick lumbar spinal cord sections. A: Saline control 2 hours after 

subcutaneous hindpaw formalin injection, B: Pretreatment of intravenous ketamine 1 min before formalin injection, C: 

Posttreatment of intravenous ketamine 5 min after formalin injection. D, E, F: Magnification (× 100) of ipsilateral section 

from A, B, C (× 40) illustrating characteristic distribution of fos labeled neurons. Ipsi: ipsilateral to the formalin injection. 

Scale bar = 500μm.

Table 1. Comparison of Flinching Behavior 
ꠧꠧꠧꠧꠧꠧꠧꠧꠧꠧꠧꠧꠧꠧꠧꠧꠧꠧꠧꠧꠧꠧꠧꠧꠧꠧꠧꠧꠧꠧꠧꠧꠧꠧꠧꠧꠧꠧꠧꠧꠧꠧꠧꠧꠧꠧꠧꠧꠧꠧꠧꠧꠧꠧꠧꠧꠧꠧꠧꠧꠧꠧꠧꠧꠧꠧꠧꠧꠧꠧꠧꠧꠧꠧꠧꠧꠧꠧꠧꠧꠧꠧꠧꠧꠧꠧꠧꠧꠧꠧꠧꠧꠧꠧꠧꠧꠧꠧꠧꠧ

Basal group Control group Pretreatment group Posttreatment group
(n = 6) (n = 7) (n = 9) (n = 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hase 1 (0-10 min) 2.3 ± 0.9 25.3 ± 2.6*

 
11.3 ± 2.8

†  
18.6 ± 1.7*

‡

Phase 2 (10-60 min) 0.5 ± 0.3 239.3 ± 22.8* 118.6 ± 7.5
†

186.7 ± 16.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M. Data a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flinching during phase 1 and 2. Basal group: no 

intravenous injection with paw saline injection, Control group: intravenous saline injection 1 min before paw formalin 

injection, Pretreatment group: intravenous ketamine injection 1 min before paw formalin injection, Posttreatment group: 

intravenous ketamine injection 5 min after paw formalin injection. *: P ＜ 0.05 vs. basal group, †: P ＜ 0.05 vs. control 

group, ‡: P ＜ 0.05 vs. pre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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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s-like immunoreactivity (FLI) 관찰

  요추 척수의 FLI 관찰 결과, laminae I-II와 laminae 

III-VI에 양성 반응을 띤 세포가 분포하 다. 포르말

린을 주입한 동측 laminae에서는 laminae I-II에서 기

초군, 대조군, 전처치군, 후처치군에서 각각 3.2 ± 

0.6, 44.9 ± 3.3, 9.3 ± 2.0, 36.4 ± 2.2개, laminae 

III-VI에서 0.9 ± 0.3, 27.2 ± 3.7, 6.0 ± 1.6, 36.6 

± 3.5개의 세포수를 보 다. 포르말린을 주입한 대

조군, 후처치군이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기초군에 비

하여 laminae I-II와 III-VI에서 모두 FLI의 유의한 증

가를 보 으며(P ＜ 0.05), 전처치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laminae I-II와 III-VI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 고, (P ＜ 0.05) 후처치군은 전처치군에 비하여 

laminae I-II와 III-VI에서 모두 FLI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5)(Fig. 2, 3). 

  반대측 laminae 에서는 laminae I-II에서 기초군, 대

조군, 전처치군, 후처치군에서 각각 1.9 ± 0.5, 13.3 

± 1.7, 2.5 ± 0.9, 6.2 ± 1.1개, laminae III-VI에서 0.3 

± 0.2, 8.0 ± 1.0, 0.2 ± 0.1, 5.9 ± 1.3개의 세포수

를 보 다. 전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laminae I-II와 

III-VI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 으며(P ＜ 0.05), 

후처치군은 laminae I-II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 고(P ＜ 0.05) laminae III-VI에서 전처치군

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5) (Fig. 4).

