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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action of morphine and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on mechanical allodynia in rats with a 
spinal nerve ligation 

Mi-young Kwon, M.D., In-gu Jun, M.D., Tae-hee Kim, M.D., and Jong-Yeon Park,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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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Nerve injury may produce a tactile allodynia.  However, there are few reports regarding the interaction of 

morphine and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during a neuropathic pain state.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antiallodynic interaction between morphine and SSRIs in a rat model of neuropathic pain.

  Methods:  Rats were prepared with a tight ligation of the left fifth and sixth lumbar spinal nerves and chronic intrathecal 

catheter implantation.  Mechanical allodynia was then measured by application of von Frey filaments.  Morphine, citalopram and 

paroxetine were administered intrathecally to obtain the dose-response curves.  The 50% effective dose of morphine and citalopram 

or paroxetine were then coadministered to evaluate the drug interaction.  In addition, naloxone and methysergide were administered 

to examine the reversal of the antiallodynic effect.

  Results:  Intrathecal morphine produced a dose-dependent antagonism of the tactile allodynia, but intrathecal citalopram or 

paroxetine showed no antiallodynic effects.  In addition, a morphine-citalopram or paroxetine combination produced an increase 

in the withdrawal threshold, but naloxone and methysergide reversed the antiallodynic effect.  In addition, no interactions were 

observed between naloxone and citalopram or paroxetine, or morphine and methysergide.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tivation of both μ-opioid and serotonin receptors is required for the increased 

interaction to occur between morphine and SSRIs administered to reduce tactile allodynia.  Thus, serotonin receptors take part 

in the antiallodynic action of morphine at the spinal level.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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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병증 통증은 말 신경 손상 후 통증 감각 체계의 기

능  변화로 야기된 통증으로 정상에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 의해서도 통증이 유발되는 이질통 는 통증

자극에 증가된 반응으로 통각과민이 나타나게 된다.1,2) 이러

한 양상의 통증은 교감신경 차단에 의해 통증이 완화되어 

교감신경의존성 통증이 기 의 일부라고 보고되기도 하

으나
3,4) 교감신경 활동에 의존하지 않는 신경병증 통증도 

많다고 한다. 여러 신경손상 모델 쥐에서 척수신경 결찰시 

 유발성 이질통은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한다.
2) 신경병증 

통증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아편유사제 같은 통

인 진통제로 완 히 치료하기 어려우며, 국소마취제, capsaicin 

제제, 항경련제, 항부정맥제, 삼환계 항우울제 등의 약제들

이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5) 

  모르핀과 같은 아편유사물질 수용체 작용제는 신경병증 

통증에서 항이질통 효과에 해 논란이 많으며6-9) 모르핀이 

항이질통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6,7) 반 로 항이질통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8,9) 

  항우울제는 통각억제효과가 있다고 하며 만성통증의 치

료에 리 사용되고 있다.10) 삼환계 항우울제는 신경병증 

통증을 가진 환자에게 종종 신 으로 투여된다.
11) 항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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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통각억제 기 은 완 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경말단

에서 노르아드 날린과 세로토닌을 포함한 단가 아민의 재

흡수를 억제하여12) 항이질통 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그러나 amitriptyline 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는 아편

유사제, 무스카린, 히스타민 그리고 알 -아드 날린 수용체

에도 작용하여 부작용이 생기므로 만성통증 환자에서 약 

복용의 순응도를 떨어뜨린다.13) 근래에 세로토닌-노르아드

날린 재흡수 억제제,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그리

고 선택  노르아드 날린 재흡수 억제제와 같이 특정 수

용체에 선택 으로 작용하는 단가아민 재흡수 억제제가 개

발되어 우울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약제들이 신

경병증 통증에서 특히 척수강 내로 투여했을 때 진통작용 

는 항이질통 효과에 해서는 연구된 바 없는 실정이다.

