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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chanical Antiallodynic Effect of Intrathecal Morphine and 
R-Phenylisopropyl-Adenosine in Rats with Spinal Nerve Ligation

Jong Yeon Park, M.D., In Gu Jun, M.D., and Jai Hyun Hw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A nerve ligation injury may produce a pain syndrome including mechanical allodynia.  

Usually the antiallodynic effect of morphine is diminished in a neuropathic rat model.  However, in 

a previous study, spinal morphine was found to have an antiallodynic effect in a neuropathic rat model.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observe the mechanical antiallodynic effects of spinal 

morphine and R-PIA,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ethods:  Male SD rats were prepared by tightly ligating the left L5 and L6 spinal nerve and by 

implanting a lumbar intrathecal catheter.  In study 1, each of the 5 groups (morphine at 3 or 10μg, adenosine 

A1 receptor agonist (R-PIA) at 3 or 10μg, or saline) were administered intrathecally to examine changes 

in the mechanical allodynia threshold. In study 2, selective adenosine A1 receptor antagonist (DPCPX 

10μg) was administered to investigate the reversal of the mechanical antiallodynic effect in the 4 treated 

groups.  In study 3, we observed the pretreatment effect of DPCPX 10μg.  The mechanical allodynic 

thresholds for left hindpaw withdrawal to von Frey hairs were assessed and converted to %MPE.

  Results:  In study 1, the mechanical allodynic threshol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similar pattern 

by intrathecal morphine (3, 10μg) and R-PIA (3, 10μg) (P ＜ 0.05).  In study 2, the allodynic threshold 

of morphine was insignificantly decreased by intrathecal DPCPX pretreatment.  The mechanical allodynic 

threshold of R-PIA 3μg was decreased by intrathecal DPCPX (P ＜ 0.05).  In study 3, the antiallodynic 

effect of morphine was not influenced by DPCPX pretreatment.

  Conclusions:  Intrathecal morphine and R-PIA produced the antiallodynic effect.  The antiallodynic 

effect of morphine was slightly decreased by DPCPX 10μg.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an-

tiallodynic effect of morphine might be, at least in part, mediated by adenosine in a rat model of spinal 

nerve lig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56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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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초신경 손상은 자발통, 이질통 및 통각과민 등

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통증은 온도변화나 가벼운 접촉에 의해서 악

화되기도 하며 소염진통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및 

아편유사제로도 효과적인 조절이 어려운 만성통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
1)
 신경병증성 통증모델 중에

서 척수신경 결찰에 의한 이질통 유발 모델이 기계

적 자극에 대한 이질통을 가장 잘 나타내며 다른 통

증 동물모델보다 교감신경계와의 관련성을 잘 보여

주고 임상적으로도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

자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한다.
2)

  Morphine은 아편유사물질 수용체 작용제로 신경병

증성 통증에 있어서 morphine의 항이질통 효과에 대

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으며,
3-6)
 정상 쥐에서 mor-

phine을 대뇌뇌실 또는 척수강내로 투여했을 때 나

타나는 항침해작용에는 척수에서 분비되는 adenosine

이 관여한다고 한다.
7)

  Adenosine은 조직손상이나 허혈로 인해 말초에서 

유리될 경우 침해수용체를 직접 자극하여 통증을 유

발하지만, 중추신경계에서는 연접후막의 K
+
 통로를 

활성화하고 일차감각신경원의 척수부 말단에서 sub-

stance P나 glutamate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감

소시키는 기전으로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8)
 현재까지 

4종류의 adenosine 수용체가 발견되었으며
9)
 척수부에

서의 진통효과에는 A1 수용체가 주로 관여한다고 

한다.
10,11)
 최근 신경결찰에 의한 신경병증성 통증모

델에서 척수강내로 투여한 adenosine A1 수용체 작

용제인 N6-(2-phenylisopropyl)-adenosine R-(-)isomer 

(R-PIA)에 의해 기계적 이질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는 동물실험 보고가 있으며
12,13)
 adenosine의 척수강