  Phase 2 반응과 척수내 FLI가 발현된 총 세포 수

Fig. 4. The effects of intravenous ketamine treatment of 

formalin-induced fos-like immunoreactivity (FLI) (contra-

lateral side). Histograms plotting the number of FLI 

neurons contralateral regions for basal, control, pre-

treatment, and posttreatment groups. Values are mean ± 

SEM. Basal group; paw saline injection. Control group; 

intravenous saline injection 1 min before paw formalin 

injection. Pretreatment group; intravenous ketamine 

injection 1 min before paw formalin injection. Post-

treatment group; intravenous ketamine injection 5 min 

after paw formalin injection. *: P ＜ 0.05 vs. basal group, 
†
: P ＜ 0.05 vs. control group,

 ‡
: P ＜ 0.05 vs. 

pre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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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flinching be-

havior in the second phase from 10 to 60 min after 

formalin injection and expression of spinal fos-like 

immunoreactivity of the ipsilateral side to the formalin 

injection.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wo data (Pearson's r = 0.87,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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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flinching be-

havior in the second phase from 10 to 60 min after 

formalin injection and expression of spinal fos-like 

immunoreactivity of the contralateral side to the formalin 

injection.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wo data (Pearson's r = 0.76,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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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상관성은 동측 laminae에서 상관 계수 0.87 (P 

＜ 0.001), 반대측 laminae에서 0.76 (P ＜ 0.001)으로 

상관성을 보 다(Fig. 5, 6).

고      찰

  NMDA 수용체가 중추 감작에 의한 통증이나 척수 

뉴우론의 형성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서
11)
 비경쟁적 NMDA 수용체 길항제인 ketamine이 

과통각 억제제로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실험 연구

에서 NMDA 수용체 길항제인 dextrophan, ketamine, 

memantine이나
12)
 MK801과

8)
 같은 약제가 통증 반응

을 억제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이중 MK-801은 신경

에 병리학적 변화가 관찰되어
13)
 임상에 쓰이기에 문

제점이 있으며, dextrophan은 거담제로 사용되어온 

dextromethorphan의 대사물이며, memantine은 amanta-

dine과 함께 항파킨손(anti-Parkinsonian) 작용이 있

다.
14) 
또한 NMDA 수용체의 glutamate 결합 부위에 

작용하는 경쟁적 길항제로 D-3-(2-carboxypiperazin- 

4-yl) -1-propenyl-1-phosphonic acid (CPPene) 및 cis-4- 

phosphonomethyl-2-piperidine carboxylic acid (CGS19755) 

등이 있으나 주로 뇌졸증이나 다른 허혈성 신경 질

환에 주로 쓰이며 진통 작용도 있으나 전신적으로 

투여시 정신적 부작용이 있다.
15)
 Ketamine은 해리성 

마취제로서 NMDA 수용체의 calcium channel에 있는 

phencyclidine 부위에 결합하여 수용체 기능을 비경

쟁적으로 억제한다.
15) 
Orser 등은

16)
 ketamine이 0.1μM, 

1μM의 저농도에서 open channel 차단보다는 closed 

channel 차단 작용에 의하여 진통 작용을 나타낸다

고 하 다. Ketamine은 NMDA 수용체 외에도 

muscarinic 수용체에 작용하여 섬망이나 기관지 확장

과 같은 항콜린성 작용을 나타내며 mu (μ), delta 

(δ), kappa (κ) 아편양제제 수용체에도 작용하고, 특

히 μ 수용체에는 길항제로서 κ 수용체에는 촉진제

로서 작용하나 그 정도는 NMDA 수용체에 대한 작

용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한다.
17,18)
 본 실험에서는 

ketamine이 진통제로서의 성향이 강하고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선택하 다. 

그
 
결과 ketamine의 전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염증성 통증 반응 및 FLI 발현 모두 의의 있는 감소

를 보여 선행 진통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Ketamine을 정주하여 전처치군에서 선행 진통 효

과를 볼 수 있었던 원인으로 ketamine의 투여 방법 

이외에 투여 시기, 투여량 등을 들 수 있다. 투여시

기에 있어서 선행 진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ketamine을 포르말린 자극 시험 전과 후를 비교하

는데, ketamine의 투여 시기는 전처치군에서는 포르

말린에 의한 급성 통증의 반응이 나타나는 phase 1

기 전반에 ketamine의 효과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

도록 포르말린을 주입하기 1분전으로 하 다. 이는 

정주 후 30초 이내에 발현되어 1분에 최대 효과에 

도달한다는 점을19) 근거로 하 다. 반면에 후처치군

에서는 흰쥐로 하여금 phase 1이 치료 약물(keta-

mine)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포르말린 주

입 5분 후에 투여하 다. 또한 이러한 투여 시기 결

정은 선행 진통 실험을 하기 위한 방법을 근거로 

하 다.
7)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후처치군은 phase 2

의 전반부, 즉 포르말린 투여 후 10-30분까지는 

flinching이 대조군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후반부, 즉 포르말린 투여 후 30-60분

까지는 flinching이 계속 증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억제를 볼 수 없었다. 반면에 전처치군은 phase 2

