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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병증성 통증은 통증의학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

병군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대상 포진 후 신경통, 환지

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추성 통증 등이 포함된다. 신경병

증성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질통, 통각과민, 지속적인 

자발통 등이다.1)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일차구심성 섬유의 

말초종지와 중추종지, 그리고 척수신경에 일련의 화학적 변

화가 일어나 통각과민과 이질통이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를 

말초 감작, 후자의 경우를 중추 감작이라 한다.2)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는 glutamate수용체 중 

ionotropic 수용체의 일종으로 중추 감작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맥마취에서 흔히 사용되는 ketamine이 대표

적인 NMDA 수용체 길항제로 전신투여시3)나 경막외 투여

시 이질통과 통각과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 그러나 ketamine은 해리성 마취제로서 전신 투여될 경우 

정신 운동 반응4)을 유발할 수 있어 용량에 매우 제한을 받

게 된다. 

  또한 prostaglandin (PG)은 잘 알려진 통증유발 물질이며 

염증 반응시 많은 양이 생산된다.5) 말초에서 생산되는 prosta-

glandin은 염증과정, 침해 수용체의 감작, 통증유발에 관여

하며, COX inhibitor에 의해 합성이 억제된다. COX inhibitor

는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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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에서도 prostaglandin이 생성되며 통증처리과정에 관여한

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에 따라 COX inhibitor의 중추에서의 

진통효과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OX1과 COX2

는 prostaglandin을 생성하는 두 가지 isoenzyme으로 COX inhib-

itor를 척수강내 또는 신경손상부위에 주입하면 신경병증성 

통증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다.5) 그러나 COX inhibitor를 

장기간 혹은 과량 투여할 경우 신장 기능 이상6), 위장관 궤

양,7) 혈액응고 기능장애8)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관리에 있어서 ketamine과 ketorolac을 동

시에 투여함으로써 각각의 약제의 부작용은 감소시키고 통

증에 대해서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

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실험동물로 몸무게 150-170 g의 수컷 흰쥐(Sprague Dawley)

를 사용하여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상자에 넣

어 사육실에서 최소한 3일 이상 주위환경에 적응시켰다. 신

경병증성 통증모델의 제작은 100% 산소와 2 vol% 이소플루

렌이 분당 5 L로 흐르는 마취 유도상자에 실험쥐를 넣은 

후 움직임이 없어지면 쥐를 꺼내 마스크를 씌우고 이소플

루렌 0.5-1.5 vol%로 하여 자발호흡을 유지시키면서 마취

상태를 유지한 후에 제 4 요추부에서 제 3 천 추부까지 배

부피부를 정중 절개하고, 등 근육을 분리시켰다. 현미경하

에서 좌측 제 6 요추부 횡돌기와 천추부가 잘 노출되도록 

한 후에 제 6 요추부 횡돌기 일부를 제거하고 비스듬하게 

외하부로 함께 진행하는 제 4, 5 요부 척수신경을 찾아 유

리봉으로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제 5 요부척수신경을 5-0 

black silk로 두 번에 걸쳐 결찰하 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천추부 상단부 장골능 직하방에서 제 6 요부 척수신경을 

결찰하 다. 수술부위는 지혈 확인 후 4-0 vicryl로 2단계 봉

합하 다. 수술 후 7 일째에 이질통 유무를 검사하여 역치

가 4.0 g 이상일 경우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항이질통에 대한 행동관찰실험은 쥐를 잘 관찰할 수 있

는 바닥이 가늘고 촘촘한 철망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실

험상자에 넣고 15분 이상 적응시킨 뒤, 쥐의 움직임 등이 

조용해지면 9개의 연속된 굵기(1.0 g, 1.4 g, 2.0 g, 4.0 g, 

6.0 g, 8.0 g, 10.0 g, 12.0 g, 15.0 g)의 von Frey hairs 

(Stoelting Woodale, USA)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반응을 평가

하는 up-down method를 사용하는데, hairs를 좌측 환부 발바

닥에 수직으로 접촉시키고 5-6초간 유지시켜 쥐가 신속한 

회피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발바닥에서 hair를 뗄때 즉시 움

찔하거나 발바닥을 핥으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간주

하 다. 이렇게 측정한 역치가 4.0 g 미만인 쥐들만을 대상

으로 하 고 약물투여 전에 측정한 수치를 기준치로 하

다. 약물투여후 각 약물의 작용을 고려하여 15분, 30분, 60

분, 120분에 기계적 이질통의 역치를 3회씩 측정하여 그 평

균값을 구하 다.

  대조군(n = 6)에서는 생리 식염수 5 ml를 복강내 주입하

고, K군(n = 6)에서는 ketamine 1 mg/kg를 주입하 고, T

군(n = 6)에서는 ketorolac 30 mg/kg를 주입하 으며 KT군(n 

= 5)에서 ketamine 1 mg/kg와 ketorolac 30 mg/kg를 혼합주입

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쥐에서 약제 주입 후 행동장애

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

오차로 나타내었으며, P값이 0.0001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통계분석은 repeated mea-

sures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사용하 다.