  작용기 이 다른 약제들을 병용투여 할 경우 각 약제들

을 단독 투여하는 것 보다 각 투약제들의 부작용과 내성이 

감소되며, 소량으로도 약제의 효과를 항진시키고 부가효과 

는 상승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여 임상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5) 

  이번 실험에서는 요추 제 5번과 6번 신경을 결찰하여 이

질통 유발 쥐를 상으로
2) 모르핀과 선택  세로토닌 재흡

수 억제제를 척수강 내로 각각 투여한 후 행동학 인 방법

을 통하여 항이질통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두 약제를 병

용 투여한 후 기계  자극시 항이질통 효과에 한 모르핀

과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상호작용을 찰하고

자 하 다. 한 모르핀 는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인 

naloxone 는 methysergide를 처치한 후 두 약제를 병용 

투여했을 때 항이질통 효과의 변화를 찰하고자 하 다. 

상  방법

  이 실험은 본원의 동물 리  사용 원회의 승인과 규

정에 의거하 으며, 모든 동물들은 생체 통증연구에 한 

윤리지침에 따라 취 되었다. 몸무게 160−180 g의 수컷 흰

쥐(Sprague-Dawley)를 사용하여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상자에 넣어 사육실에서 최소한 3일 이상 주 환

경에 응시키며 12시간(오  6시−오후 6시)의 주기성을 

유지시켰다. 통증반응을 찰하는 모든 실험은 주기성에 

의한 오차를 이기 해 오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의 

일정한 시간 에 시행하 다. 

  마취를 해 100% 산소와 4−5 vol% 엔 루란이 분당 3 

L로 흐르는 마취유도상자에 실험쥐를 넣은 후 움직이지 않

으면 쥐를 꺼내 마스크를 우고 엔 루란을 3 vol%로 하

여 자발호흡을 유지시키면서 마취상태를 유지하 다. 배부

를 면도한 후 알코올과 베타딘으로 소독하 으며 제 4 요

추부에서 제 3 천추부까지 피부를 정 개하고 등근육을 

분리시켰다. 미경하에서 좌측 제 6 요추부 횡돌기와 천추

부가 잘 노출되도록 한 후 제 6 요추부 횡돌기 일부를 제

거하고 척추간공을 통해 나와 비스듬히 외하부로 함께 진

행하는 제 4, 5 요부 척수신경을 찾아 유리 으로 조심스럽

게 분리한 후 제 5 요부 척수신경을 6-0 black silk로 두 번 

완 히 결찰하 다. 같은 방법으로 천추부 상단부 장골능 

직하방에서 제 6 요부 척수신경도 결찰하 다.2) 수술부 를 

지 하고 4-0 vicryl로 2단계 합하 고 복강 내로 5 ml의 

생리식염수를 주사하 다. 

  통증모델 제작 1주일 후 척수강 내로 약물을 투여하기 

해 엔 루란 마취하에서 카테터 거치술을 시행하 다. 마

스크를 우고 100% 산소에 엔 루란을 3 vol%로 하여 자

발호흡을 유지시키는 마취상태에서 실험쥐를 입체정 고정

(stereotaxic frame)에 고정시킨 후 후두경부 정 선에서 

개하 으며 근육을 분리하고 경막을 주사침으로 천자하여 

척수액이 나오는지 확인 후 길이 8.5 cm의 PE-10 튜 를 요

부확장부인 제 12 흉추와 제 1 요추부 에 카테터의 말단

이 치하도록 척수강내에 거치하 다.14) 실험에 사용되었

던 흰쥐는 실험종료 후 희생시키고 해부하여 카테터의 말

단이 요부확장부에 정확히 치하는지 확인하 다. 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실험에서 제외하 다.

  좌측 요부척수 신경결찰술과 카테터 거치술을 시행하고 

쥐가 마취에서 회복된 후 보행자세, 척추의 기형, 환부측 

다리의 구부림 등을 찰하여 운동손상 증후가 보이면 실

험에서 제외시켰으며, 수술 후 7일째까지 이질통 유무를 검

사하여 이질통 역치가 4.0 g 이상일 경우는 실험에서 제외

하 다. 최소한 5일 이상 경과한 뒤 몸무게가 수술 과 비

슷해지면 실험을 시행하 는데 동일쥐에서 1−2회의 시험

을 시행하되 잔여효과의 향을 없애기 해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험하 다. 