의 전반부, 후반부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flinching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Table 1, Fig. 1). 이는 ketamine

의 진통 작용 시간이 fig. 1에서와 같이 정주 후 10

-15분으로 짧고,
20)
 후처치군에서 충분한 phase 1의 

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NMDA 비경쟁적 길항제중 ketamine의 전신적 투여

는 포르말린 자극 전에 투여하여 phase 1의 반응을 

유효하게 억압하는 것이 phase 2의 억제에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Ketamine의 투여 용량에 있어서 Qian 등은
21)
 쥐의 

말초 신경병증 모델에서 전신적으로 투여한 ketamine

이 용량 의존적으로 진통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보고

하 다. 0.01 mg/kg에서는 선택적인 침해 자극에 대

해서만 진통 효과를 보인 반면 1.0 mg/kg에서는 모

든 자극에 대하여 45-75분 동안의 진통 효과를 보

고, 그 이상의 용량에서는 운동 신경 이상을 나타

냈음을 보고하 다. Oyama는22) ketamine 단독 마취

시(2 mg/kg, 정주) 용량 증가에 비례하여 심혈관 흥

분이나 정신적 장애 또는 혈중 cortisol 농도 상승 등

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예비 실험에서 ketamine 2 mg/kg 투여 직후부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운동 장애를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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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1 mg/kg로 정하 다. 그 결과 ketamine 1 

mg/kg 단독 투여로 부작용의 관찰 없이 선행 진통을 

볼 수 있었다. 

  포르말린은 조직 손상에 의한 통증을 일으키며 

flinching, licking, shaking 등의 독특한 통증 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이 때 용액 및 혈장성 단백질의 삼

출이 일어나고 중성구의 자극으로 혈관 투과성의 증

가되어 발의 부종이 형성된다.
23,24)
 포르말린 자극 실

험은 tail flick, tail pinch, hot plate 등과 같은 기계

적, 온열성 자극과는 달리 조직 손상에 의하여 지속

적인 통증이 유발되므로 통증을 연구하기 위한 효과

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5) 
통증 반응 중 flinching

은 포르말린이 주사된 발을 자발적, 비수의적, 일시

적으로 빠르게 들어올리거나 떨거나 흔드는 등의 특

이한 행동으로 다른 통증 반응들 보다 더 활발하고 

자발적인 행동이므로 포르말린 자극 실험 연구에서 

통증 지표로 채택되어진다.
26)
 Okuda 등은

27)
 흰쥐 포

르말린 자극시 척수의 통증 전달에 관여되는 nitric 

oxide (NO)의 대사 물질인 nitrite/nitrate를 통증 반응

과 비교한 실험에서 flinching 반응과는 상응하여 나

타났으나 licking, biting 반응과는 상응하지 않았다고 

하 으며, Lee와 Crosby는28) flinching이 licking이나 

biting과 같은 다른 통증 반응에 비하여 더욱 강하

고 자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flinching 반응을 통증 지표로 하여 측정한 결과 포

르말린에 의한 전형적인 이상성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포르말린 자극 실험 시 사용하는 포르말린의 농도

와 용량에 있어서는 0.02-15%, 20-150μl로 다양하

다.
29) 
포르말린 농도에 있어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통증 반응이 증가하나 어느 정도 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통증 반응이 증가하지 않는 천장 효과

(ceiling effect)를 보이는데
29,30) 

Clavelou 등은
29) 
고농

도의 포르말린 용액에서 통증 반응이 감소하는 이유

는 freezing과 같은 다른 행동 반응이 나타나 관찰하

려는 기본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Lee

와 Jeong은30) 2.5%, 5%, 10% 세 가지의 다른 포르말

린 농도에 따른 흰쥐의 통증 반응을 관찰한 결과 

flinching은 5%에서 가장 많았으며 10%에서는 감소

하 다고 하 다. 특히 10% 군에서는 backward walk-

ing, freezing과 같은 다른 행동 반응이 관찰되었다고 

하 다. Okuda 등도
27)
 흰쥐에게 0.5-10%의 포르말

린 자극 시 통증 반응이 5%일 때 가장 많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통증 반응의 천장 효과나 억제

를 피하고 가능한 최대의 반응을 얻기 위하여 5%의 

포르말린 농도를 사용하 다.