결      과

  약물 투여전 시행한 이질통 역치는 각 군에서 차이가 없

었으며(1.1 ± 0.3 g for saline, 1.0 ± 0.1 g for ketamine, 1.9 

± 1.1 g for ketorolac, 1.4 ± 0.8 g for co-administration of 

ketamine and ketorolac), 모든 쥐가 역치 4.0 g 이하를 보여 

기계적 이질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 다. 대조군에서는 생

리식염수 투여 후 15분(1.4 ± 0.5 g), 30분(1.7 ± 1.1 g), 1

시간(2.4 ± 1.7g), 2시간(1.5 ± 1.0 g)에 기준치와 비교해서 

이질통 역치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Ketamine 1 

mg/kg를 투여한 군에서도 이질통 역치가 15분(2.6 ± 1.7 g), 

30분(1.6 ± 1.0 g), 1시간(2.1 ± 1.3 g), 2시간(1.2 ± 0.3 g)

Fig. 1. The mean paw withdrawal threshold in response to me-

chanical stimulation in the ipsilateral to lesion in rats 1 week 

following spinal nerve ligation and different time points after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aline (○), ketamine (●), ketorolac (▼) 

and co-administered ketorolac and ketamine (▽). *: P ＜ 0.0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001 compared with keta-

mine group, 
‡
:
 
P ＜ 0.0001 compared with ketorola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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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준치와 비교해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Ketorolac 30 

mg/kg를 투여한 군에서는 이질통 역치가 15분(3.2 ± 2.3 g), 

30분(4.5 ± 2.2 g), 1시간(4.7 ± 2.6 g)에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시간(6.4 ± 2.9 g)에 대조군 및 ketamine 

투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Ketamine 1 mg/kg과 ketorolac 30 mg/kg를 함께 투여한 군

에서는 15분(8.0 ± 6.2 g)에 이질통 역치가 급격하게 증가

하여 2시간(8.4 ± 3.5 g)까지 유지되었다. 15분과 30분(8.5 

± 4.0 g)에서는 대조군, ketamine 투여군, ketorolac 투여군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1시간(8.1 ± 3.5 g)과 

2시간에는 대조군과 ketamine 투여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고      찰

  신경병증성 통증의 세 가지 중요한 증상은 자발통, 통각

과민, 이질통이다.9) 말초신경 손상 후 기계적 이질통이 나

타날 수 있는데 그 기전으로는 비 침해성 자극에도 구심성 

신경전달 체계에서 비정상적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10) 

이는 또한 말초신경의 말단부와 후근신경절에서 자발적으

로 신경 활동성이 증가되거나,11) 척수 후각의 신경세포에서 

연접부의 구조적 변화가 증가하거나,12) 혹은 절단된 굵은 A 

섬유인 유수신경의 중추부 말단에서 신경이 자라 들어가는 

구조적인 재편현상에 의하여 A 신경 섬유가 매개되어 발생

할 수 있으며,13) 또한 중추 억제 기전의 이상 때문에 발생

할 수도 있다.14)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물질(NSAIDs)의 신경병증성 통증

에 대한 효과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전통적으로 NSAIDs

의 작용기전은 말초에서 생산되는 prostaglandin의 합성을 억

제하여 염증과정과 침해수용체의 감작, 그리고 통증의 발생

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5) 최근 신경병증성 통

증의 발생에 척수의 prostaglandin이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

다. Uda 등은15) PGE2를 척수강내에 투여하여 통각과민을 

유발하 다고 보고하 고, Malmberg와 Yaksh는16) NSAIDs를 

척수강내 투여하여 항침해수용을 보 다고 하 다. 척수에

서 prostaglandin이 침해수용과정에 관여하는 기전은 아직 완

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가는 일차구심성 섬유의 반복자

극에 의해 척수에서 prostaglandin이 분비되고,17) 이중 PGE2

는 후각신경을 부분적으로 탈분극시키며,18) 흥분성 신경전

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통각과민과 이질통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19)

  Ketorolac tromethamine은 prostaglandin 합성을 억제하는 강

력한 NSAID로, 암성통증과 수술 후 통증치료에 사용되어져 

왔다. Ma와 Eisenach는5) 쥐의 좌골신경을 느슨하게 결찰한 

후 2주에서 4주 후에 손상 신경부위에서 COX2-immunoreactive 

세포가 증가하 으며, 또한 0.5% ketorolac 0.2 ml를 발바닥

과 신경결찰 부위에 주입하여 기계적 이질통이 감소하 다

고 보고하여 ketorolac이 말초에서의 prostaglandin 합성을 억

제한다고 하 으나, 복강내에 같은 용량의 ketorolac을 주입

하 을 때에도 항이질통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신

투여된 ketorolac의 중추작용 기전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

다. 반면, Lashbrook 등은20) 척수신경결찰 쥐에서 ketorolac 

1, 3, 10, 30, 60 mg/kg를 혈관내 주입한 경우 항이질통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척수강내에 모르핀을 주입하고 동