내 투여로 만성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었다.
14)

  Sandner-Kiesling 등은
15)
 morphine을 정상 쥐의 척

수강내로 투여하면 용량의존적으로 adenosine 분비를 

유발하지만 신경결찰 쥐에서는 adenosine의 분비가 

감소하여 아편유사제의 역가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보고하 다. 반면 황재현 등은16) 신경결찰에 의한 

이질통 유발 쥐모델에서 morphine을 척수강내로 투

여하면 기계적 이질통을 감소시키며 아편유사물질 

수용체가 이 기전에 일부 관여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신경결찰에 의한 이질통 유

발 흰쥐에서 행동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morphine 및 

adenosine 수용체 작용제와 그 길항제를 척수강내로 

투여한 후 접촉성 자극에 대한 기계적 항이질통 효

과를 검토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몸무게 160-180 g의 수컷 흰쥐(Sprague-Dawley)를 

사용하여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상자

에 넣어 사육실에서 최소한 3일 이상 주위환경에 적

응시키며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의 광주기성을 

유지시켰다. 통증반응을 관찰하는 모든 실험은 광주

기성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의 일정한 시간대에 시행하 다.

  마취를 위해 100% 산소와 4-5% 엔플루란이 분

당 3리터로 흐르는 마취유도상자에 실험쥐를 넣은 

후 움직이지 않으면 쥐를 꺼내 마스크를 씌우고 엔

플루란을 3%로 하여 자발호흡을 유지시키면서 마취

상태를 유지하 다. 배부를 면도한 후 알코올과 베

타딘으로 소독하 으며 제 4요추부에서 제 3천추부

까지 피부를 정중절개하고 등근육을 분리시켰다. 현

미경하에서 좌측 제 6요추부 횡돌기와 천추부가 잘 

노출되도록 한 후 제 6요추부 횡돌기 일부를 제거하

고 척추간공을 통해 나와 비스듬히 외하부로 함께 

진행하는 제 4, 5요부 척수신경을 찾아 유리봉으로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제 5요부 척수신경을 6-0 

black silk로 두 번 완전히 결찰하 다. 같은 방법으

로 천추부 상단부 장골능 직하방에서 제 6요부 척수

신경도 결찰하 다.17) 수술부위를 지혈하고 4-0 

vicryl로 2단계 봉합하 고 복강내로 5 ml의 생리식

염수를 주사하 다. 수술 후 7일째까지 이질통 유무

를 검사하여 이질통 역치가 4.0 g 이상일 경우는 실

험에서 제외하 다.

  척수강내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엔플루란 마취

하에서 카테테르 거치술을 시행하 다. 마스크를 씌

우고 100% 산소에 엔플루란을 3%로 하여 자발호흡

을 유지시키는 마취상태에서 실험쥐를 입체정위고정

대(stereotaxic ear bar)에 고정시킨 후 후두경부 정중

선에서 절개하 으며 근육을 분리하고 경막을 주사

침으로 뚫어 척수액이 나오는지 확인 후 길이 8.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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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E-10 튜브를 요부확장부인 제 12흉추와 제 1요추

부위에 카테테르의 끝이 위치하도록 척수강내에 거

치하 다.
18)

  좌측 요부척수 신경결찰술과 카테테르 거치술을 

시행하고 쥐가 마취에서 회복되면 보행자세, 척추의 

기형, 환부측 다리의 구부림 등의 운동손상 증후가 

보이면 실험에서 제외시켰으며 최소한 5일 이상 경

과한 뒤 몸무게가 수술전과 비슷해지면 실험을 시행

하 는데 동일쥐에서 3-4회의 시험을 시행하되 잔

여효과의 향을 없애기 위해 최소 3일 이상의 간격

을 두고 실험하 다.

