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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cycline Attenuates the Development of Allodynia:
An Immunohistochemical Study on CD11b, GFAP and c-Fos in
the Spinal Dorsal Horn in SD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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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Minocycline, a semisynthetic second-generation tetracycline, is an antibiotic
that has excellent ability to penetration into the CNS via the brain-blood barrier. Minocycline
has emerged as a potent inhibitor of microglial activation, and it is an effective neuroprotective
agent in experimental brain ischemia. Glial cell activation and proliferation are known to be
associated with neuropathic pain in the peripheral nerve injuries. Methods : The fifty percent
threshold of withdrawal responses was measured in the hindpaws of SD rats following tight
ligation of left fifth lumbar spinal nerve. Rats were sacrificed at 1, 3, 5, and 7 days and at 0.5,
1, 2, and 4 h post ligation (n=5/group/time point). Immunohistochemistry for GFAP, CD11b and
c-Fos was done on the spinal cord at the level of the fifth lumbar nerve. Minocycline (45 mg/kg)
and normal saline (300-400 L) were administered intraperitoneally, 1 day and 1 h before
the operations, and every day postoperatively until the rats were sacrificed. Results : Treat-
ment with minocycline reduced allodynia and the expressions of CD11b at 5 days and c-Fos
at 1 and 2 h post operation compared with the saline treatment (control). Conclusions : It
was thought that minocycline reduced the allodynia induced by tight ligation of the fifth lum-
bar spinal nerve in rats through the inhibition of microglial activation and c-Fos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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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통증의 발생에 한 Minocycline의 완화 효과: 

흰쥐의 척수 뒤뿔내 CD11b, GFAP 및 c-Fos에 한 면역조직화학 연구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직 손상과

관계가 있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증세이다. 통증은 인간이 살

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경고를 주는 것 이상으로 심한 통증을 유발할

때 이를 신경병증 통증(neuropathic pain)이라 하고, 그와 반

로 경미하거나 무해한 자극에도 반응하는 통증을 이질통증 혹은

무해자극통증(allodynia)이라 한다.1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이질

통증과 통각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발생기전의 연구와

함께 치료제를 개발하고 치료법을 알아내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2-5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아교세포가 활성화되는 것

이 만성 통증의 발생과 지속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계속적인

관심사이다.3-11

통각과민의 발생기전에 N-methyl-D-aspartate (NMDA) 수

용체의 활성화나 발현의 증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정상상태에

서 아교세포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말초부위로부

터 A 와 C 신경섬유를 통하여 도달한‘통증' 신호는 통증을 시

발하는 데 적절한 양의 excitatory amino acid (EAA)와 sub-

stance P (SP)를 유리시킨다. SP에 의한 NK-1 수용체의 활

성화와 EAA에 의한 AMPA (DL- -NH2-2,3-dihydro-5-

methyl-3-oxo-4-isoxazolepropanoic acid) 수용체의 활성화는

통증전달신경세포를 일시적으로 탈분극화하여 활동 전위를 만들

고, 이것을 뇌상부로 전달한다. NMDA-linked channel은 Mg2+

에 의해 막혀 있다. 통증 신호가 강력하고 지속적이면 통증전달

신경세포는 감작되어 다음에 오는 통증신호에 과잉반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신호는 NMDA-linked channel에서 Mg2+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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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충분하여 통증전달신경신포를 탈분극화한다. 따라서 Ca2+