  이질통에 한 행동 찰 실험은 쥐의 발바닥을 잘 찰

할 수 있도록 바닥이 가늘고 촘촘한 철망으로 만들어진 

라스틱 실험상자에 넣고 15분 이상 응시킨 뒤, 쥐의 움직

임 등이 조용해지면 8개의 연속된 굵기의 von Frey filaments 

(0.4, 0.7, 1, 2, 4, 6, 8, 15 g, Stoelting, USA)를 사용하여 연

속 인 반응을 up-down method로 평가하는데, filaments를 

좌측 환부 발바닥에 수직으로 시키고 5−6 간 유지시

켜 쥐가 신속한 회피반응을 보이거나 는 filaments를 떼면

서 즉시 움찔하거나 발바닥을 핥으면 양성반응을 보인 것

으로 간주하 다.15) 이 게 측정한 역치  약물투여 에 

측정한 수치를 기 치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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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의 역치를 측정하 다. 약물의 투여용량과 투여시기는 

비실험의 결과와 경험을 토 로 하여 정하 다. 

  투여약물  morphine sulfate (MW = 668.76; RBI,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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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 course of antiallodynic effects by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morphine. These curves show a dose-dependent 

antiallodynic effect in each group.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Asterisks indicate that mean percent maximum possible 

effect (%MPE) of each group for antiallodynia at the same time 

point is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Fig. 2. Dose-response curves from the peak effects of percent 

maximum possible effect (%MPE) for antiallodynia in the 

morphine. These curves show a dose-dependent antiallodynic effect.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Doses (μg) are represented 

logarithmically on the X axis and peak %MPE is represented on 

the Y axis. Asterisks indicate that the mean %MPE of each group 

is significant compared with the smallest dose. *: P ＜ 0.05.

와 citalopram (MW = 405.30; RBI, USA)은 생리식염수에 용

해시켜 만들었으며, paroxetine (MW = 445.44; RBI, USA)은 

dimethyl sulfoxide (DMSO, minimum 99.5%) 용액에 용해시

킨 후 생리식염수로 희석하 다. 모든 경우에서 10μl용

에 각 농도의 약제들을 만들어 카테터에 연결한 Hamilton 

주사기(MicroliterTM #702, Hamilton Co., USA)로 30 에 걸쳐 

서서히 척수강내로 주사하 고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주사

하여 카테터 내의 약물이 척수강내로 모두 주입되게 하

다. 

  항이질통 효과는 각 군에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maxi-

mum possible effect (%MPE)를 구하여 비교하 다. 

(투약 후 역치 − 투약  역치)

항이질통 효과(%MPE) = ━━━━━━━━━━━━━━ × 100

(15 g − 투약  역치)

  실험구성은 첫째, 모르핀 0.1, 0.3, 1, 3, 10μg을 척수강 

내로 투여하고 항이질통 효과를 찰하여 용량-반응곡선을 

작성하고 50% 유효용량(ED50)을 구하 다. 둘째, 선택  세

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citalopram과 paroxetine을 각각 100

μg 는 300μg을 척수강 내로 투여 후 항이질통 효과를 

찰하 다. 

  셋째, 모르핀의 50% 유효용량과 citalopram 는 paroxetine 

300μg을 각각 척수강 내로 병용투여하고 항이질통 효과의 

변화를 찰하 다. 넷째, μ 수용체 길항제인 naloxone 10

μg 는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인 methysergide 300μg 

을 각각 처치 하고 15분 후 두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 항

이질통 효과가 경감되는지 찰하 다. 다섯째, naloxone과 

methysergide가 각각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모르

핀의 항이질통 효과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해 

naloxone 10μg과 citalopram 는 paroxetine 300μg을 병용

투여 하거나, methysergide 300μg과 모르핀의 50% 유효용

량을 병용 투여한 후 항이질통 효과를 찰하 다.