  항이질통에 대한 행동관찰 실험은 쥐의 발바닥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바닥이 가늘고 촘촘한 철망으

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실험상자에 넣고 15분 이상 적

응시킨 뒤, 쥐의 움직임 등이 조용해지면 8개의 연

속된 굵기의 von Frey hairs (Stoelting, USA)를 사용

하여 연속적인 반응을 up-down method로 평가하는

데, hairs를 좌측 환부 발바닥에 수직으로 접촉시키

고 5-6초간 유지시켜 쥐가 신속한 회피반응을 보이

거나 또는 hair를 떼면서 즉시 움찔하거나 발바닥을 

핥으면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간주하 다.
19)
 이렇

게 측정한 역치 중 약물투여 전에 측정한 수치를 기

준치로 하 다.

  약물투여 후 15, 30, 45, 60, 90, 120, 180분에 기계

적 이질통의 역치를 측정하 다. 약물의 투여용량과 

투여시기는 예비실험의 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하 다.

  투여약물 중 morphine sulfate (RBI, USA)와 N6-(2- 

phenylisopropyl)-adenosine R-(-)isomer (R-PIA) [RBI, 

USA]는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만들었으며 선택적 

adenosine A1 수용체 길항제인 8-Cyclopentyl-1,3-dipro-

pylxanthine (DPCPX) [RBI, USA]는 dimethyl sulfoxide 

(DMSO, minimum 99.5%)용액에 용해시킨 후 생리식

염수로 희석하 다. 모든 경우에서 10μl 용적에 각 

농도의 약제들을 만들어 카테테르에 연결한 Hamilton 

Microliter
Ⓡ
 주사기(Hamilton Co., USA)로 30초에 걸

쳐 서서히 척수강내로 주사하 고 동량의 생리식염

수를 주사하여 카테테르내의 약물이 척수강내로 모

두 주입되게 하 다.

  항이질통 효과는 각 군에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

여 maximal possible effect (%MPE)를 구하여 비교하

다.

 항이질통 효과 (투약후 역치-투약전 역치)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MPE) (15 g-투약전 역치)

  실험 1에서는 신경결찰 쥐에서 morphine과 R-PIA

의 항이질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섯 군으로 나

누어 morphine 3μg (n = 9)과 10μg (n = 9) 및 

adenosine A1 수용체 작용제인 R-PIA 3μg (n = 7)과 

10μg (n = 5)을 척수강내로 투여한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촉성 자극에 대한 기계적 항이질통 효과를 

측정하 으며, 대조군 (n = 3)은 동량의 생리식염수

를 척수강내로 투여하여 항이질통 효과를 보았다. 

또한 DPCPX (n = 9) 및 용해제 DMSO (n = 3)가 이

질통 역치에 향을 주는지 척수강내로 단독투여하

고 항이질통 효과를 측정하 다.

  실험 2에서는 morphine과 R-PIA를 척수강내로 투

여하여 항이질통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각 수용체의 

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네 군으로 나누어 각각 mor-

phine 3μg (n = 9)과 10μg (n = 9) 및 R-PIA 3μg 

(n = 6)과 10μg (n = 7)에 선택적 adenosine A1 수용

체 길항제인 DPCPX 10μg을 각각 혼합하여 척수강

내로 투여하여 기계적 항이질통 효과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실험 3에서는 morphine과 DPCPX를 동시에 척수강

내로 투여할 경우 DPCPX의 작용발현 시간에 따라 

morphine의 기계적 항이질통 효과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DPCPX 10μg을 척수강내로 전처치하고 

15분 후에 morphine 3μg (n = 9)을 척수강내로 각각 

투여하여 morphine의 기계적 항이질통 효과에 어떤 

향을 주는지 확인하 다.

