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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허혈후 통증 모델의 척수 후각에서 N-acetyl-L-cystein이 
GABA성 사이신경세포의 자멸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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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 of the GABAergic interneuron in the dorsal horn of 
the chronic post-ischemic p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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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t is well known that the GABAergic inhibitory interneuronal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ulation of the 

noxious stimulation transmitted from the primary afferent input.  Some studies have revealed the role that the GABA inhibitory inter-

neuronal system plays in the modulation of pain transmission and the changes in the GABAergic interneurons that occur during the 

neuropathic pa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poptosis of the GABAergic interneuron, which is assumed to contribute 

to neuropathic pain.  

  Methods:  Male Sprague-Dawley rats weighing 290−310 g were used to create a CPIP (chronic post-ischemic pain) model, which 

was made by placing a tourniquet on the left hindpaw of the rats.  The tourniquet was maintained for 3 hours, after which it was 

released to allow reperfusion.  Thirty minutes prior to reperfusion, N-acetyl-L-cysteine (NAC group) or normal saline (control group) 

was injected.  After reperfusion, mechanical allodynia and cold allodynia were measured.  In addition, the release of cytochrome c 

into the cytosol was evaluated through western blot or immunohistochemistry of the spinal cord.  

  Results:  Mechanical and cold allodynia developed and the number of GABA interneurons was reduced in the control group.  

Additionally, The cytochrome c from the GABA interneuron was released into the cytosol in the control group, but the amount released 

was reduced in response to treatment with NAC.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GABA interneuron in the Rexed laminae I, II released cytochrome c into 

the cytosol in CPIP neuropathic pain model, which is known to lead to apoptosis.  However, treatment with N-acetyl-L-cysteine pre-

vented this process.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350∼7)

Key Words:  Acetylcysteine,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s, Cytochrome c, Interneurons, Ischemia, Reperfusion.

서      론

  복합부 통증증후군은 비통증성 자극에도 이상감각과 과

민반응을 나타내는 신경 병증으로 말 감작과 추감작이

라는 신경 변조 과정을 거친다. 그  추감작은 주로 척

수 후각에서 다양한 기 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부분 일

차 구심성 신경의 과도한 흥분에 의한 흥분성 시냅스 활동

성이 증가되거나 싹자람과 같이 신경 도의 연결성이 증가

되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척수내의 억제성 조 능력의 

하나 소실 한 추감작의 요한 기 으로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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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척수 후각의 통각 억제성 신경세포들의 소실이나 이

들에서 분비되는 항진통 신경 달물질들의 고갈과 탈감작, 

말 신경의 손상이나 단 이후 시냅스  억제기 의 하나

인 일차 구심성 탈분극의 감소, C 신경섬유를 억제하는 A 

신경섬유 역할의 감소는 억제성 조 능력 소실의 라고 

할 수 있다[1-5]. 

  척수 후각의 통증 억제 경로로서 GABA와 GABA 신경세

포는 요한 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신경 달 억제

성 수용체  GABA 수용체는 추신경에서 가장 범 하

게 분포하는 신경 달물질이며 척수 후각에서 일차 구심성 

신경의 시냅스 후에 각각 분포하며[4] 통증 달을 억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BA 신경세포는 일차 구심성 신

경세포의 말단에 시냅스를 형성하여 시냅스  억제 작용을 

나타내거나[5,6] 일차 구심성 세포로부터 직  신호를 달 

받아 시냅스 후 기 에 의한 억제 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7,8]. 뿐만 아니라, capsaicin으로 말 신경을 자극한 통증모

델에서 GABA의 면역활성도가 감소한다거나[9] 부분  신

경손상을 입은 통증 모델에서 척수 후각의 GABA성 신경 

세포의 GABA 합성 능력 소실 혹은 자멸사[1] 등은 신경병

증성 통증의 발생 기 에 GABA성 억제 기 의 소실이 

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 다. 

  그러나 아직 신경병증의 척수 후각에서 GABA 신경 세포

의 변화나 자멸사의 기 에 한 자세한 보고는 드물며 알

려진 바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 신경의 손상 

없이 복합부 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제 1형 양상의 신경병증성 통증을 나타내는 만성 허

후 통증(chronic post-ischemic pain, CPIP) 모델을[10] 사용

하여 추성 감작에 GABA성 신경세포의 자멸사가 미치는 

향에 해 찰하고자 하 다.