의 세포내 유입은 cNOS를 활성화시켜 L-arginine을 NO로 전

환시킨다. 이것은 가스이기 때문에 통증전달신경세포 밖으로 확

산된다. 이 NO는 연접전세포가 과량의 SP와 EAA를 유리하게

하고 연접후세포의 흥분성을 증가시킨다.8 미세아교세포와 별아

교세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각과민의 매개자로 관심을 끈

다. 1) 활성화된 아교세포는 ROS, NO, prostaglandins, 기타

아라키돈산 산물과 같은 척수의 통증-반응성 신경세포를 흥분시

키는 물질을 유리하게 한다.12 2) 활성화된 아교세포가 유리시킨

물질들은 척수 뒤뿔내 연접을 가지는 감각신경세포의 '통증' 전

달물질의 유리를 증가시킨다.13,14 3) 미세아교세포와 별아교세포

는 양성되먹임고리(positive feedback loop)를 형성하여 통증매

개물질을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한다.12 4) 아교세포로부터 유리

된 물질들은 자가분비 및 주변분비 작용을 하여 척수의 활성도

에 전반적인 향을 준다.15,16 5) 아교세포는 척수 뒤뿔내 유리

된 통증전달물질에 의하여 활성화된다.17

Minocycline은 2세 tetracycline으로 혈관뇌장벽(blood brain

barrier)을 잘 투과하는 항생제이다. Minocycline은 별아교세포

및 신경세포에 향을 주지 않고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를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항염증성은 항균 작용과 전혀 관련

이 없다. Minocycline은 뇌경색증 실험, Huntington병의 R6/2

생쥐 모델, 뇌외상, 그리고 6-hydroxydopamine과 1-methyl-

4-phenyl-1,2,3,6-tetrahydropyridine에서 효과적인 신경보호약

제로 보고된 바 있다.18-23

Minocycline의 투여로 제5허리 척수신경을 단단히 묶어서 유

발된 이질통증과 아교세포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minocycline이

직접 신경세포에 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실험을

하 다. 저자들은 minocycline의 투여가 흰쥐의 제5허리 척수신

경의 결찰로 유발된 이질통증의 역치에 미치는 향과 결찰된

신경에 해당하는 척수 부위의 뒤뿔 내 CD11b, GFAP, 그리고

c-Fos의 발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해 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동물과 수술

몸무게가 200-250 g인 수컷 Sprague-Dawley 흰쥐 80마리를

사용하 다. 부드러운 톱밥을 깐 플라스틱 상자에 쥐들을 2-3마

리씩 넣고, 항상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 다. 실험

과정은 한의학회가 제정한 동물실험지침에 따랐다. 

좌측 허리 척수신경을 결찰하고 복강내로 미노사이클린(mino-

cycline, 45 mg/kg/day)을 준 군(미노사이클린이군)과 생리식

염수를 준 군( 조군)으로 나누었다. 각 군의 쥐들은 수술 후 1,

3, 5, 그리고 7일에 희생되었다. 또한 c-Fos의 발현을 보기 위

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술한 후 30, 60, 120 및 240분에 희생시

켰다. 각 소집단(subgroup)은 5마리로 하 다. 미노사이클린과

생리식염수는 수술하기 하루 전과 1시간 전, 그리고 수술 후 매

일 한차례씩 복강내로 주입하 다.  

이소플루오렌(Isofluorene)으로 흡인마취를 시행하 으며, 피

부를 절개하고 좌측 방척추근육을 L2-S2의 극상돌기로부터 박

리하 다. 좌측 제6허리 척추의 가로돌기 일부를 론져로 조심스

럽게 제거하여 제5와 제6허리 척수신경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박리하 다. 해부 현미경 하에서 유리봉을 이용하여 좌

측 제5허리의 척수신경을 6-0 봉합사로 단단히 묶었다(Fig. 1).

출혈 유무를 확인하고 절개 조직을 층별로 봉합하 다. 수술 후

에 운동신경 손상 유무를 관찰하 으며, 다리를 끌거나 절뚝거

리는 쥐는 본 실험 상에서 제외되었다. 