  통계분석은 Sigma Stat (version 2.03)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각 약제에 대하여 기준치와의 비교는 

paired t-test 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

다.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one- 

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 고 의미있

다고 할 때 다중비교를 위해 Tukey test를 사용하

다. 생리식염수군이나 각 군간의 비교는 unpaired 

t-test 또는 Mann-Whitney rank sum test를 사용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

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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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실험 1에서 morphine 10μg을 척수강내로 투여한 

군에서 이질통 역치가 시간에 따라 3.5-10.5 g 증가

되었으며 30분에 최대치인 12.1 g에 도달하 고 이

후 서서히 감소하 으나 180분까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Morphine 3μg 투여

군은 이질통 역치가 2.9-7.1 g 증가되었으며 45분에 

최대치인 8.5 g을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여 180분까

지 증가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Morphine 10μg 투여

군은 생리식염수군에 비해 30분에서 이질통 역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 다(P ＜ 0.05). R-PIA 

10μg 투여군에서는 이질통 역치가 5.0-10.1 g 증가되

었으며 30분에 최대치 11.3 g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여 180분까지 증가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R-PIA 

3μg투여군도 이질통 역치가 2.1-4.4 g 증가하 고 

30분에 최대치 6.2 g을 나타낸 후 감소하 으나 180

분까지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 다. R-PIA 10μg 투여

군은 생리식염수군에 비해 이질통 역치가 30, 45, 

60, 120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 다(P 

＜ 0.05). 생리식염수 혹은 DMSO를 척수강내로 단

독 투여한 군에서는 이질통 역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adenosine A1 수용체 길항제인 DPCPX를 

단독투여한 경우에도 이질통 역치의 변화는 없었다

(Fig. 1). 이질통 역치로 환산한 항이질통 효과의 비

교에 있어서 morphine은 10μg 투여군이 척수강내 

투여 30분 후 생리식염수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3μg 투여군은 관찰기간동안 차이가 없었

으며, R-PIA는 10μg 투여군이 30, 45, 60 및 120분

에 생리식염수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3μg 

투여군은 관찰기간 동안 차이가 없었다(Fig. 2).

  실험 2에서 morphine 10μg과 DPCPX 10μg을 동

시 투여한 경우 이질통 역치가 0.6-5.0 g 감소되었

는데 최대 차이를 보이는 30분에 이질통 역치가 12.1 g

Fig. 1. The time course of mechanical allodynic threshold 

by intrathecally administered morphine (3, 10μg) and 

R-PIA (3, 10μg). The threshold was significantly in-

creased in a similar pattern over time (P ＜ 0.05). R-PIA: 

N6-(2-phenylisopropyl)-adenosine R-(-)isomer, adenosine 

A1 receptor agonist. DMSO: dimethyl sulfoxide. DPCPX: 

8-Cyclopentyl-1,3-dipropylxanthine, selective adenosine 

A1 receptor antagonist. I.T.: intrathecal administration.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 P ＜ 0.05 

compared to baseline value of each group. †: P ＜ 0.05 

compared to saline group at the same ti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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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ime course of mechanical antiallodynic effect 

(% MPE) by intrathecally administered morphine (3, 10μg) 

and R-PIA (3, 10μg). The threshol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similar pattern over time (P ＜ 0.05). 

R-PIA: N6-(2-phenylisopropyl)-adenosine R-(-)isomer, 

adenosine A1 receptor agonist. DMSO: dimethyl sulfoxide. 

DPCPX: 8-Cyclopentyl-1,3-dipropylxanthine, selective aden-

osine A1 receptor antagonist. I.T.: intrathecal admini-

stration.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 P 

＜ 0.05 compared to saline group at the same ti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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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7.0 g으로 감소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 = 0.184). 또한 morphine 3μg과 DPCPX 

10μg 동시투여군은 이질통 역치가 -0.3-3.6 g 감소

되었으며 최대 차이를 보이는 90분에 이질통 역치가 

7.9 g 에서 4.3 g으로 감소하 다(P = 0.095) (Fig. 3). 