  용량에 있어서 Lee 등은
31) 
포르말린 자극 시 10%

-25μl, 5%-50μl, 2.5%-100μl를 각각 투여한 결

과 포르말린 10%-25μl를 투여한 군에서 flinching 

반응이 다른 군에 비하여 적었으며 포르말린 농도보

다는 용량이 flinching 반응을 유발하는데 더 중요하

다고 주장하 다. Tjolsen 등은32) 포르말린 100μl 용

량은 염증성 통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용량이라고 

하 다. 반면에 Gilron 등은
7) 
대조군의 행동 반응에 

따른 척수의 FLI 발현이 진통을 위한 약물 투여군에 

비하여 뚜렷하게 극대화되지 않았는데 이 때 사용한 

포르말린 용량은 1.5%, 50μl이 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5% 포르말린 100μl의 용량은 염증성 통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하 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대조군

에서 통증 행동 반응 및 FLI 발현이 뚜렷하게 나타

났다. 이는 ketamine 전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의의 있는 진통 효과를 보이는 결과에 기여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말초 조직에 유해한 자극이 지속되면 신경원에서 

2차 전달계의 활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33)
 신경 전달 

물질 및 신경펩티드와 수용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34) 또한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자극이 C-섬유

에 입력되고, 즉각적인 조기 유전자와 Fos, Jun, 

Krox 같은 전사요소(transcription factor) 단백질이 유

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단백질들은 

다른 유전자와 관련된 deoxyribonucleic acid (DNA)의 

특정 부위(sequence)에 결합하여 전사와 신경원의 기

능을 변화시킨다.35,36)

  c-fos는 즉각 조기 유전자의 하나로서 약물이나 스

트레스를 포함한 생리적 자극(탈수, 빛, 저온, 경련 

및 통증)등 여러 인자에 의하여 빠르게 일시적으로 

발현되며 장기간 지속되는 세포 반응을 매개하는 핵

내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37-39) 

c-fos는 

다른 조기 유전자들과 함께 AP-1 부위의 DNA 조절 

인자에 결합하여 신경전사체(neural transcription ap-

paratus)에 장기간의 변형을 초래하므로 활성화된 신

경원의 추적에 이용되고 있다.37) 또한 전기적, 화학

적인 자극을 사용하거나 염증 등을 유발하여 침해 

수용성 일차 구심성(nociceptive primary afferents)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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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자극하 을 경우 척수 후각에 다량의 FLI가 증

가된다.
40) 
c-fos cDNA 소식자(probe)를 사용한 ribo-

nucleic acid (RNA) blotting 분석에서는 흰쥐의 발에 

염증 유발 물질을 주입하여 급성 염증을 유발하 을 

경우 30분 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시간 후에 최고

치를 이루고 8시간 후에 거의 정상으로 환원되는 것

이 보고되었다.6) 또한 Presley 등은41) 흰쥐의 발에 포

르말린 자극 후 발현되는 c-fos 유도 세포수는 3-5

번 요추 분절의 척수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포르말린 자극 후 c-fos가 최고 

치로 증가되었으리라 생각하는 시기 및 부위를 선택

하기 위하여 포르말린 주입 2시간 후에 4, 5번 요추 

분절의 척수에서 FLI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서 이

들의 결과와 일치하 다.

  척수 후각의 Rexed laminae 중에서 laminae I-II는 

뇌간(brain stem) 핵들로부터 집된 투사(projection)

를 받으며. 작은 직경의 일차 구심성 신경들 또한 

주로 laminae I-II에서 끝난다. 유수(myelinated) 일차 

구심성 신경들과 laminae I-II에서 통증 인지의 중재

에 관여하는 뇌간으로부터 온 신경들이 더 깊이 위

치해 있는 lamina V에 투사된다. 특히 C 섬유의 경

우에는 laminae I-II에서, Aδ 섬유의 경우는 laminae 

I-II, V에서 c-fos가 활성화된다. Lamina V는 WDR 

(wide dynamic range) 신경 세포를 고농도로 가지고 

있으며 중추 감작에 중요한 부위이다. 따라서 중추 

감작에 대한 FLI 발현은 laminae I-II 뿐만 아니라 

lamina V-VI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41,42) 

본 연구

에서는 포르말린을 주입한 동측 laminae I-II, III-VI 

모두에서 전처치군에서 대조군뿐만 아니라 후처치군

에 비하여 FLI 발현이 의의 있는 감소를 보여 

ketamine 전처치의 선행 진통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한 쪽의 말초 조직에 유해 자극을 가했을 경