행동검사

수술하고 하루가 지나서부터 1, 3, 5 및 7일째에 희생시킬 때

까지 이질통증의 역치를 측정하 다. 이질통증의 역치를 측정하

기 위해 바닥에 철망을 깐 실험상자에 쥐를 넣고 약 15분간 새로

운 환경에 적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촉각자극(tactile stimuli)

에 한 좌측 하지의 회피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von Frey hair

를 수술 받은 좌측 발바닥 셋째와 넷째 발허리뼈 사이의 피부에

수직으로 hair가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의 압력으로 약 8초간

었다. 회피반응의 50% 역치를 계산하기 위해 2.0 g hair로부터

시작하는데, 회피반응을 일으킨 hair에서 up-down 방식으로 6

번의 자극을 가했다. Log로 계산된 일련의 8개 hair (0.4, 0.6,

1, 2, 4, 6, 8, 15 g)만을 사용하 다. 즉 cut-off level의 범위는

0.4-15 g이 되도록 하여 15 g이 넘거나 0.4 g 미만의 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얻

어진 반응 역치를 다음의 공식에 넣어 계산하 다.24

Log (50% threshold, mg ×10)=Xf+ ,

Xf=마지막으로 가한 hair의 무게(log units)

Fig. 1. Neuroanatomy and diagram of the sciatic and saphenous
nerves in the rat. The sciatic nerve consists of the 4th, 5th and 6th
lumbar spinal nerves. The 5th lumbar spinal nerve is tightly ligat-
ed in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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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성향에 따른 교정 상수

=자극간의 평균 차이(여기서는 0.224가 됨)

고정액의 관류

Pentobabital sodium 4 mg/kg을 쥐의 복강내로 주사하여 마

취한 후 흉벽을 제거하고 왼쪽 심실에서 동맥 방향으로 18 게

이지 주사바늘을 삽입하 다. 그 다음 오른쪽 심방귀를 가위로

절단한 뒤 50 mL/min의 속도로 연동펌프(peristaltic pump)를

이용하여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관류시켜 혈

액을 제거하 다. 그리고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 용액 250-300

mL를 관류시켜 고정을 시행하 다. 등쪽의 피부를 넓게 절개하

고, 척추후궁을 제거하 다. 이미 묶여 있는 제5허리 척수신경을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말초에서 중심부로 신경을 따라

올라가 신경이 척수에 부착되는 부위를 찾아 그에 해당하는 척수

를 절제하 다. 4℃에서 24시간 동안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

용액에 후고정을 시행한 후 30% sucrose 용액에 4℃에서 하루

이상 방치하 다. 절제된 척수를 동결절편기로 40 m의 두께로

박절한 후, 조직 절편을 보존액(cryoprotectant solution)이 들어

있는 24-well 배양기에 조직 절편을 매 절편마다 각 well에 순차

적으로 반복하여 넣은 후 하 20℃에서 보존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본 연구에 사용한 일차 항체는 단클론 항체인 GFAP (G3893,

Sigma, St. Louis, USA), CD11b (MCA275R, Serotec, Oxford,

UK)와다클론항체인 c-Fos (sc-7202, Santa cruz, CA, USA)이

었다. 이들을 각각 1:5,000, 1:4,000, 1:1,000으로 희석하여 사용

하 다. 이차 항체는 biotinylated anti-mouse와 anti-rabbit

immunoglobulin을 사용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보관된 조직을 이용하 으며 자유부유

면역조직학법(free floating ABC법)으로 하 다. Vectastain

ABC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를 사용하 으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절편을

24-well 배양기에 5-10개씩 넣고, 0.05 M PBS 용액으로 10분

씩 3회 교반기를 이용하여 세척하 다. 15-20분간 1.0% H2O2로

반응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 후 0.2% Triton X-100 용액

에 20분 반응시키고 PBS 용액으로 세척하 다. 이어서 여기에

말 혈청과 정상 염소 혈청을 1:100으로 희석시킨 차단항체를 실

온에서 0.5-1시간 반응시킨 후 PBS 용액으로 세척하고, 24시간

동안 4℃에서 일차항체를 가한 후 PBS 용액으로 세척하 다.