시에 혈관내에 ketorolac을 주입하여 상승된 항이질통 효과

를 얻었다고 보고하여 전신투여된 ketorolac이 말초의 항염

증 반응과는 무관하게 중추에서 모르핀의 항침해 수용작용

에 관여할 것이라고 하 다. 본 실험에서 ketorolac 주입 후 

2시간에 유의한 항이질통효과가 나타난 것은, ketorolac이 말

추와 척수후각 신경 모두에서 prostaglandin 합성을 억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Qian 등은21) 말초 신경병증의 쥐 모델에서 ketamine 

0.01 mg/kg를 복강내 주입하여 기계적 이질통과 통각과민과 

같은 침해수용성 행동이 약화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이때 

ketamine 1 mg/kg은 45분에서 75분 동안 항이질통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 다. 또한 Mao 등은22) 좌골 신경을 느슨하게 

결찰한 쥐에서 척수강내로 ketamine을 주입하여 열성 통각

과민과 자발통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Ketamine이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여하는 기전은 NMDA 

수용체의 비경쟁적인 길항제로서,3) NMDA 수용체 활성화에 

의한 중추 감작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Ca2+이 세포내로 유입되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막의 전위의존성 Ca
2+이온농도가 상승

된다. 이 상승에 촉발되어 뉴론의 세포체에 몇 종류의 전초

기 유전자(immediate e-arly gene)가 나타나서 단백질의 합성

이 유도된다. 이미 C-fos, fos-B, C-jun, jun-B, jun-D, Krox 24 

등의 전초기 유전자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1 mg/kg의 ketamine을 복강내 주입하 으

나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항이질

통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Qian 등의21)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는데, Qian 등은21) 하나의 von Frey filament로 % response 

frequency를 측정하 고, 본 연구에서는 up-down method로 

withdrawal threshold를 측정하 다. Qian 등의21) 연구와 차이

를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기계적 이질통 측정의 방법상의 

차이인지, 또는 이 실험에서 사용된 용량이 척수 후각에 효

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치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인

지는 알 수 없다. 한편, Qian 등의21) 연구에서 10 mg/kg이상

의 ketamine은 상당한 운동장애를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 

ketamine 1 mg/kg를 주입하 을 때 항이질통 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운동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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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관리에서 약물의 혼합요법은 첫째, 한가지 약물로는 

만족할만한 진통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서로 다른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를 혼합 투입함으로써 더 나은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 한가지 약물로 만족스러운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약제

를 혼합 투입하여 부작용은 감소시키면서 상승된 진통효과

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24)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약제의 혼

합투입을 이용한 동물실험이나 임상 실험에 대한 문헌은 

많지 않으나, Ulugol 등은9) 척수신경결찰 쥐에서 모르핀(0.1 

mg/kg)과 마그네슘(125 mg/kg)을 단독 주입하 을 때는 항

이질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혼합 주입하 을 때는 유

의한 항이질통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 고, Lashbrook 

등은20) 척수강내에 morphine (100μg/kg)과 ketorolac (6μg/ 

kg)을 단독 주입하 을 때 항이질통 효과는 미미하 으나, 

혼합 주입하 을 때는 이질통에 대해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소량의 ketamine과 ketorolac

을 각각 단독으로 주입했을 때는 항이질통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함께 주입했을 때는 유의한 항이질통 효과가 

나타났다. 

  Ketamine과 ketorolac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상승작용을 나타내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

는 없으나 척수의 흥분성 아미노산과 prostaglandin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uritova 등은25) 

저용량의 niflumic acid (NSAID)와 (+)-HA966 (NMDA 수용

체 길항제)의 공동투여시 척수의 c-FOS 유전자 발현을 상당

히 감소시켰으며, 각각 약제의 단독 투여때는 아무런 효과

가 없었다고 하 다. 위 연구의 저자들은 이와 같이 NSAIDs

와 NMDA 수용체 길항제가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NMDA수용체 길항제의 연접 후 효과와 NSAIDs의 연접 전 

효과가 합쳐진 것이라고 하 다. 또한 Lerma와 Del Rio는26) 

niflumic acid가 NMDA 수용체의 polyamine modulatory site에 

직접 작용한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도 ketamine과 keto-

rolac의 혼합 투여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위와 같은 기

전들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단독 투여 시 이질통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약제들을 혼합투여시, 통계적으로 유의

한 항이질통 효과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상적으로 

위와 같은 약제의 혼합투여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

키면서 상승된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혼합투여약제의 기계적 항이질통 효과는 위에 언급한 

여러 기전의 상호 작용으로 보이나,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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