우, 이에 의한 척수 조직에서의 c-fos 발현은 양 쪽 

혹은 반대쪽으로 활성 및 감작 효과를 보이게 된

다.
43) 
Price 등은

44)
 흰쥐의 신경병증성 통증 실험 모

델에서 좌골 신경 결찰 시 척수의 양쪽에서 포도당 

대사가 증가함을 관찰하 으며 반대편 보다 동측에

서 척수의 포도당 대사가 더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

었다고 하 다. Aloisi 등은45) 흰쥐의 한쪽 뒷발바닥

에 포르말린을 주입한 경우, 반대편 발에도 ‘mirror 

pain'이 발생한다고 하 으며 이는 포도당 대사의 변

화로 개재 신경원성 저장체(interneuronal pools) 및 

상척수 중심체(supraspinal center units) 모두의 기능

의 활성도가 증가되어 반대편의 연관통(referred pain)

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Yashpal 등은46) 흰쥐에서 

자극을 가하지 않은 반대편 뒷발에서 과통각이 나타

나는 이유는 척수의 후각(dorsal horn)신경원에 있는 

protein kinase C의 전좌(translocation) 및 활성(acti-

vation)에 의하여 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 다. 

Fitzgerald 등에
47) 
의하면 교차 연결(commissural con-

nection)에 관여하는 개재 신경원(interneuron)은 아교

질(substantia gelatinosa)에 있으며 이는 반대편 척수

의 억제 경로(inhibitory pathway)에 관여한다고 하

다. 또한 역치가 높은 Aδ와 C 섬유가 자극되면 반

대편 척수의 후각 세포는 억제된다고 하 다. 본 실

험 결과 흰쥐의 뒷발바닥에 포르말린 자극 시 반대

편 laminae에서 FLI가 발현되었는데 이는 연관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FLI 발현은 반대쪽 laminae가 

동측에 비하여 억제되었으므로 이들의 결과와 일치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유해 자극에 대한 행동 반응의 억제는 척수내 FLI 

발현의 억제와 일치하는 경우와
8)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있다.7) 본 연구에서는 phase 2 행동 반응과 척

수내 FLI 발현의 총합은 동측 laminae에서 상관계수 

0.87 (P ＜ 0.001), 반대측에서 0.76 (P ＜ 0.001)으로 

상관성을 보여 줌으로써 FLI 발현이 통증 반응을 간

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

었다. Huang과 Simpson은
8)
 흰쥐의 척수에 MK-801을 

투여하여 온열성 자극에 대한 통증 반응 및 FLI 발

현을 억제하 다고 하 으며, 김종렬 등은
48)
 신경장

애성 통증과 c-fos mRNA의 발현은 접한 관계가 

있고 c-fos가 유해 자극에 대한 신경 활동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반면에 Gilron 등은
7)
 행동 반응과 척수내 FLI 발

현에 있어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fos의 억제

가 반드시 통증 반응에 있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다. Abbadie 등도
49)
 통증 

행동 반응이 아편양제제나 국소마취제로 완전히 차

단되더라도 c-fos 발현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 다. 

그러나 Gilron 등은
7) 
실험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와 

달리 포르말린 자극 시 1.5%, 50μ1를 사용하여 염

증성 통증 유발이 충분치 못하 고. 대조군의 행동 

반응 및 척수의 FLI 발현이 선행 진통 약물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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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뚜렷하게 극대화되지 않음으로써 진통군

의 행동 반응과 FLI 발현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억제가 나타나지 못하 다고 생각한다. 이 이외에도 

위와 같이 연구 결과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실험 

방법에 있어서 통증 반응(flinching)의 측정은 포르말

린 자극 후 1시간 이내에 관찰하는 것에 비하여 FLI 

발현은 자극 후 2시간에 측정하므로 이러한 시간의 

차이가 통증 반응과 FLI 발현과의 관계에 향을 미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있다고 생각

한다. 또한 c-fos는 통증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스트

레스를 포함한 생리적 자극 등 여러 인자에 의하여 

빠르게 일시적으로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37) 

  결론적으로 흰쥐 포르말린 자극 실험을 통하여 전

신적으로 투여한 ketamine 전처치군에서 flinching이 

phase 2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음을 관

찰하 으며 c-fos 발현에서도 포르말린 자극을 준 동

측 laminae에서 전처치군이 I-II, III-VI에서 모두 대

조군, 후처치군에 비하여 억제되었음을 관찰하 다. 

Phase 2 행동 반응과 척수내 FLI 발현의 총합과는 

상사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맥 내로 전처치된 ketamine 1 mg/kg은 포르말린 

자극으로 인한 행동 반응 및 척수내 FLI 발현 모두

를 억제시켰으며 이는 선행 진통 효과를 보인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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