그리고 2시간 실온에서 이차 항체(horse anti-mouse IgG, goat

anti-rabbit IgG, 1:100)를 가한 후 PBS 용액으로 세척하 다.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와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

고 PBS 용액으로 세척한 후 0.05% 3, 3 -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Sigma Chemical Co., St. Louis, USA)로

발색시켰다. 그 다음 조직 절편을 30분 전에 꺼내 놓은 gelatin

coated slide에 올린 후 실온에서 2시간 말렸다. 이어서 슬라이

드를 증류수에 10분 동안 담근 후 알코올로 탈수시키고 크실렌

으로 투명화한 후 캐나다 발삼으로 봉입시키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상분석

제5허리척수의 양측 뒤뿔이 나오도록 CD11b와 GFAP에

한 항체로 면역 염색된 조직을 광학현미경과 디지털 사진기를

이용하여 촬 하 다. 촬 된 그림을 Adobe Photoshop 5.5

(Adobe Systems Incorporated, USA)를 이용하여 교정하고,

negative gray image로 변환한 후 양측 척수의 뒤뿔(Lamina

I, II, III, IV)에서 평균광 도(mean optical density; MOD)를

측정하 다. 상 적 평균광 도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

하 다.

Relative mean optical density ratio 

=corrected MOD of left gray horn/corrected MOD of

right gray horn. 

(corrected MOD=MOD of area of interest-MOD of back-

ground)

c-Fos 단백의 발현은 좌측 척수의 뒤뿔(Lamina I, II) 내에

서 양성으로 염색되는 세포의 수를 측정하 다. 상 분석에는

1예당 가장 염색이 잘된 3개의 절편이 이용되었다.

자료 분석과 통계

각 군 사이에서 이질통증의 역치, 면역염색에서 상 적 평균

광 도비 및 c-Fos 양성 세포 수에 한 차이는 Mann-Whit-

ney rank sum 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통계학적으로 p값이

0.05 이하이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제5허리 척수신경을 결찰하 을 때 이질통증의 역치는 생리

식염수를 준 군에서 0.25-0.34 g으로 일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

노사이클린을 준 군에서는 수술 후 1, 3, 5, 7일에 각각 1.79±

0.61, 0.79±0.15, 2.72±1.49, 3.46±2.89 g으로 조군에 비하

여 이질통증의 역치가 높고 변이가 컸다(Fig. 2). 미노사이클린

군과 조군의 이질통증 역치는 수술 후 1, 3, 5 및 7일 모두 통

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미세아교세포에 한 CD11b의 발현

은 척수신경을 결찰한 쪽 척수 회색질의 뒤뿔과 앞뿔 부위에 모

두 발현이 증가하 다. 신경손상을 준 반 쪽 척수 뒤뿔에서 거

미모양으로 미세하고 섬세한 세포질돌기를 보이는 미세아교세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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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찰되었고, 같은 쪽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증식과 CD11b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3). 또한 수술 후 5일에

가장 높은 발현을 보 다. 조군과 미노사이클린군의 CD11b

발현은 수술 후 1, 3, 7일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후 5일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01). 미노사이클

린의 수술 전후의 복강내 주입이 신경 결찰을 한 후 5일째에 미

세아교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4). 별

아교세포에 한 GFAP의 발현은 척수신경의 결찰 후 같은 쪽

척수 뒤뿔에서 증가하 으나, GFAP에 한 면역반응에서 수술

후 1주일 사이에 두 군 사이의 의미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

다(Fig. 5, 6). 통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c-Fos의 발

현은 수술한 쪽 척수의 뒤뿔, lamina I과 II에서 신경 결찰 후 1

시간과 2시간에 현저한 증가를 보이다가 4시간에 감소하 다

(Fig. 7, 8). 조군에서 신경 결찰 후 30분과 1, 2, 4시간에서

c-Fos 면역반응 세포수는 각각 2.53±0.68, 41.93±4.09, 37.47

±2.55, 8.13±0.88이었고, 미노사이클린군에서 각각 2.20±0.55,

19.53±1.72, 17.33±1.50, 8.20±1.18이었다. c-Fos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수술 후 1시간과 2시간에서 미노사이클린의

투여로 c-Fos 양성 세포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p<0.001).
그러나 조군과 미노사이클린 군 각각 모두에서 수술 후 1시간

과 2시간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c-Fos 면역

반응 세포는 수술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가장 많은 수가

관찰될 것이다. 