상  방법

실험동물 

  실험 상으로 몸무게 290−310 g의 수컷 Sprague-Dawley

계 흰쥐를 사용했다.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

록 하 고, 사육실은 오  7시부터 녁 7시까지 12시간은 

밝게 하고 나머지 12시간 동안은 어둡게 하 다. 실험 쥐의 

수는 최소한이 되도록 실험 설계를 하 다. 모든 실험은 병

원 의학연구소의 동물실험 원회 지침에 따라 시행하 다.

　실험 쥐는 enflurane으로 마취한 다음 쥐의 왼쪽 뒷다리 

발목  바로 윗부분에 내경이 5 mm 정도의 O형 고리를 

단단하게 묶어서 3시간 동안 유지하 다. O형 고리는 쥐의 

발에 허 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압력으로 3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 다. O형 고리의 거치는 반으

로 자른 5 ml 빈 주사기 통에 고리를 감은 후 쥐의 왼쪽 

뒷발을 주사기 통속에 어 넣고 고리를 발목 쪽으로 말아 

올리는 형식으로 하 다. 묶은 고리는 거치 3시간 후 제거

하여 재 류를 시켰다.

  실험쥐를 정상군(normal, n = 4), 조군(control, n = 8)과 

NAC군(NAC, n = 8)으로 나 어 NAC군에서는 재 류 30분 

 NAC 500 unit/kg를 복강 내로 투여하 고, 조군에는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 다. 재 류 후 1일, 3일에 통

증행동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척수를 추출하여 western blot, 

면역형 검사 등을 실시하 다. 재 류 후 1일째 NAC군에

서 1마리, 3일째 조군과 NAC군에서 각 1마리씩 죽었다. 

따라서 실험에 포함된 쥐는 정상군 4마리, 재 류 후 1일째 

조군 4마리와 NAC군 3마리, 재 류 후 3일째 조군 3마

리와 NAC군 3마리가 되었다. 

행동반응검사

  기계  통증역치를 측정하기 하여 허 -재 류 손상 

, 재 류 후 1일(Day1), 3일(Day3)째 흰쥐를 바닥에 가는 

철망이 깔린 라스틱 상자에 넣어 환경에 응할 수 있도

록 20분간 안정시킨 후, Touch TestTM (Stoelting, Illinois, 

USA) von Frey filament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발바닥에 

차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기계  자극을 가하여 

발을 날카롭게 회피하거나 털거나, 필라멘트 자극에 하여 

움찔할(flinching) 때를 양성 반응으로 한정하고 그 때의 필

라멘트 강도를 측정하 다. 이때 정확한 측정을 하여 von 

Frey filament가 약간 구부러질 때까지 압력을 가하 으며 

양성반응에 한 정의를 기 으로 하여 Chaplan 등의[11] 

up-down법을 시행하여 통증역치를 계산하 다.

  냉감각 통증 빈도를 측정하기 하여 허 -재 류 손상 

과 후 1일, 3일째 흰쥐를 바닥에 가는 철망이 깔린 라

스틱 상자에 넣어 환경에 응할 수 있도록 20분간 안정시

키고 발바닥에 아세톤방울(15 μℓ)을 떨어뜨렸다. 방울이 맺

 있는 의 끝 부 가 직  발바닥을 기계 으로 자극하

지 않도록 하 다. 자극을 가한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하면 

이를 회피반응으로 보았으며, 아세톤방울이 발에 가해진지 

2−5  내의 반응을 양성으로 정하 고 3−5분 간격을 

두고 5회 실시하여 그 횟수를 백분율로 표시하 다[12]. 