  약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알아보기 해 운동기능장애, 

진정정도, 배뇨양상을 찰하 다. 진정정도는 자발행동의 

변화양상과 가벼운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로 평가하

고, 운동기능장애에 한 평가는 쥐의 자세, 체 부하, 가벼

운 자극에 한 회피반응 정도, 바로잡기반사 혹은 보

행반사 등의 반응을 찰하여 결정하 으며, 배뇨양상은 배

뇨 횟수의 변화를 찰하 다. 

  통계분석은 Sigma Stat (version 2.03, Systat software, USA) 

로그램을 사용하 다. 조군이나 각 군간의 비교는 One 

Way ANOVA test를 사용하 으며, Tukey method로 사후검

정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오차로 나타내었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각 군의 모든 실험에 사용된 흰쥐에서 실험에 지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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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ime course of antiallodynic effects by intrathecal injection of morphine (0.3 or 1μg) plus citalopram 300μg. Additionally, this 

graph shows the time course of the antiallodynic change on pretreatment groups. Pretreatment with naloxone 10μg or methysergide 300μg 

was performed 15 min before injection of morphine plus citalopram.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Asterisks indicate that mean 

percent maximum possible effect (%MPE) of each group for antiallodynia at the same time point is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B) Time course of antiallodynic effects by intrathecal injection of morphine (0.3 or 1μg) plus paroxetine 300μg. 

Additionally, this graph shows the time course of the antiallodynic change on pretreatment groups. Pretreatment with naloxone 10μg or 

methysergide 300μg was performed 15 min before injection of morphine plus citalopram.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Asterisks 

indicate that mean percent maximum possible effect (%MPE) of each group for antiallodynia at the same time point is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Fig. 3. Time course of effects by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selective serotonine reuptake inhibitors (citalopram or paroxetine). 

There is no antiallodynic effect by selective serotonine reuptake 

inhibitors.

는 운동장애나 심한 진정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모르핀은 각 투여용량에 비례하여 용량의존 으로 항이

질통 반응을 나타내었다(Fig. 1). 각 농도별로 차이는 있었

지만 척수강내 투여 15−30분 후 최 효과를 나타내었고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여 3시간 이후에는 거

의 기 치 수 으로 회복되었다. 

  모르핀의 50% 유효용량(신뢰도 구간)은 1.0μg (0.8−1.3)이

었고, 기울기(신뢰도 구간)는 43.3 (36.7−49.9)이었다(Fig. 2).

  Citalopram, paroxetine의 경우 의미있는 항이질통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Fig. 3).

  모르핀의 50% 유효용량과 citalopram 는 paroxetine을 척

수강내 병용투여 시 항이질통 효과가 의미있게 증가하 다

(P ＜ 0.05), 척수강내 투여 15−30분 후 최 효과(92%, 

98%)를 나타내었고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여 

3시간 이후에는 거의 기 치 수 으로 회복되었다(Fig. 4).

  Naloxone과 methysergide를 각각 처치한 경우 두 약제의 

병용투여로 인한 최  항이질통 효과가 의미있게 경감되었

다(Fig. 4). 

  Naloxone과 Methysergide는 각각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모르핀의 항이질통 효과에 향을 주지 않았다

(Fig. 5).

  운동기능 장애, 진정, 배뇨 장애 등의 부작용을 찰하

으나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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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idence of Side Effects after Intrathecal Morphine, Selective 

Serotonine Reuptake Inhibitor and Morphine-Selective Serotonine 

Reuptake Inhibitor Combination

Side effects (%)

Dose (μg) Number of rats

Motor
Sedation Urination

weakness

 Morphine

    0.1 9 - -  -

    0.3 9 - -  -

    1 9 - -  -

    3 9 - 1 (11)  -

   10 9 - 2 (22)  -

 Citalopram 300 9 - -  1 (11)

 Paroxetine 300 9 - -  -

 Morphine + Citalopram                                 
9 - 1 (11)  1 (11)

  1.0 + 300

 Morphine + Paroxetine                  
9 - 1 (11)    -    

  1.0 + 300 

Fig. 5. Time course of antiallodynic effects by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morphine (1 or 10μg) plus methysergide and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citalopram or paroxetine) 

plus naloxone. The antiallodynic effect of morphine is not changed 

by methysergide.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M.