고 찰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척수내 별아교세포와 미세아교세포의 활

Fig. 3. Photographs illustrating the dorsal horn of the 5th lumbar
spinal cord at 5 days post L5 nerve ligation. (A) Dorsal horn ipsi-
lateral to the injury shows a markedly intense CD11b immunore-
activity compared with that contralateral to the injury. (B) The fine-
ly ramified appearance of microglial cells. (C) Microglial activa-
tion and proliferation. (B, C) High magnification view on the same
sides of the above picture (A).

A

B C

Fig. 2. Effect of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minocycline (45
mg/kg) on the development of tactile allodynia induced by tight
ligation of 5th lumbar spinal nerve. Development of allodynia was
recorded from postinjury day 1 to day 7 using von Frey hair (gm
±SEM, n=20, 15, 10, and 5/subgroup for day 1, 3, 5, and 7 post-
ligation respectively). Treatment with minocycline resulted in sta-
tistically significant (p<0.002 for day 1, p<0.001 for day 3 and 5,
p<0.05 for day 7) decrease in mechanical allodynia compared
with sali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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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relative mean optical density ratio for CD11b in
the dorsal horn of the 5th lumbar spinal cord as a function of time
after unilateral ligation of the 5th lumbar spinal nerve. The ratio is
that of the MODC on the side of the cord ipsilateral to the injury
over the MODC on the side contralateral to the injury (MODC=
MOD of area of interest - MOD of background, MOD; mean opti-
cal density, MODC; MOD corrected). Treatment with minocycline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t day 5 post-ligation,
n=5/subgroup) decrease in relative mean optical density ratio
compared with saline treatment. Values are 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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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가 초래되면 면역반응능력을 가진 세포로 알려져 있는 미세

아교세포는 염증을 촉진시키는 시토카인을 분비하고 NO, ROS,

prostaglandins, leukotrienes과 같은 염증매개물질을 유리한

다.8,12-17 미노사이클린은 중추신경계에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

화를 억제하는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18,19,25

저자들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염증성 통증모델인 formalin

test를 이용하여 미노사이클린의 효과를 검증하 다. 미노사이

클린을 선행 투여한 쥐의 발바닥에 foramlin 용액을 주입한 다

음 60분간 통증반응을 관찰하 는데, 같은 실험을 여러 차례 반

복하 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에서 통증반응의 평균치는 조군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저자들은 염

증성 통증에 미노사이클린이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

고,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유발된 이질통증의 발생에 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질통증의 동물실험 모델로는 제5, 6허리 척수신경을 단단히

묶는 방법과 궁둥신경을 chromic gut으로 느슨하게 묶는 방법

이 흔히 이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이질통증이

발생하나, 이질통증의 발생에 척수신경의 결찰이 더 확실하고

재현성이 높아서 제5허리 척수신경을 묶는 방법을 이용하 다.

Fig. 6. Changes in relative mean optical density ratio for GFAP in
the dorsal horn of the 5th lumbar spinal cord as a function of time
after unilateral ligation of the 5th lumbar spinal nerve. The ratio is
that of the MODC on the side of the cord ipsilateral to the injury
over the MODC on the side contralateral to the injury (MODC=
MOD of area of interest -MOD of background, MOD; mean opti-
cal density, MODC: MOD corrected). Treatment with minocycline
did not result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relative mean
optical density ratio compared with saline treatment (n=5/sub-
group). Values are 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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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s in counts for c-Fos immunoreactive cells in lami-
na I and II of the 5th lumbar spinal cord as a function of time after
unilateral ligation of the 5th lumbar spinal nerve. Treatment with
minocycline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t 1 and
2 hours after operation) decrease in numbers of c-Fos-immunore-
active cells compared with saline treatment.