면역형 검사

  척수 분  L4,5에 해당하는 부 를 동결시켜 cryostat에서 

6 μm의 두께로 잘라내었다. 2시간 정도 말린 후 cold ace-

tone에 10분간 고정시키고 PBS에 세척한 후 GABA, cyto-

chrome c, mitochondrial OxPhos Complex IV subunit I에 한 

3  면역형 검사를 같은 편에서 시행하 다. 비특이 인 

반응을 방지하기 해 1% BSA (bovine serum albumin)에 1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첫 번째 일차항체 cytochrome c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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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t shows the time course of mechano-allodynia in the ipsi-

lateral hind paw of normal, control and NAC groups, as de-

termined by the von Frey monofilament test. Withdrawal threshol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day 1 and 3 after 

reperfusion (*P ＜ 0.05). Withdrawal thresholds of control and 

NAC rats were significantly reduced from Base at day 1 and 3 

(
†

P ＜ 0.05). Base: preischemic stable state, NAC: N-acetyl-L- 

cysteine.

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Massachusetts, USA)를 하룻

밤 반응시켰다. PBS에 세척 후 이차항체 anti-rabbit immuno-

globulins-TRITC (Dako Denmark, Produktionsvej, DK; red col-

or)를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PBS에 세척 후 1% BSA를 30

분 동안 반응시켰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일차항체 GABA an-

tibody (abCam, Share, UK)를 하룻밤 반응시킨 다음 PBS로 

세척한 후 이차 항체 Alexa Fluor 633 anti-rabbit IgG (Invi-

trogen, Oregon, USA; blue color)를 anti-OxPhos Complex IV 

subunit I Alexa Fluor 488 conjugate (Molecular Probes, Pai-

sley, UK; green color)와 섞어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로 세척 후 덮개 유리로 입 후 Leica TCS SP2 (Leica 

Microsystems Heidelberg GmbH, Germany) confocal laser mi-

croscopy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확 된 상을 얻었

다.

  Rexed laminae I, II에 해당하는 부 에서 배경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GABA, cytochrome c, OxPhos Complex IV subunit 

I에 해당하는 immunoreactivity (GABA-LI, cytochrome c-LI, 

OxPhos-LI)를 찰하 다. 400배에서 GABA 신경세포를 

찰하고 GABA-LI의 강도를 측정하 다. 1,600배 에서 GABA 

양성 세포의 OxPhos Complex IV subunit I과 cytochrome c 

분포를 공  상을 통하여 조사하 다. 측정은 미토콘드

리아의 분포를 의미하는 OxPhos Complex IV subunit I의 

immunoreactivity에 해당하는 부 에서 cytochrome c의 im-

munoreactivity를 동시에 측정하여 장의 분포가 얼마만큼 

유사한지 컴퓨터 로그램을 통하여 평가하 다.

Western blot

  L5 분 을 포함한 출된 쥐 척수를 250 mM sucrose, 20 

mM Tris-HCL (pH 7.4), 1.5 mM Na-EDTA, 1.5 mM Na- 

EGTA, 1 mM MgCl2, 1 mM DTT (Sigma-Aldrich, St. Louis, 

USA), 20 mM KCl (Samchun Pure Chemical, Pyeongtaek, 

Korea)로 구성된 완충용액에 균질화시켰다. 이 균질액을 일

차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만 다시 원심분리 해서 상층액을 

세포질분획으로 사용하 다. 

  추출한 단백질을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Rockford, 

USA)로 정량하고 동일량의 단백질(50 μg)을 sodium dode-

cyl sulfate-polyacryl amide gel eletrophoresis (SDS-PAGE)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 (MILLIPORE, Bedford, 

USA)에 transfer하 다. 이 nitrocellulose membrane을 5% Al-

bumin Bovine (BSA, Ohio, USA)를 함유한 Tris buffered sal-

ine-Tween (10 mM Tris-HCl pH 7.4, 0.1 M NaCl, 0.1% 

Tween 20)으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비특이  단백질에 

한 반응성을 차단한 후 β-actin, cytochrome-c에 한 항체

와 하루 동안 4oC에서 반응시키고, Tris buffered saline- 

Tween으로 1시간 동안 세척한 후 β-actin에 한 2 차 항

체인 anti-rabbit IgG, cytochrome-c에 한 2차 항체 anti- 

mouse IgG2B로 실온에서 각각 1시간 30분씩 반응시켰다. 반

응이 끝난 뒤 역시 Tris buffered saline-Tween로 1시간 30분

간 수세 후 이어서 각 항체에 한 응 단백질 band는 en-

hanced chemiluminescence (Amersham Biosciences, Bucking-

hamshire, UK) detection 방법으로 확인하 다.