R-PIA 10μg과 DPCPX 10μg동시투여군은 이질통 역

치가 -2.8-4.5 g 감소되었는데 120분에 이질통 역

치가 9.3 g에서 4.7 g으로 최대로 감소하 다. R-PIA 

3μg과 DPCPX 10μg 동시투여군은 이질통 역치가 

0.01-4.0 g 감소되었으며 30분에 6.2 g 에서 2.1 g으

로 최대로 감소하 고(P = 0.138), 60분에는 이질통 

역치가 4.9 g에서 2.6 g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5)(Fig. 4).

  실험 3에서 morphine 3μg을 투여하기 15분 전에 

DPCPX 10μg을 척수강내로 전처치한 경우에 DPCPX

의 투여로 인한 morphine의 이질통 역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5).

  일부 쥐에서 경미한 운동감소가 관찰되었으나 실

험에 지장을 주는 운동장애나 심한 진정작용은 보이

지 않았다.

Fig. 4. The time course of mechanical allodynic threshold 

by intrathecally administered R-PIA 3μg and 10μg with 

or without DPCPX 10μg. The threshold of R-PIA 3μg 

was decreased with intrathecal DPCPX (P ＜ 0.05). 

DPCPX: 8-Cyclopentyl-1,3-dipropylxanthine, selective ade-

nosine A1 receptor antagonist. I.T.: intrathecal administra-

tion.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 P ＜ 0.05 

compared to baseline value of each group. †: P ＜ 0.05 

compared to R-PIA 3μ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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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ime course of mechanical allodynic threshold 

by intrathecally administered morphine 3μg and 10μg 

with or without DPCPX 10μg. The threshold was insig-

nificantly decreased with DPCPX. DPCPX: 8-Cyclopentyl- 

1,3-dipropylxanthine, selective adenosine A1 receptor antag-

onist. I.T.: intrathecal administration.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 P ＜ 0.05 compared to baseline value 

of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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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ime course of mechanical antiallodynic effect 

(% MPE) by intrathecally administered morphine 3μg 

with pretreatment of DPCPX 10μg. The antiallodynic 

effect was not influenced by pretreatment of DPCPX 10 

μg. DPCPX: 8-Cyclopentyl-1,3-dipropyl-xanthine, selective 

adenosine A1 receptor antagonist. I.T.: intrathecal admini-

stration.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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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말초 신경손상 후 접촉유발성 이질통이 나타나는

데 그 기전으로 경미한 자극에도 구심성 신경전달체

계에서의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20,21) 또한 말초신경의 말단부와 후근신경절에서 

자발적으로 신경활동성이 증가하거나,
22)
 척수후각의 

신경세포에서 연접부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거나
23)
 

혹은 절단된 굵은 Aβ 신경섬유인 유수신경의 중추

부쪽 말단에서 척수후각의 표재부에 존재하는 lamina 

II 부위로 신경이 자라 들어가는 구조적인 재편현상

에 의하여 Aβ 신경섬유가 매개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20,24,25)

  Morphine과 같은 아편유사물질 수용체 작용제는 

항이질통 작용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일부에서는 임

상이나 동물실험 모두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에 별 효

과가 없다고 보고하 으나
3,26)
 다른 연구에서는 신경

병증성 통증에서 통상적인 용량보다는 상당히 많은 

농도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하 다.
27)
 Lee 등은

4)
 제 5, 6척수신경을 결찰한 후 

유발된 기계적 이질통에 대뇌뇌실내로 혹은 복강내

로 morphine을 투여하여 효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척수강내로 투여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 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morphine 3μg과 10μg을 

척수강내로 투여하여 접촉유발성 이질통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 으며 이러한 사실과 일치하는 연구보

고들이 있다.5,6,28)

  Morphine이 항이질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lamina 

II 부위에서 분비되는 substance P를 차단하거나 감

소시켜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황재현 

등은
16)
 naloxone을 전처치하여 이러한 morphine의 작

용을 차단함으로서 항이질통 효과가 역전되는 것을 

관찰하 다.