C
ou

nt
s 

of
 c

-F
os

 Im
m

un
or

ea
ct

ive
 C

el
ls 

in
 L

am
in

a 
I, 

II 50

40

30

20

10

0
0.5 1 2 4

Hours post L5 nerve ligation

Saline
Minocycline

Fig. 5. Photographs illustrating the dorsal horn of the 5th lumbar
spinal cord at 5 days post L5 nerve ligation. (A) Dorsal horn ipsi-
lateral to the injury shows a more intense  GFAP immunoreactivity
than that contralateral to the injury. (B) The ramified appearance
of astrocytes. (C) Hypertrophied astrocytes. (B, C) High magnifi-
cation view on the same sides of the above pictu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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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otographs illustrating the dorsal horn of the 5th lumbar
spinal cord at 5 days post L5 nerve ligation. Lamina I, II ipsilateral
to the injury shows many Fos immunoreactive cells (arrows) com-
pared with those contralateral to th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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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쥐의 제5허리 척수신경을 실로 묶는 통증 모델을 이용

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는 미노사이클린이 미세아교세포의 활성

화를 억제하고 이에 따라 이질통증의 발생과 지속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검토하 다. 

Raghavendra 등26은 제5허리 척수신경을 절단하는 쥐 모델

에서 미노사이클린의 선행 투여로, 이질통증과 통각과민의 감소

와 미세아교세포 활성화 및 염증성 시토카인의 억제를 증명하

다. 그러나 수술 후 5일부터 미노사이클린을 준 경우 미세아교

세포의 활성화는 억제되었으나 통감과민과 이질통증의 감소는

없었다. 따라서 미노사이클린은 신경병증 통증의 쥐 모델에서

통감과민과 이질통증의 발생을 감소시키나, 이미 존재하는 기계

적 이질통증과 통각과민의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 다. 또

한 Raghavendra 등26은 수술 후 11일에 절제된 척수조직에서

미노사이클린이 미세아교세포의 표지자인 Mac-1과 TRL4에

한 m-RNA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관찰하 다. 

본 실험에서 미노사이클린의 선행 투여로 제5허리 척수신경

의 결찰로 유발된 쥐의 통증모델에서 수술 후 1, 3, 5 및 7일 모

두에서 조군에 비하여 뒷다리 회피반응의 50% 역치는 증가

하 다. 그리고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는 수술 후 5일을 제외하

고 미노사이클린을 준 군과 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5일에 미노사이클린 투여로 CD11b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 으며, 어느 일정 시점에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가 억

제됨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Raghavendra 등26은 제5허리

척수신경을 횡단(transection)하는 모델을 사용하 고 저자들은

단단히 묶는 모델(tight ligation)을 이용하 는데, 이러한 차이

로 미노사이클린이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시기가

다른지는 좀더 연구해 볼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수술 후 11일

에, 저자들은 5일에 미노사이클린이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을 관찰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노사이클린의

투여로 수술 후 1, 3, 5 그리고 7일 모두에서 이질통증의 감소

를 관찰하 고, 어느 시점에서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의 감소가

이질통증의 발생과 지속을 억제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즉, 활

성화된 미세아교세포의 감소만으로 미노사이클린에 의한 이질통

증 발생의 감소를 연관짓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신경세포

와 별아교세포의 인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질통증의 동물실험모델에서 아교세포의 활성화가 이질통증

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5-7,10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2,9

Coyle5은 궁둥신경을 반쯤 묶는 부분적 궁둥신경결찰법(partial

sciatic nerve ligation model)을 이용한 이질통증 모델에서, 미

세아교세포 및 별아교세포가 활성화되고 OX-42 및 GFAP의

면역반응(immunoreactivity: IR)이 이질통증의 발생과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하 다. Sweitzer 등6은 제5척수신경 절단 후 기계

적 통증과 평행하는 강하고 지속적인 별아교세포의 활성화를 관

찰하 고, 이질통증의 기간과 강도는 별아교세포의 활성화 기간

과 강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 다. Stuesse 등10도 궁둥신경의 만

성수축성손상에서 진통과 통각과민 모두 OX-42 발현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그러나 Colburn 등9은 제5허리 척