통계

  모든 수치는 평균 ± 표 오차로 표시하 다. 통계는 Sigma-

Stat 3.1 program (SPSS institute,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기계  통증, 냉감각 통증은 Friedman 비모수 검정, 면

역형 미경 검사는 chi-square test, western blot 결과의 군

간 비교는 각각의 날짜에서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

다. 95% 신뢰구간(P ＜ 0.05)을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행동반응검사

  기계  통증역치 검사 결과는, NAC군과 조군 쥐의 환

측 발에서 실험 과 비교하여 1일과 3일에서 통증 역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1일과 3일에서 각 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5, Fig. 1). 냉감각 통증 빈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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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ocal immunofluorecence images show GABA like immunoreactivity neuronal profiles (blue). Immunofluorecence analysis re-
vealed diminished and shrinkage of GABAergic neuron in control group. The fluorescence intensity profil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at 
day 1 and 3 in control groups (control1 and control3)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1 
and NAC3. NAC1 and NAC3: the results of the day 1 and 3 in group NAC (*P ＜ 0.05).

Fig. 2. It shows the time course of cold-allodynia in the ipsilateral 
hind paw of normal, control and NAC groups, as determined by the 
acetone drop test. Flinching frequency was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day 1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normal and NAC 
groups at day 3 (*P ＜ 0.05). Withdrawal thresholds of control and 
NAC rats were significantly reduced from Base at day 1 and 3 (

†
P 

＜ 0.05). Base: preischemic stable state, NAC: N-acetyl-L-cysteine. 

결과, NAC군과 조군 쥐의 환측 발에서 실험 과 비교하

여 1일과 3일의 냉감각 통증 반응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1일째 세군 간에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3

일째는 정상군과 NAC군 간에는 통계 인 차이는 없었다(P ＜ 

0.05, Fig. 2).

면역형 검사

  Rexed laminae I, II에서 GABA 신경세포의 수는 control 

군에서 정상군과 NAC군에 비하여 세포의 수가 어들어 

있으며 모양도 수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ABA 형

 장의 평균 진폭이 control군에서 가장 낮아 GABA 자

체도 많이 어 들어있음을 형  강도 도표에서 알 수 있

었다(Fig. 3). 

  GABA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의 분포와 cytochrome c의 

분포를 알아보기 해 컴퓨터 로그램을 통한 공  이

미지를 이용하 다. 공  이미지상에서 미토콘드리아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을 고 그 선 에서 각 미토콘드리아와 



 Vol. 57, No. 3, September 2009  Korean J Anesthesiol

354

Fig. 4. Triple confocal immunoassay shows OxPhos-LI (green), cytochrome c-LI (red) and GABA-LI neuronal profiles (blue). The fluo-

rescence intensity profiles reported that cytochrome c staining no longer colocalized with anti-OxPhos Complex IV subunit I in GABAergic 

neurons, meaning that an indicative of its cytosolic redistribution of cytochrome c. The fluorescence intensity profiles reported in the dia-

gram correspond to the lines drawn in the confocal images.

cytochrome c 각각에 해당하는 장에 한 형  강도를 도

표로 나타내 두 장의 일치 여부를 찰하 다. 미토콘드

리아의 OxPhos Complex IV subunit I의 강도에 해서 cyto-

chrome c의 면역형  강도가 ±20%의 범 에 있을 때 서로 

일치한다고 정의하 다. 찰 상은 3일째 표본  각 군당 

세 개의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 다. 한 표본에서 10개씩 각 

군당 총 30개의 GABA 세포를 조사했다. 정상군에서는 두 

장 가 잘 일치하여 찰된 GABA 세포의 수는 약 26개

로 체 조사 상의 약 87%에서 일치함을 보 다. Control

군에서는 약 53% (16/30)의 세포에서 일치함을 보인 반면 

NAC에서는 약 77% (23/30)에서 서로 일치함을 보 다(Fig. 4).