  Adenosine 수용체는 현재까지 4 종류(A1, A2a, A2b, 

A3)가 알려져 있으며,
9)
 Adenosine A1 수용체는 자가

방사연구(autoradiographic study)와 수용체 결합연구

에서 척수후각의 교양질(substantia gelatinosa)에 존재

한다고 한다.
29)
 Choca 등은

30)
 리간드 결합연구(ligand 

binding assay)로 쥐의 시납스막에서 adenosine 수용체

가 adenylate cyclase 활성을 조율하며, A1과 A2 수용

체가 존재함을 직접 확인하 고, 이들 A1과 A2 수

용체아형들이 척수후각에서는 매우 적은 부위에 집

중적으로 존재하고 척수전각에서는 전반적으로 퍼져 

존재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는 척수신경결찰 후 유발된 이질통 쥐

에서 adenosine A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R-PIA를 척수강내로 투여하여 항이질통 효과를 관

찰하 으며, A2 수용체 작용제는 운동장애도 초래하

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A1 수용체 작용제인 

R-PIA만을 사용하 다.
12)
 R-PIA는 A1 수용체에 비교

적 선택적으로 작용하지만 용량이 많아지면 수용체 

아형에 대한 선택성이 소실된다고 하나 본 실험에 

사용한 용량이나 대부분의 실험에서 항침해작용을 

나타내는 용량 즉 3-30μg에서는 A1 수용체에 대

한 선택성을 잘 유지한다고 한다.
10)

  Adenosine 수용체 길항제인 methylxanthine을 척수

강내 투여했을 때 하행성 억제계로를 통한 morphine

의 진통효과를 차단하 으며
31)
 약리학적 연구에 의

하면 morphine은 척수에서 μ 아편유사물질 수용체

에 작용하여 adenosine의 분비를 촉진시킨다.32) 또한 

말초적 작용으로써 adenosine A1 수용체는 μ 아편유

사물질 수용체와 다양한 방법으로 연관되어 있다.
33)
 

Morphine 투여 시 척수에서 adenosine이 분비되는 장

소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직경이 작은 일차

성 구심성 신경의 중추성 말단이 관여한다고 한

다.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편유사제가 진통작용

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adenosine이 일부 작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황재현 등은16) 신경결찰에 의한 이질통 유발 쥐모

델에서 morphine을 척수강내로 투여하면 기계적 이

질통을 감소시키며 아편유사물질 수용체가 이 기전

에 일부 관여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Sandner- 

Kiesling 등은
15)
 morphine을 정상 쥐의 척수강내로 투

여하면 용량의존적으로 adenosine 분비를 유발하지만 

morphine을 신경결찰 쥐의 척수강내로 투여하면 분

비되는 adenosine의 양이 정상 쥐에서의 adenosine 분

비량보다 5-17% 적어서 아편유사제의 역가나 효율

성이 저하된다고 보고하 다. 또한 신경결찰 쥐에서 

nucleoside transport inhibitor인 dipyridamole을 척수강

내로 투여하면 adenosine 분비량이 정상으로 회복된

다고 하 다. 이처럼 아편유사제와 adenosine의 작용

이 정상 쥐와 신경결찰 쥐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현

상은 신경결찰 쥐에서 척수부의 정상적인 op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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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sine 연결회로에 장애가 생겨 adenosine의 분비

량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하 다.

  척수신경결찰 후에 morphine에 의한 adenosine의 

분비가 감소하는 이유로써 (1) 척수분절에서 μ 아편

유사물질 수용체의 발현 감소 (2) μ 아편유사물질 

수용체에 대하여 morphine의 친화력(affinity)감소 (3) 

친화력이 강한 μ 아편유사물질 수용체의 비율 감소 

(4) μ 아편유사물질 수용체에 작용하여 G protein과 

같은 신호로 변환(signal transduction)시키는 morphine

의 능력 감소 등이 있다.15) 그러나 Porreca 등은34) 신

경결찰 쥐에서 척수강내로 투여한 아편유사제의 역

가나 효능이 감소하는 것은 수용체의 숫자나 신호변

환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하며 μ 

아편유사물질 수용체이외에 다른 수용체의 변화, 

substance P, glutamate, cholecystokinin 등과 같은 신

경전달물질의 변화나 시납스연락(synaptic connection)