수신경 냉동신경용해법(cryoneurolysis)을 이용하여 신경병증

통증을 유발할 때 시술 전후 bupivacaine을 시술 부위에 적용한

결과,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는 억제되었으나 통증반응에는 변

화가 없었으며 별아교세포의 반응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Colburn 등2은 제5허리 척수신경 뒤뿌리를 단단히

묶거나 냉동손상 시킬 때 심한 이질통증이 발생하고 뒤뿌리에

주로 별아교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리고 이

모델은 뒤뿌리의 신경절과 척수 뒤뿔 사이의 직접적인 전기적

혹은 화학적 교통을 막는 것으로 빠르고 심한 기계적 이질통증

을 만든다고 하 다.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는 뒤뿌리 신경절에

서 말초부 손상 후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미세아교세포의 활

성화가 신경세포의 핵이나 말초부에서 오는 신호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Hashizume 등11에 의하면 제5신경뿌

리의 결찰하는 통증모델에서 미세아교세포의 반응과 통증반응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별아교세포의 활성

화는 수술 후 7일 동안 기계적인 이질통증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

계가 있었다고 하 다. 그러나 Stuesse 등10은 만성수축성손상

(chronic constriction injury) 모델에서 열에 한 민감성이 증

가한 쥐는 척수에 GFAP 발현이 증가하 으나, 열에 한 민감

성이 감소한 쥐도 GFAP 발현의 증가를 보 다. 이와 같이 별아

교세포의 활성화가 신경병증 통증과 반드시 상관이 있는 것이 아

니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제5허리 척수신경의 결찰로 GFAP

의 발현이 증가하 으나, Raghavendra 등26의 보고와 달리 미

노사이클린의 투여로 GFAP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없었다. 

Fos 단백은 전종양유전자인 c-fos의 산물로 말초조직에 가해

지는 자극에 의해서 척수의 신경세포핵 내에 발현된다. Fos 단

백의 발현이 유도되는 것을 조직면역화학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Fos 단백에 한 면역반응은 말초신경이 활성화된 후

척수신경세포의 연접을 통한 신경세포의 활동성에 한 표지자

로 오랫동안 이용되었다.27-30 Cheng 등30은 제3 및 제4허리 척

수신경뿌리절제술(rhizotomy) 후 24시간과 48시간에, 수술한

쪽 척수 뒤뿔내 인산화 ERK 1/2 (Extracellular signal-regu-

lated kinase 1/2)의 발현이 반 쪽보다 훨씬 증가하 으나 전

체 ERK 1/2의 변화는 없었으며 주로 미세아교세포에서 발현되

었다고 하 다. 수술 후 12시간과 24시간에 Fos는 주로 신경세

포에서 발현되었다. 또한 Huang 등27은 궁둥신경을 4-0 chromic

gut으로 느슨하게 묶는 만성 수축성손상을 주기 전에 c-fos anti-

sense를 허리 부위 뇌막내에 주입을 하여 허리 척수 회색질 lam-

ina I, II에서 c-Fos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비록 신경병증 통증

의 발생에서 신경손상 후 c-fos 유전자의 조기발현의 중요성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신경손상으로 유도된 비정상적인 신경세

포의 활동성을 보인 후 Fos의 발현은 신경병증 통증에서 보이

는 자발적 활동성(spontaneous activity)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

라 하 다. 물론 c-Fos의 발현과 신경세포의 활성도가 관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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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c-Fos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이질통증이나 통각과민

의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더 이상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미노사이클린의 선행투여로 제5허리 척수신경의

결찰로 유발된 이질통증의 발생과 지속을 감소시켰고, 제5척수

뒤뿔내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가 일부 억제되었다. 초기에 lam-

ina I, II에서 c-Fos 단백-면역반응 신경세포가 감소하 다. 미

노사이클린은 인체에 안전하고, 선택적으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

화를 억제한다. 그리고 신경병증 통증의 쥐 모델에서 통각과민

과 이질통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경구투여가 가능하며 혈액뇌

장벽(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하므로, 신경병증 통증의 예방

을 위하여 인체에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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