고      찰

  이번 실험에서는 척수신경 결찰 후 유발된 이질통 쥐에

서 모르핀과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각각 척수

강 내로 투여하여 항이질통 효과를 찰하 다. 모르핀은 

항이질통 효과가 용량의존 으로 나타났으나 선택  세로

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경우 이질통을 감소시키지 못하 다. 

그러나 모르핀과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척수강 

내로 병용 투여 시 항이질통 효과가 의미 있게 증가됨을 

찰하 다. 

  말  신경 손상 후 유발성 이질통이 나타나는데 경

미한 자극에도 구심성 신경 달체계에서의 정보가 비정상

으로 달되기 때문이다.16) 한 말  신경의 말단부와 

후근 신경 에서 자발 으로 신경 활동성이 증가하거나,17) 

척수후각의 신경세포에서 연 부의 구조  변화가 생기거

나18) 혹은 단된 굵은 Aβ 신경섬유인 유수신경의 추부

쪽 말단에서 척수후각의 표재부에 존재하는 lamina II 부

로 신경이 자라 들어가는 구조 인 재편 상에 의하여 Aβ 

신경섬유가 매개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16,19,20) 

이질통은 통증 감각 체계의 기능 인 변화로 래되는 지

속  통증의 하나로, “정상에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

극으로도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신경병증 통증에서 나타나는 지속  통증은 뇌와 척수내

의 상행 통증 달로와 하행 통증 달로 내의 민감도 변화

로 나타난다.21) 다양한 신경 달 물질이 상하행 통증 달로

의 조 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로토닌과 노

르에피네 린이 하행 통증 달로에서 내인성 진통기 의 

주요 매개체로 생각되고 있다.22-27)

  신경병증 통증의 치료에는 흥분성 차단제, 항우울제, 아

편유사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11) 항우울제의 진통 효과의 

기 은 완 히 밝 지지 않았으며 삼환계 항우울제는 노르

아드 날린 는 세로토닌 등 단가아민의 재흡수를 억제하

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2) 뇌간과 척수를 따라 하행하는 

노르아드 날린과 세로토닌 시스템은 통증 신호가 일차 구

심성 뉴런에서 척수후각으로 달되는 것을 조 하며 척수

는 항우울제의 진통 작용을 나타내는데 요한 장소이나28) 

신경병증 통증에 있어 세로토닌의 역할은 알려진 바가 많

지 않다. 척수강 내로 투여 된 세로토닌의 척수 내 작용에 

5-HT2 수용체 작용제가 필수 인 역할을 하며,29) 5-HT2 수용

체 작용제의 신경병증 통증 억제 기 은 5-HT2A, neurokinin-1 

(NK1), 무스카린 수용체를 통한 아세틸콜린의 척수 내 유리

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0)

  흰쥐에서 척수강 내로 투여된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는 

포르말린으로 유발된 통증에 하여 성기 진통 효과를 

보 고31) 신경병증 통증 쥐 모델에서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

제를 척수강 내로 투여했을 때 이질통을 억제했다는 보고

가 있으나29)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신경병증 통

증의 치료에서 기 만큼 효과 이지 못하 다.10,32)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citalopram은 imipramine과 비교해 

덜 효과 이지만 더 나은 순응도를 보이며 약에 비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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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신경병성 증상 감소의 효과를 보 다.33) 요추 제 5, 6번 

척수 신경을 결찰한 신경병증 통증 쥐 모델에서 신 으

로 투여된 citalopram은 기계  자극에 한 통증 반응은 감

소시키지 못하 으나 열성 통각과민을 감소시킨 보고도 있

다.34) Paroxetine은 만성 으로 반복되는 두통 치료에 다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32) 마우스를 이용한 hot plate 