Western blot 

  척수 L4,5 신경 세포의 세포질에 유리된 cytochrome c에 

한 western blot은 1일(Fig. 5A)과 3일(Fig. 5B)에 하여 

각각 시행하 다. 재 류 1일과 3일에서 각각 control군의 

cytochrome c가 normal이나 NAC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비록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형 미경검사 결과 등

을 참고로 찰 수를 더 늘린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복합부 통증증후군 제 1형의 특징을 나

타내는 CPIP 모델을 통하여 통각 달의 변조 과정에 요

한 역할을 하는 척수 후각에서 GABA 신경세포의 감소와 

자멸사의 기 에 해서 알아보았다. 자멸사의 연구 방법에

는 자 미경, TUNEL 염색, annexin 염색, caspas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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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estern blot shows the amount of cytochrome c which was released into the cytosol. (A) the amounts of cytochrome c was ele-

vated in the control group and reduced in NAC group in post-reperfusion day 1,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 The amounts 

of cytochrome c was elevated in the control group and reduced in NAC group in post-reperfusion day 3,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ssays, DNA fragmentation assays, subG1/G0 세포의 증가, 미

토콘드리아 막  변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멸사의 결과로 생성되는 핵의 변화보다는 cas-

pase 의존형 자멸사 기 의 한 원인으로서 미토콘드리아의 

변화와 그로부터 세포질로 유리되어 나온 cytochrome c의 

변화를 찰하고자 하 다.

  실험에 이용한 CPIP 모델은 신경의 손상이 없는 복합부

통증증후군 제 1형을 잘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시간 동안의 허  후 재 류로 쥐의 발에 발 , 부

종이 생기고 심지어 삼출액이 배어 나오기도 하지만, 자

미경상의 경골신경이나 분지신경들의 신경손상은 발견되

지 않았다고 한다[10]. 이것은 허 -재 류가 신경의 손상 

없이 조직의 손상과 복합부 통증증후군의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통은 빠르게는 재 류 후 

8시간에서 찰되기는 하지만 개 1일째부터 시작되어 4

주 이상 기계  혹은 냉감각 이질통을 나타낸다.

  복합부 통증증후군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추성 

감작 기 은 통증 달경로의 활동 역치의 감소나 신경

말단의 싹자람을 통한 시냅스 면 의 확 뿐만 아니라 억

제성 활동의 감소도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통증 달의 

억제 경로 에서도 GABA 신경세포는 척수후각의 교양질

과 Rexed laminae VII에 주로 치하면서[13] 일차 구심성 

신경의 말단의 시냅스 과 후에서 통증 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GABA 신경세포와 일차구심성 말단과는 서로 

축삭축삭 계나 축삭가지돌기 혹은 축삭세포체 계로 서

로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 축삭축삭 계는 시냅스  연

을 의미하고, 축삭가지돌기 혹은 축삭세포체 시냅스는 일차 

구심성 신호를 달 받아 이차 구심성 신경세포로의 달

을 조 한다[14,15]. 이차 구심성 신경의 돌기 가지와 일차

구심성 신경의 말단 그리고 GABA 신경세포의 축삭이 서로 

연 하여 사구체를 형성하기도 한다[15].

  일차 구심성 신경의 말단에서 유리된 glutamate 등의 흥분

성 신경 달 물질들은 이차 구심성 신경 세포를 흥분시키

기도 하지만 GABA 세포의 시냅스 에 작용하여 GABA의 

분비를 진한다. 과도한 자극으로 사구체에 연 한 GABA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된 다량의 GABA는 오히려 GABA분비

를 제한하여 통각을 진하기도 한다[16]. 때로는 일차 구심

성 탈분극을 일으켜 역방향 도를 통해서 말 의 염증을 

증가시키기도 한다[17]. GABA 세포의 이런 다양한 연  

계와 반응들은 연구와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보다 많

은 연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포가 스트 스, 허  등의 여러 가지 유발인자에 노출