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kinases, phosphatases, calcium 

pool 등이 수용체 작용제와 결합하여 신경전달경로

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 다. 손상받은 신경

은 활성도가 증가하여 세포질내에서 결합되지 않은 

형태의 adenosine을 증가시키므로
35)
 morphine에 의해 

adenosine이 분비되어도 즉시 재흡수 되며, 정상 쥐

와 신경결찰 쥐에서 morphine 투여 시 분비되는 adeno-

sine의 양은 비슷하지만 신경결찰 쥐에서는 재흡수

가 빠르게 진행되어 세포외 adenosine 농도가 감소하

기 때문에 morphine의 척수강내 투여 시 morphine의 

역가나 효능이 감소하는 것이라 하 다.
15)

  본 실험에서 morphine의 척수강내 투여 시 기계적 

항이질통 효과가 있었고 adenosine A1 수용체 작용

제인 R-PIA를 투여시에도 기계적 항이질통 효과가 

있었다. 또한, R-PIA의 항이질통 효과는 선택적 adeno-

sine A1 수용체 길항제인 DPCPX에 의해 역전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R- 

PIA 3μg을 척수강내로 투여했을 때는 항이질통 효

과가 DPCPX에 의해 역전되었으나 R-PIA 10 μg을 

투여했을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adenosine A1 

수용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체 작용제의 용량이 

많아서 길항제의 효과가 발현되지 않은것으로 생각

되나, DPCPX 10μg용량만을 실험했기 때문에 단정

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Morphine 10μg과 DPCPX 10μg을 동시에 투여한 

경우 이질통 역치가 12.1 g에서 7.0 g으로 감소하

고, morphine 3μg과 DPCPX 10μg을 동시투여한 경

우 이질통 역치가 7.9 g에서 4.3 g으로 감소하 는

데, 이질통 역치는 감소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척수요부에서 morphine의 기계적 항

이질통효과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adenosine의 관여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Morphine의 항이

질통 효과에 adenosine이 관여할 경우 Sandner-Kiesling 

등의
15)
 보고와는 상반된 것이며, 그 이유는 첫째, 척

수신경결찰에 의한 신경손상 후 기계적 이질통의 역

치를 측정하기까지 시간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21일 후에 측정한 연구와는
3,24)
 다르게 본 실험에서

는 14일 후에 측정 하 는데, 신경손상 후 시간경과

에 따라 μ 아편유사물질 수용체가 재구성될 수 있

다.
36)
 둘째, 실험에 사용한 쥐의 몸무게 차이를 생각

할 수 있다. 대부분 200-300 g의 쥐를 사용하 으

나3,26) 본 실험에서는 160-180 g의 비교적 어린 쥐

를 사용하 다. 경험상 어린 쥐일수록 이질통이 잘 

나타나며 어린 쥐일수록 전연접부의 μ 아편유사물

질 수용체가 재생이 잘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실험에 사용한 쥐의 strain이나 genetic 

component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넷째, adenosine 

이외에 다른 물질 (예를 들면 cholecystokinin, substance 

P, glutamate)이 분비되거나 억제되어서, 또는 μ 아

편유사물질 수용체가 아닌 다른 수용체가 활성화되

어 morphine의 항이질통 효과에 향을 줄 수도 있

음을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경결찰 

쥐에서 morphine과 adenosine A1 수용체 작용제 R-PIA 

3μg과 10μg을 각각 척수강내로 투여하여 항이질통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Morphine의 항이질통 

효과는 선택적 adenosine A1 수용체 길항제인 DPCPX 

10μg에 의해 이질통 역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척수

부에서 morphine의 기계적 항이질통 효과와 adenosine

의 관계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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