실험에서 성기 통증 감소를 보 다.35,36) Paroxetine 은 방

사성 리간드 부착실험에서 무스카린 수용체에 약한 친화력

을 보 으나 다른 수용체에는 친화력이 없었다.37) Paroxetine

은 무스카린 수용체에 한 친화력이 약하므로 단독 사용

시 척수에서 항이질통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30) 신경병증 통증 쥐 모델에서 척수강내 투여된 

paroxetine은 단독으로는 항이질통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

다.10) 이러한 보고들은 이번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와도 일

치한다.

  모르핀과 같은 아편유사물질 수용체 작용제는 항이질통 

작용에 해 논란이 많은데 일부에서는 임상이나 동물실험 

모두에서 신경병증 통증에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 으

며,6,7) 다른 연구에서는 제 5, 6척수신경을 결찰한 후 유발

된 기계  이질통에 하여 뇌 뇌실 내로 혹은 복강 내

로 모르핀을 투여하여 효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척수강 내

로 투여한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 다.38) 그러나 이

번 실험에서는 모르핀 0.1−10μg을 척수강 내로 투여하여 

기계  항이질통 효과가 증가되는 것을 찰하 으며 이러

한 사실과 일치하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8,9) 모르핀이 항이

질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lamina II 부 에서 분비되는 

substance P를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naloxone을 처치하여 이러한 모르핀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항이질통 효과가 역 되었다는 보고도 있

다.39)

  신경병증 통증의 발생 기 이나 증상이 매우 다양하여 

여러 약리학  표 에 기 한 조합치료를 시행하면 부작용

은 감소시키고 진통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실험에

서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항이질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르핀과 병용투여

로 모르핀의 항이질통 효과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증가의 

기 을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투여된 약제들의 청소

(clearance)의 변화, 두 약제의 친화성의 변화 는 두 약제

의 수용체 간의 기능  상호작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병용투여 군의 작용시간이 단독투여 군 보다 히 증가

되지 않았으므로 청소의 변화가 주된 원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실험에서 모르핀과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상호작용이 부가작용 는 상승작용인지 구별하

기는 어렵다. 두 약제의 상승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

는 isobologram을 작성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만,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항이질통을 나타내지 못하 으

므로 isobologram을 작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두 약제의 친

화성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수용체 간의 기능  상호

작용이 있었다면, 항이질통의 증가이외에 운동기능 장애나 

진정작용, 배뇨와 같은 부작용도 함께 증가되어야 할 것이

지만, 이번 실험에서 의미있는 부작용의 증가는 찰되지 

않았으므로 수용체 간의 기능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의 기 으로 신경손상 후 약제

의 작용부 의 변화, 수용체 숫자의 변화, 수용체 기능의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번 실험에서는 길항제에 의한 역  효과를 알아보기 

해 naloxone과 methysergide를 각각 처치한 후 두 약제

를 병용 투여하 으며, 병용투여로 인한 최  항이질통 효

과가 의미있게 경감됨을 찰하 다. 이를 볼 때 척수신경

결찰 흰쥐에서 척수강 내로 투여된 모르핀의 항이질통 효

과가 증가하기 해서는 세로토닌의 작용이 필요함을 추측

할 수 있다. 모르핀과 methysergide간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생각하 으나, 향이 없는 것으로 찰되었다. 선택  세

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naloxone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자 하 으나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항이질통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naloxone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

려웠다.

  약제를 투여하는데 있어 부작용을 이고 상승 효과를 

얻기 해서 특이 인 약제로 소량씩 병용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경구용

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척수강 는 정맥을 통한 투여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으로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척수신경결찰 흰

쥐에서 모르핀을 척수강 내로 투여하여 항이질통 효과를 

확인하 으나, 척수강 내로 투여된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항이질통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모르핀과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척수강 내로 병용 투여

시 항이질통 효과가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볼 때, 모르핀

이 항이질통 효과를 나타내는데 세로토닌 수용체가 일부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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