되면 스트 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protein kinase인 JNK가 

활성화되면서 자멸사를 진시키는 유 자인 Bad, Bax를 활

성화시킨다. 이것은 자멸사 억제유 자인 Bcl-2나 Bcl-xL의 

작용을 억제하여 캐스페이즈 캐스 이드(caspase cascade)를 

진시킨다[18]. 그리고 세포 표면에 정상 으로 존재하는 

Fas와 TNF (tumor necrosis factor) 등의 수용체에 리간드 결

합을 하면 이러한 죽음신호가 세포질로 달되어 캐스페이

즈 8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자멸사 진 유 자인 Bid를 

활성화하여 cytochrome-c 분비를 진시켜 자멸사를 유발하

기도 한다[19].  다른 기 으로는 세포내 소포체에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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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가해지는 경우 Ca2＋가 직 으로 캐스페이즈 캐스

이드를 진시켜서 자멸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한 

Ca2＋은 Bcl-2를 억제하여 미토콘드리아를 통하여 cytochro-

me-c 분비를 진시켜 캐스페이즈를 활성화하여 자멸사를 

유발하기도 한다[20].

  뇌신경세포가 허 에 노출되면 glutamate가 calcineurin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Bad를 탈인산화 시켜서 Bad가 미토콘

드리아로 되면서 Bcl-2, Bcl-xL의 자멸사 억제 효과를 

방해하여 미토콘드리아로부터 cytochrome-c의 방출을 진

시킨다.  다른 경로는 glutamate가 암억제 유 자인 P53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Bax 활성화를 진시켜서 Bcl-2나 

Bcl-xL의 작용을 억제하여 미토콘드리아로부터 cytochrome-c

를 분비시킨다. 유리된 cytochrome-c는 결국 캐스페이즈의 

활성화를 진시켜서 자멸사로 진행하게 된다[20].

  미토콘드리아는 정상 호흡을 하면서 superoxide, hydrogen 

peroxide를 생성하지만, 정상 인 상태에서 superoxide는 su-

peroxide dismutase에 의해서 억제되어 기능을 못한다. 하지

만 산소증, 허  등에 노출된 경우는 과량으로 생산되어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하여 cytochrome c를 분비시켜 자멸사

를 진시킨다.  한편으론 산소증, 허 , cytokines 등에 

의해서 활성화된 nitric oxide synthetase에 의해서 L-arginine

으로부터 발생된 nitric oxide는 superoxide와 반응하여 perox-

initrite를 형성하고, 이것은  다시 미토콘드리아내의 항산

화기능의 가장 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MnSOD를 

괴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다. Macmillan-Crow와 

Cruthirds[21], Yamakura 등은[22] superoxide 제거제의 하나인 

M40403의 경막하 투여로 통증을 이는 연구를 통하여 신

경병증 동물의 척수에서 superoxide가 고농도로 계속 유지되

는 병태생리 의 하나는 MnSOD의 니트로화로 인한 super-

oxide 처리 능력의 하라고 하 다.

  NAC는 세포 내에서 호흡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활성산소

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제거하는 gluthathione의 

생성을 유도하거나 직  gluthathione의 구체가 되어 미토

콘드리아의 ROS 제거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glutha-

thione과는 별개로 세포내 신호 달체계에 향을 주기도 

하며 염증반응 감소 효과나 직 인 ROS 제거제 역할도 

한다[23,24]. 따라서 NAC는 범 한 항염증,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NAC가 어

떤 작용을 통해서 cytochrome c의 유리를 방지 할 수 있었

는지에 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신경병증의 진행에 GABA 세포

의 자멸사가 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NAC의 사용으로 cy-

tochrome c가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통증 억제 역할을 하는 GABA 신경세포는 

CPIP 모델의 척수 후각에서 그 수가 었고 조직형 미

경 검사상에서 cytochrome c가 세포질로 방출되는 변화를 

보 으며 western blot 상에서도 세포질의 cytochrome c의 증

가를 보 다. 반면 항산화제인 NAC의 투입은 cytochrome c

의 방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다. 이는 CPIP 모델의 신

경병증성 통증 발생 기 에 GABA 신경세포의 자멸사가 

요한 역할을 했으며, NAC는 자멸사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

과를 보 다. 다만 NAC의 효과가 범 해서 cytochrome c

의 유리를 어떤 기 으로 방지 할 수 있었는지 정확한 기

을 알기 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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